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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의 문제는 언제나 존재한다. 공

동자원에 속하는 부분의 자연 자원은 인간이 생산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때문에 그 자원의 유지와 지속

가능한 관리가 중요하다.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가 피해를 입

고 있으며 그 중에서 건조하고 혹한 기후 특성을 지닌 중앙아시아 지역

의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은 자연환경과 경제간 관계에 크게 의존하며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이 

목초지, 목축업, 농업, 수자원 등 자연 자원을 상으로 한다. 몽골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 중 하나이며 그 영향은 유목민들의 

삶과 방목지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다. 따라서 몽골의 기후변화 적응 문

제는 우선순위로 다루어져야 되며 동시에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유목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된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황폐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몽골의 

방목지를 선택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현재 몽골 목동들은 전국토의 약 75%를 차지하는 자연 

방목지에서 약 5천만 마리의 가축을 기르며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 자

연 방목지는 몽골 목축업이 존재할 수 있는 생태적인 조건이며 가축이 

일 년에 먹을 영양분의 약 97%~99%를 방목지에서 얻는다. 때문에 방목

지의 황폐화는 목축업 즉, 목동들의 삶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현재 몽골이 광산 개발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몽골 국

가 개발 우선순위 분야는 바로 축산업이다. 방목지의 황폐화 문제를 해

결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은 방목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목 문화의 지속적인 존재, 더 나아가 몽골 전체 인구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역 

사회의 역할을 주로 살펴봤으며 방목지의 유지를 위해 사유화보다 현재

까지처럼 공동자원으로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기후변화 적응을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방목

지의 과거 상태와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해 파악한 후 현재와 

비교하였다. 주요 연구 방법은 기존 문헌들을 검토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문헌 조사이며 문헌조사로만 알 수 없는 부분은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였

다. 문헌 자료 수집 및 인터뷰 진행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으로 볼 수 없는 자료와 자료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을 많이 수집할 

수 있었다. 수집한 내용들을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조건들

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조건들은 장기간 동안 공동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상 적으로 많은 사례들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 조건들이 몽

골의 경우에도 유효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하였고 방목지의 지속가

능한 관리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한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조건을 통

해 분석한 결과 몽골 방목지 관리 제도의 과거와 현재는 차이가 많았으

며 현재 관리 제도에서 해당되는 조건이 거의 없었다. 분석 결과를 시기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시기의 집단화 이전(1924~1959년)에

는 토지 영주들이 존재하였으며 목동들이 방목지를 이용하기 위해 각 토

지 영주들의 허락을 받았다. 부분의 목동이 ‘허트 아일(Khot-Ail)’이

란 가족과 친척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전통적인 그룹에 속해 있었다. 

‘허트 아일’들이 서로 협력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들은 방목지를 훼

손하지 않도록 이용하는 방법과 자연 재해로부터의 처, 이동 정보 등 

효과적인 방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집단화 시기

(1960~1990)에는 일반적으로 행정 지역에 따라 방목지의 경계가 정의되었

다. 이 시기의 방목지 관리는 중앙 계획 경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목동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부분의 목동이 집단 소속이었으며 제한적인 수의 가축을 개인적으로 소

유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탈사회주의 이후(1990~현재)에는 부분의 목

동들이 전통적인 방목 방식을 따르지 않고 중앙 지역에 가까이 정착하면



서 거주하거나 방목지 부양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가축 수를 늘리는 것

을 선호하는 등 방목지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방목을 하고 

있다. 목동들의 부분은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며 관리는 각 목동이 속

하는 지역 관리자가 담당한다. 탈사회주의 이후로 목축업과 목동에 한 

국가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농촌 지역의 빈곤율을 증가시켰다. 

현재 몽동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 수가 차이가 크며 부분은 충분한 

소득을 마련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축을 기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공동

자원에 한 지역사회의 자치적인 관리방식을 따르되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첫째, 국가와 지역 사회의 협력이 중요하

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적

응을 고려한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정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유

목 생활과 자연환경 또는 사회의 변화를 경험한 목동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목동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목지 이용비용 면

제는 오히려 방목지의 오남용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방목지 이용에 

한 일정 비용을 지역사회에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목동들의 방목지 이용에 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가 목초지를 공동관리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넷째, 

국가에서 지역사회의 공동관리에 한 자치적인 규칙 및 감시와 제재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서 자치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정책 제안을 통해 국가와 지

역 사회의 협력을 토 로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방목지가 더 이상 황폐화되지 

않도록 방지할 뿐만 아니라 몽골의 유목 문화를 유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몽골, 공동자원, 방목지 황폐화, 지속가능한 관리, 유목민, 기후

변화 적응. 

학 번 : 2014-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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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의 문제는 언제나 존재한다. 토지, 

물, 숲, 목초지 등 지구에 있는 부분의 자연자원과 인간이 만든 인공

자원도 공동자원에 속한다. 공동자원에 속하는 부분의 자연 자원은 인

간이 생산할 수 없으며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원의 유지와 지속가능한 관리가 중요하다(최현, 2013a). 최근 

인류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도 기라는 공동자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너무나도 광범위하며 실제로 기후변화를 피하기 어려

운 상태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다른 공동자원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

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피해를 주지만 건조하면서도 혹

한 기후 특성을 지닌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환경

과 경제간 관계에 크게 의존하며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이 유목 생활의 

기초가 되는 목초지, 목축업, 농업, 수자원 등 자연 자원을 상으로 한

다(최충익, 2013). 몽골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들 

중 하나이며 그 영향은 유목민들의 삶과 방목지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다. 따라서 몽골의 기후변화 적응 문제는 완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보

다 우선순위 문제로 다루어져야 되며 동시에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와 유목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이 출발하였다. 

몽골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

에 원래 건조한 몽골이 더 건조해지고 있다. 사막화와 건조화는 전국토

의 부분을 차지하는 몽골 방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목초가 

잘 자라지 않거나 영양분 없는 식물이 자라게 되므로 가축이 먹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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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먹지 못해 혹독한 기후에 취약해진다. 사막화 외에 가뭄, 조드

(Dzud)1) 등 자연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잦은 자연 재해로 인

해 목동들이 한 순간에 가축을 몇 십만 마리를 잃게 되며 다음을 비해 

가축 수를 늘리게 되었다. 이는 다시 방목지의 부양 능력에 영향을 미치

고 방목지의 황폐화를 일으킨다. 자연 방목지는 몽골 목축업이 존재할 

수 있는 생태적인 조건이며 가축이 일 년에 먹을 영양분의 약 97%~99%

를 방목지에서 얻는다(Tserendash, 2012). 때문에 방목지의 황폐화는 목축

업 즉, 유목민들의 삶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몽

골 식량농업부(2013)에 따르면 현재 몽골 국내 총 생산의 약 14%를 농축

산업, 농축산업 분야 내 약 88%를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다.2) 지금은 광

산 개발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몽골 국가 개발 우선순위 분야는 축산

업이다. 방목지의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은 

방목지라는 토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유목 문화의 지속적인 존재

와 몽골 전체 인구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갈수록 황폐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

는 몽골의 방목지를 선택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몽골 같은 개발도상국 목동들이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며 생계를 유지한

다. 몽골의 유목 생활은 약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Bakei, 2006). 현

재 낙타, 말, 소, 양, 염소 합쳐서 약 5천만 마리의 가축을 기르고 있다. 

몽골의 국토는 고산지 , 산림지 , 초원, 사막지 , 고비사막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목지로 적합한 토지가 부분이다(Heiner et al, 2011). 

몽골의 방목지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갖고 있으며 전 국토의 약 

75%를 차지한다(Dagvadorj, Batjargal & Natsagdorj, 2014). 날씨는 아주 변덕

1)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철 이상 한파다. 이 때 가축들이 속절없
이 동사하게 된다. 

2)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of Mongolia, 
http://www.mofa.gov.mn/new/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3
64&Itemid=20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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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우며 7월이 가장 따뜻하고 평균 기온이 산악지 에서는 15℃, 고비 

사막에서는 20~30℃다. 1월이 가장 춥고 평균 기온이 –15℃, 최저 기온이 

–40℃까지 내려간다. 추운 날씨가 오래 계속되기 때문에 방목지 식물이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자라며 이 기간에 목동들이 가축을 먹이고 

또는 겨울 먹이를 준비해 둔다(Jamsranjav, 2009).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겨울의 평균 온도가 여름 평균보다 높아지고 서쪽 지역에는 여름이 길어

지는 반면 고비 지역에는 겨울이 길어지는 등 지역마다 계절이 지속되는 

기간이 달라지고 있다. 또는 가축이 잘 못 먹는 영양분 없는 식물이 주

로 자라게 되었다(ADB, 2014).  

이러한 상황에서 방목지라는 공용지(commons)가 비극에 이르지 

않도록 방지하고, 황폐화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

식과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몽골 목동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몽골을 사례로 하는 사례연구를 

택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공동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에 한 연구에 

기여를 하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몽

골은 전통적으로 방목지를 어떻게 이용해 왔을까? 왜 예전에는 방목지 

황폐화 문제가 발생 혹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무엇이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가? 기후변화 적응으

로서의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관리는 어떤 조건 하에 만들어지는 것일까? 

황폐화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2.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의 역할을 주로 살펴보고 시장제

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몽골의 방목지는 옛날부터 그 누구의 

소유였던 적이 없었고, 지금도 사유재산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즉, 개인

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는 방목지를 사유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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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내몽골 등)가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몽

골의 방목지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생태적 특성에 따라 면적과 

상태가 다 다르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덜 내리고 식물이 

덜 자라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 반 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들이 얻는 소득이 불규칙하다. 최근에는 광산 개발이 적극적으로 진

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목지를 사유화시키면 가축 수가 적은 목

동들이 광산 회사에 땅을 팔아 도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

면 몽골의 유목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동자원이나 공용

지로 방목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부 사회 구성원에 의해 사유화되어 

독점적으로 이용되기보다 현재까지처럼 공동자원으로 남아 있는 것을 전

제로 하면서 기후변화 적응을 염두에 둔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였다.   

방목지의 현재 상태만이 아니라 과거 방목지 상태와 현재에 이

르기까지의 경과에 해 파악한 후 현재와 비교하기 위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사회주의 시 와 사회주의 이후인 1990년 부터 현재까지로 하였

다. 사회주의 시 는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집단화 이전인 1924~1959년

과 집단화 시기인 1960~1990년이다. 시간적 범위에 한 자세한 내용은 

3장에서 서술한다. 공간적 범위로는 몽골 전체를 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연구 방법은 기존 문헌들을 검토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문헌 조사다. 문헌조사로만 알 수 없는 부분은 인터뷰

를 통해 보완하였다. 문헌 조사는 국내외 학술논문, 단행본, 보고서, 선

집, 신문 기사 등의 자료로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반구조화 면접 방식으

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상은 <표-1>과 같다. 인터뷰는 몽골의 방목지

의 현재 상황과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진행되었으

며 상황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거나 빼기도 하였다. 인터뷰 질문 내용 예

시는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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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인터뷰 상 목록

<전문가>

기본정보 소속 직함
면접날짜
(2016)

기타

Ts.Bazarkhand 몽골 국립
지리학 
교수

02/23
면

인터뷰

D. Dorligsuren
Mongolian Society 

for range 
management’ 

Director 02/23
면

인터뷰

N. Byambadorj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of 

Mongolia’ 
전문가 02/29

면
인터뷰

B. Batkhishig ‘Nutag Partners’ Director 03/16
면

인터뷰

<유목민>

기본정보 지역 유목 생활 
면접날짜
(2016)

기타

Munkhbayar
42/남

(약 500마리)
Arkhangai province 1990년 03/05

전화
인터뷰

Khurelkhuu
43/남

(약 2,700마리)
Arkhangai provicne 1996년 03/05

전화
인터뷰

Khishigee
40/여

(약 300마리)
Tuv province 1996년 03/05

전화
인터뷰

Zulaa
28/여

(약 400마리)
Khentii province 1990년 03/05

전화
인터뷰

Ankhbold
40/남

(약 50마리)
Tuv Province

어렸을 
때부터

03/06
면인
터뷰

Oyunchimeg
50/여

(약 40마리)
Tuv province

젊었을 
때부터

03/06
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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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인터뷰 질문 예시 목록

Zorigt
50/남

(약 400마리)
Khentii province 2007년 03/07

면
인터뷰

구분 질문

방목지 
현황

1) 방목지의 면적은 얼마인가?
2) 방목지 부양능력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어디서 어떻게 정하는가?
3) 현재 방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4) 방목지 과잉 이용에 한 조치는?

방목지 
관리
체계와 
관련 법

1) 방목지 배분을 어디서 담당하는지? 
2) 배분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지? 해결 방법은?
3) 방목지 관련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4) 방목지 법 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방목지 
황폐화

1) 방목지가 정말 황폐되었는지, 이유는 무엇인가? 
2) 방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3) 가축 수를 증가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4) 몽골의 상황에 맞는 방목지 황폐화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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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흐름과 구성

이 연구는 목동들이 관리 없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소유 방목지

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장 서

론에서 연구 배경과 목적을 밝히고 제 II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공동자원 문제를 다룬 논의들을 정리하고 선행 연구를 고찰

한 다음 이론적 논의를 통해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분석틀

을 구성한다. 제 III장 몽골 방목지의 역사와 현황 부분에서 몽골의 방목

지 역사를 검토함으로써 유목민들이 옛날부터 방목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 오늘날 방목지가 어떤 상태이며 어

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이어서 제 

IV장 분석 부분에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분석틀로 몽골의 방목지 

관리 방식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V장에서 분석틀 결

과를 가지고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역 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안한 다음 연구의 정책적 제안

과 연구 한계,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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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배경

공동자원이란, 다수의 개별 주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외부자

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거나 배제하기 어렵고, 즉 배제성(excludability)이 

낮고, 한 주체의 이용량이 증가하면 다른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

화나 서비스가 감소하는, 즉 감소성(substractability)이 높은 자연적 자원이

나 인공 시설을 지칭한다(이명석, 2006: 254; 이노우에 마코도, 2014: 289). 지

구상의 부분의 자연자원이 공동자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 지구적

인 환경 파괴 및 자연 자원의 남용 등의 문제는 공동자원의 유형으로 확

산되어 그의 중요성과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동자원은 인

간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의 생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최현, 2013a). 이러한 공동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공적으로 관리해야

만 해당 자원의 이용자들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현과 따

이싱셩(2015)에 따르면 “공동자원론은 주로 공동자원의 관리제도에 한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1980년 부터 국제적인 환경 관리 및 보호 정책

이 공동자원론의 영향을 받아 왔다.”(최현 & 따이싱셩, 2015: 64).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인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

적인 다양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필요조건으로 한다(이도원, 2004: 166). 자연 자원의 많은 

부분이 사유화되고 있지만 인간 삶의 유지를 위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소유의 형태는 공유가 아니지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들이 많으며 관

리 또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목초지의 경우 공동이용과 관리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존과 생계

를 지탱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토 로 ‘공동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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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하였다. 이 이론을 주창한 서구 학자들에는 고

든(Gordon, 1954), 하딘(Hardin, 1968), 로이드(Liyod, 1977), 오스트롬(Ostrom, 

1990) 등이 있다. 우리가 공동자원론과 그의 관리 또는 제도에 해서 연

구해야 하는 이유는, 공동자원론 연구는 공동자원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

니라 사회과학의 다양한 연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이 되어 주기 때

문이다(이노우에 마코토, 2014). 

공동자원론은 서구에서 1950년  이후로 주창되어 왔지만 여전

히 학문적 체계가 온전히 잡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외부

의 강제력과 사유재산권, 자치적 해결 등 이 세 가지 방법이 공동자원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외부의 강제력이 공동

자원의 비극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오퓔스

(Ophuls, 1973), 하딘(Hardin, 1978)3), 하일브로너(Heilbroner, 1974), 에른펠드

(Ehrenfeld, 1972), 캐러더스 & 스토너(Carruthers and Stoner, 1982) 등이 있

으며 이들은 공동자원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공적인 통

제인 정부의 통제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공동자원의 비극은 자발

적인 협동으로 해결이 불가능(Ophuls, 1973)하며 공공기관이나 중앙 정부

가 자연 자원을 통제해야 한다(Hardin, 1978; Ehrenfeld, 1972). 이러한 공적

인 통제가 없으면 공동자원이 비극에 이른다는 것이다(Carruthers & 

Stoner, 1982). 외부 강제력을 옹호하는 이들 학자들이 말하는 중앙 정부

의 통제를 공동 목장의 사례로 설명하면, 정부에서 공동 목장을 누가 언

제 이용할 것이며, 몇 마리를 방목할 것인지를 중앙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정부 경정의 정확성, 감시 능력, 제재의 

신뢰성, ‘0’ 수준의 집행 비용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면 중앙 권위체는 여러 오류를 범할 위험”이 크다

3) 하딘의 ‘공유의 비극’이 목초지를 예로 든 공유지 문제만을 다룬 내용인 
것처럼 논의되어 왔지만 사실 그의 관심사는 증가하는 인구 문제와 그에 비
해 매우 한정적인 자연 자원에 관한 문제였다. 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제한
된 자원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환경문제들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지구라는 공
유지가 파국에 다다른다고 경고하였다(윤순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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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너 오스트롬, 2010: 35~38). 

시장제도, 즉 사유재산권 설정이 공동자원의 비극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뎀서츠(Demsetz, 1967), 존슨(Johnson, 1972), 

스미스(Smith, 1981), 웰치(Welch, 1983) 등이 있으며 이들은 “우리가 자원

을 공유 재산으로 다루기 때문에 자원이 파괴된다”고 주장한다(엘리너 

오스트롬, 2010: 39). 이와 같이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공동자원

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자원에 한 접근과 통제의 분할이

라고 믿는다(엘리너 오스트롬, 2010: 54). 윤순진(2014)에 따르면 사유 재산

권 설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산권 소유자들만이 자원을 이용하게 되

면 자기에게 재산권이 부여된 환경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 결과 환경

이 보전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인들이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하지 장기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눈앞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

다. 

국가와 시장이란 이분법을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제안된 해결 방

법이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는 공동자원 관리다. 지역 사회는 공동자원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 방법을 

제시한 표적인 인물은 오스트롬(Ostrom, 1990)이다. 그녀는 지역 사회에 

의해 잘 관리되어 온 사례들을 발굴하여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공동자원

의 성공적인 관리제도의 8가지 디자인 원리를 도출하였다. 그가 밝혀낸 

디자인 원리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콕스 외(Cox et al, 2010)는 91개의 

사례를 통해 공동자원 관리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는데 디자인 원리의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 원리는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례들의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데 여전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엘리너 오스트롬, 2010). 웨이드(Wade, 1987), 

아그라왈(Agrawal, 2002)도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지역 사

회는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와주는 제도 장치를 스스로 디자

인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특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웨이드는 남인도의 31개 마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지역의 공동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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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공동자

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그가 제시한 조건들은 아시아 농민 지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자원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다. 집단행

동 즉, 지역 사회 활동을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 통제와 시장제

도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 공동자원의 문제는 지역 사회만이 해

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러한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거나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할 수 있다(Wade, 1987). 오스트롬도 공동자원 관리에서 

정부 규제와 사유화를 완전 배제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정

부 및 지방의 적절한 참여와 규제 또는 사유화 논리의 활용도 필요하다

고 주장한다. 단,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자원 관리를 주도하는 공동체의 

자발적 활동의 중요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공동자원을 이야기할 때 감소성과 배제가능성 문제도 함께 다루

며 두 개념에 따라 재화를 사유재, 회원재, 공동자원, 공공재의 4가지 개

념으로 구분한다. 학자에 따라 분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최현(2013a, 

2013b)에 따르면 배제가능한 자원에 사유재(가축, 음식, 옷 등)와 회원재(TV 

방송, 지적 재산 등)가 속하고 배제 불가능한 자원에 공동자원(숲, 바다, 공

동목장 등)과 공공재(인터넷, 공개 소프트웨어 등)가 속한다. 이 분류에 따르

면 연구 상인 몽골의 방목지는 가축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를 배제하기 어려우며 한 사람의 이용량의 증가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용량이 감소하는 감소성이 강한 자연 자원이다.

 한국에서의 공동자원론 연구는 2000년 초반에 행정학 분야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처음에는 이 연구들이 자연과 사회과학의 협력을 이

루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2002년 윤순진의 연구를 

시작으로 공동자원론을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학계에서 공동자원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건 2010년 이후였다(최현 & 따이싱셩, 2015). 

 공동자원론 관련 연구들에서 용어 사용 관련 혼란은 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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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 “common pool은 자원 자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용어인 반면 

common property는 자원 자체보다 인간이 만든 관리 제도나 규칙을 의

미”한다(정영신, 2014). Common pool resources와 common property 

resource가 혼동되며 사용될 경우도 있으며 처음에는 국제 학계에서 

common property resource라는 용어를 쓰다가 이 용어는 “연구 상과 

영역, 이론의 적용 상을 축소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common pool 

resources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다”(최현 & 따이싱셩, 2015). 한국에서도 

학자에 따라 공유지와 공유재 등 용어의 정의와 사용이 다른 상태다. 

Common pool resources와 Commons에 한 번역어도 합의되지 못한 상

태이며 일본 학계에서는 주로 커먼즈라고 쓴다(최현 & 따이싱셩, 2015). 오

스트롬 & 오스트롬(Ostrom & Ostrom, 1977)의 경우 “소유 상태와 상관없

이 배제불가능성과 경합성을 갖는 자원을 common pool resources(CPRs)

로 정의하였으며 이 정의가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최현 & 따

이싱셩, 2015: 179). 최근에 한국에서도 CPRs로 통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

다. 연구의 상인 몽골의 방목지는 현재 국가 소유지만 여럿이 함께 이

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공용지’라고 해야 적합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언어의 혼동을 피하여 ‘common pool resources’ 즉, ’공동자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선행 연구의 고찰

몽골의 방목지를 사례로 한 연구는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콜

로라도 주립  숲과 방목지 관리과의 교수 페르난데스 기메네즈

(Fernandez-Gimenez)는 1993년부터 몽골의 방목지 정책과 지역 사회를 기

반으로 한 자연 자원 관리, 방목지 관리에서의 생태 지식의 역할, 방목

지 부양 능력의 저하와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연구 상지는 주로 

남쪽 지역인 바양헝거르 아이막4) 진스트 솜5)이었다. 그녀가 최근에 진행

한 연구는 방목지의 부양 능력 저하의 확산과 관련되었으며 몽골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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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약 37%의 지역에서 가축 도가 높고, 약 11%만이 방목지 부양 

능력 저하( 부분은 작은 면적의 지역)된 상태이기 때문에 몽골의 방목지 

부양 능력 저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Gao, Angerer, Fernandez-Gimenez, Reid. 2015). 또는 몽골의 토지 이용 패

턴을 정리하면서 토지 사유화는 몽골의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이며 누가 

어떤 권리로 토지를 소유하느냐에 집중하는 것보다 언제 어디로 방목을 

떠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법률 규제 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였

다(Fernandez-Gimenez, 2006).   

목동들의 공동체(community) 유형과 방목지 관리에서의 그들의 

역할에 한 연구는 먼스(Mearns, 1996), 바트오치르(Bat-Ochir, 1996) 등이 

수행하였으며 먼스(Mearns, 1996)는 사회주의 이후의 몽골의 방목지 관련 

연구를 주로 해 왔고 유목 생활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증거를 갖고 

공유재 러짐(common property regimes-CPRs) 관리에 한 이론적 논의에 

집단행동과 거래비용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그는 몽골 목동들의 

전통적인 공동체 유형(허트 아일,6)  네그 노트깅항7) 등)을 주로 다루었다. 

이 중에서 가까운 친척들로부터 구성된 전통적인 목동 그룹인 허트 아일

에 한 보다 깊은 연구를 바트오치르(Bat-Ochir, 1996)가 진행하였다. 그

의 주장에 따르면 허트 아일은 시장 경제 조건 하에 있는 최적의 사회 

경제적인 단위이며 축산업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방목지 관리에 한 연구도 많이 진행

되었으며 올람바야르, 페르난데스 기메네즈, 바트자우 & 바이왈

(Ulambayar, Fernandez-Gimenez, Batjav, Baival, 2015a, 2015b), 로빈 외.(Robin 

et al, 2015) 등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방목지 관리에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로 1990년 이후로 외부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지역 

4) 몽골의 가장 큰 행정 단위. 한국의 ‘도’와 비슷하다.

5) 아이막 다음 행정 단위. 

6) 목동 가구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

7) 같은 고향에 거주하는 목동들로 구성된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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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직에 한 연구였다. 그들에 따르면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방

목지 관리는 지역의 빈곤과 자연 자원의 황폐화를 해결할 때 가장 적절

하다는 제안을 해 왔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때문에 어떤 

조건 하에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조직의 활동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작은 단위의 조직부터 시작해야 되며 이

러한 조직은 정보 접근 기회와 지도력 또는 지식 공유, 자연 자원의 이

용 규칙 등이 마련되면 조직 활동이 효과를 이룬다고 한다. 이는 공동자

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조건에서도 언급된다. 또는 조직화된 목동 그룹과 

조직화되지 않은 전통적인 그룹이 이용하는 방목지의 상태를 비교(산림

지 와 초원, 사막 지  등 4개의 지역을 상으로)해 본 결과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조직이 방목지 이용 관련 규칙을 잘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목지의 상태도 훨씬 좋았다는 결과가 나왔

다. 

규모가 조금 큰 커뮤니티 관련 연구를 페르난데스 기메네즈의 

몽골 제자인 바이왈(Baival, 2012)이 진행하였다. 바이왈은 지역 지식이 자

연 자원 탄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와 자연 자원의 관리, 지역 개발에 

적절한 전략과 접근법을 국내외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연구의 목적

으로 삼았다. 그가 오스트롬의 주장을 반 하지는 않았으나 비판하는 입

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바이왈의 주 관심사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

이며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에서 노탁(Nutag=community)이란 단위의 커뮤

니티 개념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8) 그녀의 연구 범위는 몽골의 산악지

 지역인 우부르항가이 아이막과 사막지  지역인 바양헝거르 아이막이

었으며 해당 지역 내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연 자원 관리의 경험이 

있는 목동 이웃들(주로 UNDP, World Bank 등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을 통

해 만들어진 커뮤니티)과 그런 경험이 없는 전통적인 목동 이웃들을 분석 

단위로 정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정된 연구 범위

8) 노탁은 모국, 고향이란 뜻의 몽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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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결과가 연구 상지에만 해당되며 통계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추론

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동 커뮤니티를 

만들기 전에 지역 사회가 방목지 이용과 관리에 해 거의 이야기를 하

지 않았으며 커뮤니티가 생긴 이후로 목동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방목지 

이용과 계절적 이동 등을 계획하였고 이러한 계획을 세울 경우 다른 목

동들 또는 타 지역 정부 관리자들과 방목지 이용과 관리에 한 의미 있

는 화와 토론을 할 수 있었다(Baival, 2012). 또한 프로젝트 커뮤니티에 

속하는 목동들은 방목지의 개선된 방법을 통해 방목지 상태가 좋아진다

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비 커뮤니티 목동들은 방목지 상태 저하

에 한 근본적인 원인에 해서조차 제 로 알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지역에 기반으로 둔 커뮤니티 즉, 지역 사회가 과연 몽골 방

목지 관리에 적절한 방법인지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바트새

항, 빈스방거, 힘멜스바흐 & 슐러스(Batsaikhan, Binswanger-Mkhize, 

Himmelsbach, Schulers, 2010)이 외부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지고 현재 실

험 중에 있는 ‘목동 그룹’과 ‘방목지 이용자 그룹’ 중 어느 쪽이 지

속가능한 방목지 관리에 더 효과적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목동 그룹’보다 목축업 관련 다양한 목적

으로 만들어진  ‘방목지 이용자 그룹’이 방목지 관리에 더 효과적이고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방목지의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 사회의 관리를 제안하고 

있는 위와 같은 연구들의 부분은 외부 프로젝트의 결과 또는 보고용으

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유목 문화가 원래 목동들의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몽골의 목동들은 예로부터 공동으로 활동해 왔다. 사회주의 시기

에 잠시 유목 활동이 저하되고 그 전에 있었던 전통적인 목동 그룹들이 

사라지긴 했지만 사회주의가 막을 내리자 이러한 전통방식의 목동 그룹

들은 자연스럽게 재출현하였다. 물론 외부 프로젝트를 통해 일부 지역에

서 만들어진 그룹들의 활동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몽골의 유

목 문화에 원래부터 존재해 온 목동 그룹의 활동을 활성화 및 확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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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일 가능성 높다고 본다. 위 연구들에서 제안

하고 있는 지역 사회는 공동자원론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조건들을 제 로 갖추고 있는지에 해서는 별

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 조건들은 공동자원 관리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구분하는 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준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몽골의 과

거와 현재 방목지 관리 제도가 위 조건들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또는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방목지를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를 제안해 볼 것이다. 

이 연구의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방목지 사례 

연구들의 부분은 오래 전에 진행되었으며 그 이후로 방목지 관리 정책

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방목지 상태도 더욱 악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충할 것이다. 또는 최근의 연구들은 지역 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사례 상은 외부 프로젝트(재원과 인적자원의 투입)

를 통해 만들어진 그룹들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옛날부터 존재해 

온 전통적인 목동 그룹들을 주 상으로 삼았다. 또 몽골의 방목지 정책

을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조건을 기준으로 분석해 본 것과 

방목지의 관리를 기후변화 적응과 연결시켜 본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

별적 의의를 가진다. 

3.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분석틀

현재까지 공동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부의 강제력

과 사유재산권, 또는 지역 사회의 자치적 해결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유일한 방법이란 없으며 자원마다 특성

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적인 하나의 해결책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

을 악화시킨다(Ostrom, 2008). 따라서 공동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

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제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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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었다. 장기간 동안 공동자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해 온 사례들을 

주로 살펴봤으며 공동자원을 장기간동안 관리할 때 어떠한 조건들이 가

장 많이 등장하는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아그라왈

(Agrawal, 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그가 

웨이드(Wade, 1987), 오스트롬(Ostrom, 1990), 팔란드와 플레터(Baland & 

Platteau, 1996)가 장기간 동안 공동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상 적

으로 많은 사례들을 통해 제안한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조

건들을 정리하여 자원의 특징과 그룹의 특징, 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역

할이란 항목으로 나눴다. 아그라왈이 정리한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조건’은 <표_3>과 같다. 

<표_3>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조건

출처: Agrawal(2002). 
주: 위 표는 각 학자가 제시한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조건들을 종
합한 것이며 괄호 안의 알파벳(W, O, B and P)은 각 학자를 칭한다. 

항목 조건

자원 시스템의 특징
 소규모(W)
 잘 정의된 경계(W, O)

그룹 특징

 소형(W, B and P)
 명확히 정의된 경계(W, O)
 규칙 및 규약 공유(B and P)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W, B and P)
 적절한 리더십(B and P)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성(W, B and P)
 공동체 형편의 이질성, 정체성과 관심의 동질성(B 

and P)

제도적 장치

 지역 조건에 맞는 관리 규칙(W, O, B and P)
 집합적 선택 장치(O)
 점증적 제재 조치(W, O)
 갈등 해결 장치(O)
 감시 활동(O, B and P)

국가의 역할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W, O)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O)
 규제 권력 위임(B and P)
 적절한 수준의 외부 지원(B an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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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에서 보면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조건으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조건은 자원의 특징 항목에서 잘 정의된 경계가 있

고 그룹의 특징 항목에서 소형과 명확히 정의된 경계,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과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성이 있고 제도적 장치 항목에서 지역 조건

에 맞는 관리 규칙, 감시 활동과 점증적 제재 조치가 있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역할 항목에서는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공통적으로 제시된 조건들을 최종 분석틀로 정하

였으며 그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분석틀

<표-4>의 조건들이 무조건적으로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간의 수많은 성공 사례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조건이므로 그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

서 이러한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 해당 공동자원을 지속가능

하게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분석할 내용의 범위는 ‘방목지의 이용과 관리’가 될 

것이다.  

항목 조건

자원 시스템의 특징  잘 정의된 경계

그룹 특징

 소형
 명확히 정의된 경계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성

제도적 장치
 지역 조건에 맞는 관리 규칙
 점증적 제재 조치와 갈등 해결 장치
 감시 활동

국가의 역할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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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몽골의 방목지 역사와 현황

1. 방목지 역사

최근의 세계 인구 성장을 개발도상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몽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60년 에 몽골의 총 

인구는 백만 명을 넘었으며 그 이후로 약 30년이 지나 1990년 에 2백만 

명을 넘었다. 1990년  이후로 25년이 지나 2015년 기준으로 약 3백만 

명을 넘은 상태다.(<그림-1> 참조).9) 인구 증가는 축산업에도 영향을 미치

는데 이에 해서 다음 절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 

 

9) 인구 증가 변동을 도시와 지역으로 나눠서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몽골 통계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지역과 도시 인구 수의 합이 총 인구 수와 맞지 않았
다. 때문에 총 인구 현황만을 이용하였다. 인구 증가와 동시 인구 이동도 증
가하고 있으며 울란바타르 도시로의 이동이 많아지므로 현재 울란바타르 도
시에 총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살고 있다.

출처: NSO, 2015

<그림-1> 몽골의 인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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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몽골 사람들은 방목지 이용 및 관리에 큰 관심을 가졌

으며 역사에서 보면 칭기스 칸의 ‘이흐 자사끄(Ikh Zasag)’ 법 제34조

에 방목지를 중요시 하고 방목지를 오남용함으로 인한 황폐를 방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쿠빌라이 칸 시  때 몽골이 남 중국을 정복하

고 중국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으며 1337년에 원나라의 제11  칸 토

곤테무르(1333년~1368년)의 명령으로 몽골 땅을 오로지 방목용으로만 사

용하기도 하였다(Chuluun, 2013). 몽골의 방목지는 예전부터 국가 소유였

으며 사회주의 시기와 그 이후로도 방목지는 계속 국가 소유로 남아 있

다(Baival, 2012). 몽골은 20세기에 두 번의 사회경제체제 전환을 경험한 

나라다. 1920년 에 사회주의 체제, 1990년 에 자본주의 체제(시장 경제)

가 도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방목지 이용과 관리 방법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장수환 & 김미숙, 2007, 장수환, 2008).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주의 집단 운영 방식은 목동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

았다. 가축 수를 제한함으로써 가축을 많이 기르며 유목 생활을 하는 일

은 거의 없어졌으며 이 당시 목동들은 국가에서 수당을 받고 일을 하는 

하나의 노동자가 되었다. 무엇보다 가축을 종류별로 기르게 됨으로써 이

웃끼리 협력해서 가축을 기르던 전통적 방식이 사라지게 되었다(Science 

Academy of Mongolia, 2003). 이러한 단점이 많지만 이 연구에서는 방목지 

이용과 관리에 관한 내용만 다루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배제한다.  

1920년 부터 1980년  말까지가 사회주의 시 이며 이 시기 내

에서 다시 집단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 1920년 부터 1950년 까

지가 집단화 이전 시기이고 1950년  말부터 1980년  말까지가 집단화 

시기다. 집단화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유목 생활하는 가난한 목동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을 하여 작은 그룹을 만들어 지도자로 

유목 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아 활동을 하였다. 이것이 집단화의 시작이

었다(Avarzed & Sodnoi, 2007).  

이후 중앙의 여러 번의 시도 끝에 1959년에 집단화되었으며 전

체 목동들의 약 99%가 집단 소속이었다(Fernandez-Gimenez, 2006). 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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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제한적으로 가축의 사유화가 가능하였으며 그 제한은 산악지 에

서 목동 1인당 약 10마리와 목동 가구당 약 50마리, 사막 지 에서는 목

동 1인당 약 15마리와 목동 가구당 약 75마리로 그 수가 적었다(Worden 

& Savada, 1989).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목동들에게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부분의 목동들이 집단화를 택

하였다.10) 집단(네그델)11)이 등장할 때 목동들의 생활수준이 극적으로 차

이가 컸다. 개인 소유 가축에 제한을 둔 것은 방목지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보다 이러한 차이를 제어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다. 혹은 사유 재

산이 증가함으로 인해 집단에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을 

수도 있다. 집단화 시기에는 총 가축의 약 70%가 국가 소유였다

(Mongolian Society for Range Management, 2010). 집단 관리자들이 방목할 

땅을 지정하고 계절에 따른 이동 경로를 통제하였다(Johnson,  Sheehy, 

Miller & Damiran. 2006). 모든 비도시 거주민은 국가 집단과 국영농장에 

속하게 되었고 방목지 관리는 정부의 행정적인 방법에 의한 중앙 계획 

경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Fernandez-Gimenez, 2000; 장수환, 2008, 

Jamsranjav, 2009, Tomita, 2013). 집단화 시기 때 방목지뿐만 아니라 수자원 

등 기타 자연 자원 관리를 국가가 했으며 방목지의 전통적인 관리 방식

을 고려하면서 방목지 이용과 지역간 이동을 계획하고 가축 먹이용 우물 

설치와 관리 등 업무를 진행하였다.12) 이러한 집단 운영 하에 목동들이 

가축을 종류별로 기르고 방목지 상태가 저하되지 않도록 어떤 가축을 어

디서 얼마나 방목할 지에 한 지시를 받고 방목하였다(Mongolian Society 

for Range Management, 2010). 

10) 1985년 기준으로 약 255개의 집단(네그델)이 있었다(Worden & Savada, 
1989).

11) 사회주의 때 집단. 다른 말로 축산업 연합.

12) 가축 먹이용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지원을 
하고 지역마다 현 적인 기술을 갖춘 수자원 공사 기관을 설립한 후 
1960~1970년 사이에 방목지 관개 시설 설치와 우물 굴착 등 작업이 증가하
였다. 때문에 1980년 말에 총 방목지의 약 60%에 위와 같은 관개 시설이 
설치되었다(Science Academy of Mongolia, 2003: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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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소련과 동 유럽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는 

몽골에도 영향을 미쳐 1989년 12월 10일에 몽골의 첫 민주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13) 그렇게 1990년에 소비에트 체제가 붕괴되고 몽골이 사회

주의에서 자유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환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Mongolian Society for Range Management, 

2010). 목동들의 탈집단화가 시작되고 1992년~1994년 사이에 가축은 완전 

사유화되었다. 1992년에 새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 땅은 국가 소유로 남

았지만 1994년에 국회에서 제정한 토지법에 따라 겨울철과 봄철 방목용 

토지를 목동들이 그룹으로 점유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방목

지의 일부를 목동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할 수 있게 되었다(토지 법, 

제52조 7사항). 이에 따른 방목지 점유 계약이 1998년부터 시행되었다. 시

장 경제 전환 후 공장 폐쇄로 량 실업이 발생했으며 실업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가축을 구매하고 시골로 내려가 유목 생활을 하게 되었다. 

때문에 유목과 목축업에 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 목동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Fernandez-Gimenez, 2000; 장수환, 2008, Jamsranjav, 2009, Tomita, 

2013). 가축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목지는 목동들이 조

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되었다. 사유화로의 전환은 목동들의 생활

과 토지 사용 패턴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국가 소유 

방목지를 개인이 이용하는 상황을 1990년 이전에 사용하였던 중앙 계획 

경제 방식으로 관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목지에 한 국

가 관리가 약화되었다(Dorligsuren, 2006).  

13) Wikipedia, The History of Mongolia, 
https://mn.wikipedia.org/wiki/%D0%9C%D0%BE%D0%BD%D0%B3%D0%BE%D0
%BB%D1%8B%D0%BD_%D1%82%D2%AF%D2%AF%D1%85#.D0.A1.D0.BE.D1.86.
D0.B8.D0.B0.D0.BB.D0.B8.D0.B7.D0.BC.D1.8B.D0.BD_.D2.AF.D0.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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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목지 현황

현재 목동들은 방목지와 방목지 지상의 수자원 등 자원을 무료

로 이용하고 있다. 현장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이 무

료로 이용하고 있는 자원에 한 과잉 이용으로 인해 해당 방목지가 황

폐화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책임의 소지가 없다. 반면, 어떠한 이유에서

든 목동들 스스로 가축 수에 제한을 두고 싶어도 그에 한 국가 보상은 

없다. 방목지를 점유하지 않은 목동들은 아직 점유되지 않은 방목지를 

찾아 가서 가축을 방목하는데 그 권리는 해당 방목지를 먼저 찾아간 사

람에 있다. 

현재 몽골은 1,564,115km2의 영토를 가지며 방목지는 약 75%를 

차지한다(Baasandorj et al. 2015).14) 국토의 2/3에 해당하는 광활한 방목지

가 있음에도 방목지 면적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1945년에 약 130백만

ha, 1981년에 125.8백만ha, 1990년에 122.2백만ha, 2007년에 112백만ha15)

였다가 2015년 기준으로 약 110.6백만ha로 줄어들었다.16) 몽골 토지 종

합 보고서(2014 Onii Gazriin Negdmel Sangiin Ulsiin Tailan)에 따르면 국

가 토지 이용 구성은 농축산업용 토지는 115,008.6천 헥타르(73.53%), 도

시 및 기타 마을 토지 712.1천 헥타르(0.46%), 도로용 토지 454.8천 헥타

르(0.29%), 산림용 토지 14,320.5천 헥타르(9.16%), 물 자원용 토지 686.7천 

ha(0.44%), 국가 특별 이용 토지 25,228.9천 헥타르(16.13%)다(<그림-2> 참

조). 이 중 농축산업용 토지의 약 96%는 방목지다(<그림-3> 참조).

14) 2015 Onii Gazriin Negdmel Sangiin Ulsiin Tailan에 따르면 현재 방목지 면적
이 110백만ha이다. 해당 보고서의 원본이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
며 토지 면적만 뉴스를 통해 공개되었다. 때문에 방목지 총 면적 외에 토지 
정보는 2014 Onii Gazriin Negdmel Sangiin Ulsiin Tailan 자료를 참고하였음
을 밝힌다. 

15) Mongolian United Association of Pugs, www.greenmongolia.mn, 2015.06.24

16) Administration of Land Affairs Geodesy an Cartograph of Mongolia, 2015, 
2014 Onii Gazriin Negdmel Sangiin Ulsiin Tai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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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ministration of Land Affairs Geodesy and Cartography of Mongolia, 

2015

<그림-2> 토지 기본 분류(%) 

출처: Administration of Land Affairs Geodesy and Cartography of Mongolia, 
2015

<그림-3> 농축산업용 토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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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로 전환한 이후로 0%였던 농촌 지역 빈곤율이 현재 

35%까지 증가하였으며 1999~2002년, 2009~2010년에 일어난 자연 재해로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비교적 최근의 자연재해가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가축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 국회에서 목

동들의 개인 소득 즉, 가축에 한 세금 면제17)가 이루어지면서 목동들

이 세금 걱정 없이 가축을 늘리게 되었다.18) 가축 사유화는 목동 가구 

수도 증가시켰다.19) 현재 약 153,000가구의 297,800명의 목동이 축산업에 

종사(<그림-4>, <그림-5> 참조)하고 있는데,20) 이는 몽골 총 가구 수의 약 

18.5%를 차지한다(NSO, 2015). 목동 가구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 수는 

가구별로 차이가 크다. 총 목동 가구의 약 34%가 200마리 이하 소유 가

구, 약 63%가 약 200~900마리 소유 가구다. 나머지 3%는 1,000마리 이상

의 가축을 소유하는 농 가구다(NSO, 2013). 몽골에서는 목축업이 국내 

총 생산의 약 20.6%를, 고용률의 약 40%를 차지한다. 목축업 종사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방목지 관리에 한 국가의 관리권한이 약화되고 목동들

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며 방목지를 규칙 없이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17) 목동들의 개인 소득 세금 면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 수 있었다(baabar.mn, Mal, Makh, Une, 
http://batbayar.niitlelch.mn/content/4954.shtml, 2013). 

18) “목동 가구가 최저 임금 수준의 소득을 마련하려면 최소한 가축 200마리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며 200마리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은 소득
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다”고 한다(Bakei, 2013). 이 또한 가축 수 증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 현재 몽골의 최저 임금이 192,000₮(투그
룩)이며 2017.01.01일부터 240,000₮로 변경될 예정이다(gogo.mn, 
Khudulmuriin Khulsnii Dood Khemjee Shinechlegdlee, 
http://news.gogo.mn/r/183490, 2016). 

19) 몽골에서 가축을 소유하고 소득을 마련하는 상을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목동 가구라고 두 가지로 나눈다. 은 다른 일을 하면서 소수의 가
축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는 반면 는 생계유지를 위해 일 년 내내 
가축을 기르는 가구다. <그림-3>은 목동 가구의 현황이며 현재 국가 통계 
사이트에 2012~2015년까지 데이터만 있다. 

20) 현재 몽동들을 소유하고 있는 가축 수와 생활 방식에 따라 I~V까지로 분류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World Bank(2008), Mongol Uls, Mal Aj Akhuin 
Sudalgaa. I Boti, Negdsen Taila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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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국 가축 수 증가와 결합되어 방목지의 상태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Mongolian Society for Range Management, 2010). 

사회주의 시기에 금했던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가 1992년에 새로 

개정된 헌법으로 허용되면서 목동들이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단거리 혹은 낮은 빈도로 이동을 하는 현

상이 증가하였다. 이동의 횟수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유하는 

가축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며 부분의 지역에서 규모 가축

줄처: NSO, 2015

<그림-4> 목동 가구 수

줄처: NSO, 2015

<그림-5> 목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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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유하는 부유한 목동 가구들이 장거리로 여러 번 이동을 한다

(Jargalsaikhan et al. 2015).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반 방목이 어려

워질 때 이용하는 어터르용 방목지 면적이 줄어들고,21) 방목지 우물 등 

시설이 관리되지 않고 버려지게 되었다. 2014년 기준으로 아이막 간 총 

어터르 면적이 783.4천ha였으며 이는 같은 해의 방목지 면적의 0.7%에 

불과하다. 이웃의 방목지 이용 권리를 존중하는 전통적인 인식이 사라지

면서 방목지 이용자들간 갈등도 생기게 되었다(Mongolian Society for 

Range Management, 2010: 53-54). 토지법으로 갈등 해결 권리가 해당 지역

(아이막 혹은 솜 단위) 장(長)에게 있지만 제 로 작동되지 않는다. 지역 지

도자들은 주민들, 특히 목동들의 선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목동들과 관

련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자유로운 이동과 거주의 허용은 국내적으로 규모 이동

을 야기했다. 국내적으로 두 가지 이동이 있는데 하나는 도시와 지역간 

이동이고 다른 하나는 황폐화된 방목지에서 비옥한 방목지로 떠나는 이

동이다. 지역에서 도시를 향한 이동은 도시 인구 증가를 일으켰다. 도시

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 적이고 개발된 공간에서의 생활과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다. 이는 도시 외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뒤처지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옥한 방목지를 찾아 떠난 목동들도 결국에

는 도시로 이동하거나 맨손으로 금을 캐는 등 목축업 외에 다른 일을 하

게 된다(World Bank, 2008; Mongolian Society for Range Management, 2010, 

chapter3).22)  

그 외에 또 다른 문제는 집중된 방목으로 인한 방목지 부양 능

력 저하와 방목지 황폐화, 방목지 축소 등이다. 방목용 토지 축소 문제

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개발과 관계가 있다. 지역 

개발을 위한 면적 확 와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방목용 토지가 줄어들

21) 어터르란 특별 용도로 남겨놓은 비축 방목지를 말한다. 

22) Erdenebileg, Khulan(2013)에 따르면 맨손 광부들이 등장하게 된 주원인은 
사회주의 전환으로 인한 경제 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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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는 방목을 할 수 있는데도 수자원이 부족해 방목지를 떠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기준으로 강과 냇물 424개, 샘 841개, 연못과 호수 

222개가 말랐다.23) 목동들이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비옥한 방목지가 모자

라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방목지의 풀 부양 능력이 충분한데도 수자원 

부족 등으로 인해 제 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방목지도 있어 특정한 

지역에서만 집중된 방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National Report on the Rangeland Health of Mongolia(2015)에 따

르면 방목지 모니터링을 위해 수집한 1,450개 지점에서의 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 방목지의 약 65%가 어느 정도 변화하고 황폐화되었으며 그 중 

7% 정도는 자연적인 복원이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방목용 토지로는 사용

할 수 없게 되었다(<그림-6> 참조). 조사한 지점들을 ‘복원 가능성’이란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총 조사 지점들의 52%가 분류 Ⅰ(비교적 작은 변

화, 복원 기간이 약 3년), 25%가 분류 Ⅱ(조금 변화되고 복원 기간이 약 3~5

년), 15%가 분류 Ⅲ(영양분 없는 식물이 자라고 복원 기간이 약 5~10년), 7%

가 분류 Ⅳ(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복원될 수 없는 상태, 복원 기간

이 10년 이상)에 각각 해당되며, 분류 Ⅴ(토양 침식 심화, 복원 불가능)에 공

식적으로 해당되는 방목지는 없지만 ‘그린 골드’ 프로젝트 연구 팀이 

이 분류에 해당될 수 있는 방목지가 있다고 밝혔다. 4가지 분류 중에서 

가장 빠른 기간(약 3년~5년 정도)에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I, II 분류의 

지역에 자연 형태를 거의 그 로 유지하고 있는 초원과 사막 지 가 

속한다.24) 이는 지금부터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을 마련하면 방목지 황폐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23) Environmental Statistical Database, ‘수자원 고갈 보고서’, 2014

24) Administration of Land Affairs·Geodesy and Cartography, Pasture 
GreenGold, Institute of Meteorology·Hydrology and Environment(2015), 
National Report on the Rangeland Health of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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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of Land Affairs, Geodesy and Cartography 자료에

서는 방목지 부양 능력이 지역에 따라 다소 큰 차이를 보이며 큰 도시들

의 인근 지역에서 방목지를 과잉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방목지

의 부양 능력은 매년 새로 정할 수밖에 없다. 매년 기후 조건과 가축 

수, 방목지 상태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방목지 부양 능력을 정할 때 

모든 가축을 양(羊)으로 계산하는데 말 1마리를 양 7마리로, 소 1마리를 

양 6마리로, 낙타 1마리를 양 5마리로, 양 1마리를 양 1마리로, 염소 1마

리를 양 0.9마리로 각각 계산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970년

에 방목지 100ha당 국가 평균 양 45마리, 1980년 에 양 48마리, 2000

년에 양 62마리를 방목할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양 

46마리로, 그 부양 능력이 낮아졌다. 이는 최근 들어 방목지 부양 능력

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Dorligsuren, 2006). 

출처: Administration of Land Affairs·Geodesy and Cartography, Pasture 
GreenGold, Institute of Meteorology·Hydrology and 
Environment(2015), National Report on the Rangeland Health of 
Mongolia. 

 <그림-6> 몽골의 방목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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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목지에 한 국가 정책

사회주의 이후로 정부에서는 축산업보다 농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고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시기에는 모든 일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사회주의 이후로 이러한 시스템을 변경하였다. 방목지 관리 등의 일을 

지역행정부가 직접 하게 되었지만 업무 진행이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예를 들면, 지역 행정부가 방목지 이용 계획을 매년 제출하는 것

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지역행정부에서는 이를 제 로 이행하지 

않는다. 자유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전에는 과학적인 규칙과 목동들

의 이동 계획에 근거하여 방목지가 관리되었지만 자유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한 이후로는 방목지를 규칙 없이 이용하게 되었다(Mongolian Society 

for Range Management, 2010). 현재 방목지 관련 업무를 자연환경녹색개발

관광부, 식량농업부, 건설 및 도시개발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방

목지 모니터링 등 부양 능력 관련 업무는 자연환경녹색관광부가, 방목지 

관리 등 일반적인 업무는 식량농업부가, 방목지 자원과 이용 계획 관련 

업무는 건설 및 도시개발부가 담당한다. 1997년 이후로 각 지역마다 토

지 관리부서가 생겼으며 해당 지역에서 토지 정책 및 토지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World Bank, 2003). 

현재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목축업 특히, 방목지 관련 정책 실행

의 목적은 목동 그룹이 방목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방

목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량과 농업에 

한 정부 정책(2003)’, ‘목동에 한 국가 정책(2009)’, ‘2021년 목표 

국가 개발 전략’ 등의 정부 정책이 있다. ‘2021년 목표 국가 개발 전

략’은 국가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방목지를 지속적으로 이용 

및 점유, 개선 및 보호하고, 황폐화된 방목지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방목

지 부양 능력을 늘리고 가축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25) 반면 

‘식량과 농업에 한 정부 정책(2003)’은 목동 커뮤니티와 그룹,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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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일정한 면적의 방목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고 방목지 관리에 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6) ‘목동에 한 정부 정책(2009)’은 목동 가구의 삶의 질 

향상, 소득 증가, 지역별 방목지 이용자 협회 설립 및 법적 환경 마련, 

방목지 이용료 지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27) 정부에서 취하고 있

는 목동 그룹과 방목지 이용자 협회 등은 현재 외부 지원 프로젝트들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예로부터 몽골의 토지 및 방목지 이용 관련 권리는 법으로 규제

되기보다 관습적으로 규제되어 왔다. 이런 규제는 유목 생활을 하는 목

동들에게 더 효과적이었으며 이 관습은 하늘과 국가를 존중하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그 풍습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28) 몽골은 별도의 방

목지 법은 없으나 헌법과 민법, 토지 법, 토지 비용 법, 자연환경 보호

법, 자연 식물 법 등에 방목지 이용 관련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법에 나와 있는 방목지 관련 사항은 <표-4>과 같으며 이 표에서는 토지

법과 토지 비용 법, 개인 소득과 세금 관련 법 내용만 포함하였다. 표에 

포함하지 않는 신헌법(1992)은 방목지에 한 국가 소유권, 민법(2002)은 

방목지 등 토지에 한 국민의 이용과 소유권을 설명하고 있다. 자연 식

물에 한 법(1995)과 식물 보호법(2007)은 식물 복원과 보호를 위해 방목

지의 이용을 임시로 금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을 각각 언급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방목지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방목지 법’ 초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상정하기도 하였다. 몽골 식량농

25) Legal Information Integrated System: Mongol Ulsiin Mynganii Khugjliin 
Zoriltod Suurilsan Undesnii Khugjliin Tsogts Bodlogo,  
http://www.legalinfo.mn/annex/details/3282?lawid=7045, 2008.

26) Legal Information Integrated System, Turuus Khuns Khuduu Aj Akhuin 
Talaar Barimtlakh Bodlogo, 
http://www.legalinfo.mn/annex/details/3120?lawid=6589 , 2003.

27) Legal Information Integrated System, Turuus Malchidiin Talaar Barimtlakh 
Bodlogo, http://www.legalinfo.mn/annex/details/3305?lawid=6505, 2009.

28) Research Center for Mongolian State and Law History.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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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부에서는 ‘방목지 법’ 초안을 웹사이트에 올려 국민 의견을 수렴하

고 있다.29) ‘방목지 법’ 초안을 보면 방목지 황폐화를 일으키는 무책

임한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5> 방목지 이용과 관리에 한 법률 사항

29)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of Mongolia websait; ’방목지 법’ 
초안(Mon)

법 내용

토지 법
(2002년)

<제52조 1사항>

방목지를 솜과 구의 주민 표회의에서 해당 지역의 특징과 방
목지를 이용해 온 전통, 적절한 이용과 관리 및 복원의 필요
성을 고려하여 겨울, 봄, 여름, 가을철 방목지와 어터르용 방
목지라는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 토지 이용 계획에 포함하고 
결정한다. 

<제52조 2사항> 

여름철과 가을철 또는 어터르용 방목지를 박bag30), 허트 아일
Khot-Ail끼리 공동으로 사용한다. 해당 연도의 방목지 상태와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겨울철과 봄철 방목지에 가축 진입
을 금할 수 있으며 해당 방목지에서 방목할 수 있는 기간을 
지역 관리자가 정하고 주민들이 따른다. 겨울철과 봄철 방목
지 상태를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지역 관리자가 주민들의 의견
을 바탕으로 목동들에게 일정한 조건에 따른 그룹 이용을 허
락할 수 있다. 

<제52조 3사항>

산림용 토지를 법적에 따라 방목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2조 4사항>

아이막, 도시, 솜, 구의 주민 표회의에서 환경과 사회, 경제 
조건을 고려하여 방목지 또는 정착 방목용 지역을 정할 수 있
다. 

<제52조 5사항>

집약적인 정착 축산업 목적으로 울타리를 지어 보호한 방목지
를 일반 주민 또는 기관에게 계절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과 계
약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 6사항>

해당 법의 52.1에 정해진 일정, 52.4, 52.5에 정해진 토지 면적
과 해당 토지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을 주민 표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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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정한다. 

<제52조 7사항>

겨울철과 봄철 방목지 토지를 몽골 국적을 가진 주민이 허트 
아일의 범위로 공동으로 점유할 수 있다. 

<제52조 8사항>

자연 재해 또는 갑작스런 사건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 관계자들과 의논하고 결정한다. 만약
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시 해당 문제를 정부에서 담당한다. 

<재52조 9사항>

가뭄과 조드 등 자연 재해 시 이용하기 위해 비축해 놓은 지
역간 어터르용 방목지의 면적을 아이막 주민 표회의에서, 지
역 내 어터르용 방목지의 면적을 해당 지역의 요청에 따라 정
부에서 정한다. 

<제52조 10사항>

방목지 이용 관련 갈등을 박의 주민 표 회의를 통해 해결한
다. 해결이 안 될 시 솜장이 해결한다. 

 

토지 비용 법
(1997년)

<제7조>

방목용으로 점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토지 비용을 단위 면적
당 기본요금에 따라 양(羊)으로 계산한 가축 수마다 계산한다. 

<재8조 1사항>

목동 가구에 부여하는 방목지와 건초지 이용 관련 비용을 면
제한다(2006년 수정).

※ 1997년 152번 명령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방목지 비
용을 양(羊)으로 계산한 가축 한 마리당 46~77₮으로 계산하였
지만 현재 목동 가구에 부여하는 방목지 이용 또는 건초지에 
한 비용이 면제된 상태다. 

개인 소득 
세금 관련 법

(2006년)

해당 법의 제21조 1, 2사항과 제23조 2사항에 목동 가구와 축
산업 종사자의 개인 소득 세금 부여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니 2009년 6월 11일로 무효가 되었다. 

때문에 현재 목동들이 방목지 이용에 한 비용 또는 개인 소
득 세금 등이 다 면제된 상태이고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
고 방목지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목동에 한 세금을 없앤 
것은 경제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정치적인 결정일 가능성이 높
다. 지역 주민들의 부분은 목동들이며 지방 선거 때 그들의 
투표를 받기 위해 출마자들이 최 한 목동들에게 좋은 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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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Mongolian Society for Range Management(2010), Bynie(2012), Bakei(2013)

Mongolian Society for Range Management(2010)에 따르면 그 동

안 목축업에 한 10가지 법률, 20가지 프로젝트를 수립·이행하였지만 

실행 과정이 수월하지 못해 효과가 없거나 제 로 실행이 안 되고 있다. 

부분의 경우 지역의 재정적인 문제와 커뮤니케이션 문제,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인재 부족 등으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 통

계청의 2009년 자료에 따르면 국가 예산의 1.5%만이 목축업 분야에 지

원된다. 농업 및 목축업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

에서는 진행이 잘 되지 못한다. 정책을 실행하는 관계자들이 목동들과 

소통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책 실행의 방해 요소 중 하나다. 향후 

정부에서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에 한 보다 전략적인 정책

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4. 방목지 황폐화 요인

20여년 전,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 몽골의 축산업 분야에 큰 변화

를 일으켰다. 가축 사유화 이후로 개인 가축을 소유하게 된 목동들이 소

득 증가를 위해 가축 수를 늘리게 되었다. 가축 수 증가와 동시에 축산

업 종사자들이 많아졌으며 이유는 시장 경제 전환 이후로 공장들의 폐쇄 

때문에 생긴 실업자들이 시골로 나가 가축을 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30) 솜 다음 행정 단위.

약속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목동들 외에 경제적인 활
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
정은 공평하지 못하다. 때문에 이 문제는 방목지 이용 범위에
서만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Bakei, 
201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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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바로 이때부터 몽골 방목지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다. 비

록 현재 광산 개발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축산업은 여전히 몽골 경제

의 주력 분야이며 국내 식품 생산 안전 및 수출, 노동 활동에 아주 중요

한 역할을 한다(Mearns, 1996: 308). 또는 축산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공용지인 몽골의 방목지에 해서 부분의 행위자

들이 자신의 몫만 확보하려는 남용 전략을 택하고 있어 방목지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방목지의 약한 관리 시스템, 기후변화, 방목지 수자원 결

핍으로 인해 강과 냇물, 우물 근처에서 집중적으로 방목하는 것, 방목지

를 계절별로 이용하지 못한 것, 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가축을 방목하는 

것, 식물이 자라지 않아 들쥐가 증가하는 것, 토지의 부적절한 이용, 방

목지에 한 지원 부족, 비용 없는 방목지 이용, 목동들의 전통적인 지

식 부족과 전통 지식에 한 무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몽골 방목지의 지

속가능한 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Mongolian Society for Range 

Management, 2010, Bakei, 2013). 

인위적인 요인 중 방목지 황폐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

은 탈사회주의 시기부터 가축을 사유화함으로 인한 가축 수 증가31)와 가

축 종류의 부적절한 증가다(Gao et al., 2015). 가오 외(Gao et al, 2015)에 

따르면 모든 가축을 양(羊)을 기준 단위로 계산하였을 때 2000년에 총 가

축이 6천4백만 마리였으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2014년에 약 8천5백만 마리에 이르 다. 국립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그래프(<그림-7> 참조)에서 가축 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1990년  이

후로 가축이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1999~2002년, 2009~2010년에 일어난 

자연 재해(조드)로 많은 가축을 잃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가축 수가 다

시 증가하고 있다. “공유지의 황폐화와 결핍은 무제한적인 사적 이윤 

동기에 따라 공유지를 착취하는 데서 비롯(윤순진, 2002)”하듯이 몽골 사

31) Administration of Land Affairs, Geodesy and Cartography, Pasture 
GreenGold, Institute of Meteorology·Hydrology and Environment.(2015), 
“National Report on the Rangeland Health of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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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는 가축 수를 증가시키면 무조건적으로 소득이 증가한다는 잘못된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수를 늘리면 시장경제에 따라 생산품 

가격이 하락하고 소득이 감소된다(Mongolia Rangeland Health Report, 2015). 

실제로 몽골의 축산품, 예를 들면 고기, 치즈, 우유 등의 가격이 낮은 편

이다(Humphrey & Sneath, 1999: 75). 가축이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특히, 산악과 중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방목지 황폐화 현상도 일부 지역은 심한 반면 일부 

지역은 양호한 현상을 보인다(<그림-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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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장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의 가축 수가 약 3백5십만~4백6
십만 마리다. 이 지역들은 2015년 기준으로 가축 도가 가장 높으며 따라서 
방목지 상태도 가장 심각한 지역들이다.  

출처: NSO, 2015

<그림-7> 1970년~2014년 가축 수 현황 

출처: NSO, 2015

<그림-8> 2014년 지역별 가축 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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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수 증가를 종류별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 양과 염소 등 

작은 가축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2014년 기준으로 총 가축의 약 87% 차지)

가 방목지 황폐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Jigjidsuren, 2011). 그 중 염소 

수 증가(<그림-9> 참조)가 가장 큰 원인이며 1990년에 염소 한 마리에 양 

3마리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이 비율이 1:1이 되었다(Lui, Evans, McCabe, 

de Jeu, van Dijk, Dolman & Saizen. 2013). 반면 소와 낙타 등이 총 가축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이후로 25%까지 줄어들었으며 2014년 기

준으로 7%에 그쳤다(<그림-10> 참조). 일부 전문가들은 1930년~1990년 사

이의 가축 종류 비율이 적절하였다고 보고 있다. 1990년 이전에 염소가 

약 5백만 마리 정도였지만 1980년부터 정부에서 염소수를 늘리는 정책을 

마련하였고 때문에 염소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32) 그 결과 목동들의 삶

의 질이 높아지기도 했었다. 예로부터 몽골인들은 염소를 고기와 우유, 

가죽, 섬유 등을 생산하기 위해 유지해 왔다. 지금은 염소를 몽골의 주

요 수출 제품인 캐시미어 생산용으로 더 많이 키우고 있으며 연 평균 약 

8천 톤의 캐시미어를 생산하고 있다.33) 이는 세계 캐시미어의 약 30%를 

생산하는 것이다. 현재 몽골 수흐바타르 아이막 바양델게르 솜의 염소를 

통해 가장 질 좋은 캐시미어가 생산된다.34) 캐시미어 원료로 쓰이는 염

소 털을 시장에 팔 수 있게 된 이후로 목동들의 수익이 증가하고 개인 

차량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 하지만 염소가 양보다 

추운 날씨에 더 약하고 방목지 풀을 뿌리까지 혹은 부적절하게 먹기 때

문에 식물 종에 비교적 악영향이 많다(World Bank, 2003).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염소를 늘리는 것은 방목지에  악영향을 미칠 확률

이 높다. 고  그리스에서 염소수를 증가시킨 탓에 땅이 황무지가 되어 

32) Today news, Ymaa belcheeriing honinoos gurav dahin ih talhaldag,  
https://monagro.wordpress.com/, 2007. 

33) Mongolian Wool and Cashmere Association, Nemegdsen Urtgiin Alban 
Tatvariin Shine Khuuli Malchdiin Amijirgaa Bolson Nooluuriin Uniig Unagakh 

ni, http://www.mongoltextile.mn/news/139, 2016.  

34) Sukhbaatar News, http://sukhbaatar.news/?p=4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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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사례가 있으며 ‘비극(Tragedy)’이란 단어도 그리스어로 ‘염소’

를 뜻하는 ‘tragos’에서 유래하였다.35)

주: 현재 총 가축의 비율은 <그림-14>과 같으며 양과 염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가축 종류 비율이 적절하지 못한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35) Wikipedia, Tragedy, https://en.wikipedia.org/wiki/Tragedy#Origin

출처: NSO, 2015

<그림-9> 1970년~2014년 염소 수 증가

출처: NSO, 2015

<그림-10> 총 가축 비율(201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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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전통적인 방목 방식의 손실과 광물 채취를 위한 광산 

개발, 도로 건설 등 기타 인위적인 원인이 있다. 최근에 광산 개발을 한 

지역의 토지를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해당 토지를 다

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는 광산 개발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방목용 토지가 모자라는 지역도 있다.36) 광산 개발 외에 인구 증

가에 따라 지역의 면적을 넓히는 데 방목용 토지를 이용하거나 일부 방

목지를 농지로 이용하는 등 방목용 토지를 축소시키는 요인들이 있다.37) 

일부 지역에서 집중 방목하는 것도 문제다. 지역에서 가축 및 기타 생산

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요즘 목동들은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서 정착하며 거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또는 방목지 수자원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여 수자원 인근에서만 방목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일부 

지역에 집중된 방목이 발생하고 있다. 또 어떤 지역은 방목지가 비옥하

지만 비교적 적은 수의 가축을 방목하는 반면 어떤 지역은 방목지 상태

가 양호하지 못하고 가축 수 비 식생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Bakei, 

2006). 

이러한 인위적인 요인들을 지금까지 지속되게 만든 요인은 따로 

있다. 현재 몽골은 ‘방목지 법’이 따로 없으며 방목지 관련 법적인 사

항들의 부분은 토지법, 토지 비용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법률은 제 로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으로 방

목지의 남용을 허락하고 가축 수의 무제한적인 증가를 보장해 주고 있다

고 본다. 방목지에 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약 29만 명의 목동

들이 5천만 마리의 가축을 국토의 75%를 차지하는 자연 방목지에서 기

르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해 목동에게 어떠한 지불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목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남용으로 인해 

36) 2016년 3월 7일, 헨티(Khentii) 아이막 목동 Zorigt와의 면 인터뷰 내용 중
에서. 

37) 2016년 2월 23일, 몽골국립  지리학 교수 Bazarkhand와의 면 인터뷰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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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목지의 상태가 악화되어도 목동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이것

이 바로 가축 수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방목지를 관리하지 않고 남용하

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연적인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은 기후변화다. 몽골은 

지리적 또는 기후적으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

상국이며 연 평균 기온이 최근 60년간 2.1도 증가하고 연평균 강수량이 

7% 줄어들었다(Dagvadorj et al, 2014). 중앙 지역과 서쪽 지역이 많이 따

뜻해지고 있으며 중앙 지역은 가축 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38) 몽골

의 가축은 혹독한 기후에 잘 적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기후변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능력을 잃고 몸집도 작아지고 악화된 환경 조건에 적

응하는 능력도 저하되고 있으며 가뭄 등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

다(Bakei, 2013).39) 몽골에서의 기후변화 현상은 지하 수 증발, 사막화와 

건조화, 조드와 가뭄 등 극적인 자연 재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몽골 

전 국토의 약 41%가 사막화에 취약하고 건조한 지역이며 기후변화와 사

회 발전 또는 토지와 자연 자원 이용으로 나타나는 변화에 아주 취약하

다. 지난 10년간 하절기 날씨가 10~20일 정도 증가하였으며 사막화로 인

한 황사 발생 빈도가 초원과 고비 지역에서 10~20번으로 증가하고 조드 

현상이 2~3번, 가뭄 현상이 4~5번 발생하였다(Mandakh, Tsogtbaatar, Dash 

& Khaulanbek. 2015). 몽골 과학·지질학 연구소에서 만든 사막화 지도에 

따르면 전 국토의 약 90%가 사막화에 노출되어 있고 그 중에서 약 77%

의 면적에서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그림-11> 참조). 몽골의 건조화 과정

을 살펴보면 1990년  말부터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초

원 지 가 더 많이 건조해지고 있는 반면 사막 지 는 덜 건조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토양 수분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Ministry 

38) Ministry of Environment and Green Development of Mongolia(2015b), 
Baigali Orchnii Tuluv Baidliin Tailan 2013-2014. 

39) 일년 내내 방목을 할 수 있는 것은 몽골 가축의 뛰어난 적응력 때문이다. 
보통 겨울철에 영하 25도 이상 기온에 양을 방목하면 안 되지만 몽골 양은 
–30도~-40도의 기온에도 방목이 가능하다(Banzragch & Davaajamts,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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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nvironment and Green Development of Mongolia, 2015a). 사막화를 떠나

서 기후변화 자체가 방목지 식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고산지 와 사막 지  식물 성장이 좋아지는 반면 

산림지 와 초원지 의 식물 성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Natsagdorj, 

2006). 또 가축을 방목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정도의 더운 날이 증가함에 

따라 가축이 먹이를 제 로 못 먹고 체형에 변화가 생긴다.40)

<그림-11>에서 보면 사막화 현상(노란 색)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사막화로 인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주변 토양을 악화시키고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만든다. 

몽골 정부는 사막화 방지에 관심이 많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현지 조건에 맞는 사막화 및 황사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후변화

40) Nature Conservation Fund, www.ncf.mn, 2015.  

출처: Intitute of Geography Academy, 2013, “Desertification Atlas of 
Mongolia”

<그림-11> 몽골의 사막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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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사막화와 자연 재해가 방목지 상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에 의존하고 사는 유목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다(Fernandez-Gimenez, Angerer, Allegretti, Fassnatch, Byamba,  

Chantsallkham, Reid & Venable. 2015). 몇 년 전에 자연 재해로 인해 가축

을 잃어 고향을 떠난 유목민들과 현지에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그 유목

민이 생각하는 방목지 황폐화의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였으며 과거와 

지금의 방목지 상태는 눈에 보이게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부모님이 유목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축과 함께 자랐다. 어

렸을 때의 기억으로는 방목지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고 말의 배에 닿을 정

도로 풀들이 높이 자랐었다. 현재 방목지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축 수 증가와 동시에 기후변화 때문인 것 같다.”41)

뿐만 아니라 사막화와 자연 재해 때문에 황폐화진 방목지로부터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순환적인 영향이 있다. 몽

골의 경우 주로 화력 발전소, 광산, 교통 부문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

(50%)되지만 그만큼의 메탄(40%)이 축산업 분야에서 배출된다.42) 때문에 

방목지 황폐화를 해결하는 것이 몽골의 축산업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

보하는 것 외에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4 계절로 이동하면서 방목지를 이용했던 것은 몽골

의 지리적 특성과 변덕스러운 날씨를 고려한 방법이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일 년에 4번 이하  혹은 그 이상으로 이동할 때도 있었다. 관련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산림 지 에서 일 년에 2~3번 약 30km, 고비 지 에

서는 8~12번 약 140km, 초원 지 에서는 6~10번 약 50km까지 이동을 하

면서 방목지를 자연적으로 복원시켰다(Banzragch & Davaajamts, 1970; 

41) 2016년 3월 6일, 투브(Tuv) 아이막 목동 Ankhbayar과의 면 인터뷰 내용 
중에서. 

42) Asian Development Bank.(2014), “Making Grassland Sustainable in 
Mongolia: Herder’s Livelihoods and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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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erendash, 2012). 이동을 자주, 그리고 먼 거리로 해야 되는 지역에서는 

이동에 한 재정적 부담도 크다. 집단화 시기에 계절 이동과 어터르 이

동을 할 때 집단에서 차량과 인원을 지원해 주었지만 집단이 사라지고 

나서 이러한 지원이 없어지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목동은 이동에 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43) 때문에 정착을 선호하게 되어 집중된 

방목 현상이 일어나고, 이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방목지도 생기고 있다. 

목동들의 이동 거리와 횟수는 지역 특성 외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

축 수와 유목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Banzragch & Davaajamts, 1970). 예

를 들면, 가축 약 2,7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아르항가이 아이막 목동 

후렐후(Khurelkhuu)는 계절마다 약 150km까지 이동을 하는 반면 가축 약 

3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툽 아이막 목동 히시게(Khishigee)는 일 년에 두 

번, 15km까지 이동을 한다. 가축 50마리~400마리 정도를 가지고 있는 목

동들의 부분은 이동 횟수가 적었으며 단거리 이동을 한다고 현지 인터

뷰에서 밝혔다. 적은 수의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목동들은 차량 등 이동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고 또는 이동을 하면서 가축을 방목하는 경험

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동을 덜하게 되는데 가축이 많은 목동들은 가능

한 많이 이동하고 비옥한 땅에서 가축을 방목하고 먹이를 충분히 먹이는 

것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혹은 가족을 두고 장거리로 여

러 번 이동을 한다(Dorligsuren, 2006).   

43) Mongolian Society for Range Management(2010), Livelihood study of 
Herders in Mongolia, chapt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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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1. 세부 분석

이 장에서는 제 II장에서 도출한 분석틀과 제 III장 몽골 방목지의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몽골의 방목지 관리 방식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방목지의 현황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인터뷰 내용

으로 보완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자원과 그룹의 특징, 제도적 장치, 외부 

환경의 조건 등을 기준으로 분석할 것이다(<표-5> 참조). 

<표-6> 분석틀 :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조건

출처: Agrawal, 2002, 재구성.

항목 조건

자원 시스템의 특징  잘 정의된 경계

그룹 특징

 소형
 명확히 정의된 경계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성

제도적 장치
 지역 조건에 맞는 관리 규칙
 점증적 제재 조치와 갈등 해결 장치
 감시 활동

국가의 역할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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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의 특징

위 분석틀을 통해 항목별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

원(방목지)의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⑴ 잘 정의된 경계

사회주의 시기와 사회주의 이후의 몽골의 방목지 경계는 행정구

역으로 정의되었다.44) 사회주의 시기 때는 국가에서 부여한 토지를 지역 

지도자가 집단(네그델)에 할당하였다(Fernandez-Gimenez, 1999). 그러므로 

목동들이 서로 합의한, 경계가 정확히 정의된 방목지에서 개인 혹은 집

단의 가축을 기르고 있었다(World Bank, 2008). 턱터흐, 엔비쉬, 우누르, 아

르토르 & 량화체첵(Togtokh, Enebish, Unur, Artur & Lyankhuatsetseg, 1984)

에 따르면, 겨울과 봄철 방목지를 소이르suuri45)에 배분해 줬으며 솜, 브

리가드(목축업을 하는 목동 그룹)46)에서 만든 특별 팀이 이 일을 담당하여 

할당되는 방목지의 너비와 길이를 재어 평균을 정한 다음 헥타르로 계산

하여 배분하였다. 이렇게 분배된 방목지에 이웃 소이르 가축이 들어와서 

방목을 하는 것은 절  금지되어 있었다.47) 지금도 행정 구역에 따라 방

목지의 경계가 정해지며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경우 이동하려고 

44) 사회주의 이전에 행정 구역은 아이막-허쇼Khoshuu-솜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930년에 아이막 5, 허쇼 72, 솜 512이었으며 1931년에 국회에서 행정 단위 
갱신 관련 법을 제정하고 아이막을 13으로 확산시킨 신 허쇼를 더 이상 
행정 단위로 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은 아이막 21, 솜 329, 박 1530이다
(Khural.mn, Zasag Zakhirgaanii Negjiin Uusel Khugjil, 
http://www.khural.mn/n/zwho, 2014). 

45) 한 종류의 가축만 기르는 목동 그룹. 사회주의 집단 시기 때 존재하였다. 

46) 집단화 행정구역은 아이막(도)-솜(군)-네그델(집단)-브리가드(그룹 혹은 단
체)-소이르로 나누어졌다.  

47) Togtokh. J, Enebish. Ts, Unur. Ts et al.,1984, “Belcheeriig Khuviartai 
Ashigladag Ardiin Ulamjlalt Arga, Tuunii Shinjlekh Uhaanii Undes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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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역의 관계자에게 허락을 받는다. 그러나 자료상으로는 방목지의 

경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고 하지만 목동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에 

따르면 주로 다른 목동이 점유하고 있지 않은 방목지를 찾아서 방목하며 

이용 권한은 해당 방목지를 먼저 찾아간 목동에게 있다. 그 목동은 원하

는 범위 내에서 가축을 방목한다.48)

 

2) 그룹의 특징

그 다음은 그룹의 특징이다. 그룹의 규모가 작으면 구성원들이 

즉각적인 비용과 이익에 지불을 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효과적이다(Baland & 

Platteau, 1996). 소규모 그룹이 독립적으로 또는 성공적으로 유목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친족 사이의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박환

영, 2005). 

몽골의 경우 사회주의 때의 그룹을 집단화 이전과 집단화 시기

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집단화 이전의 그룹은 공식적이지 않은 가족 관

계와 친척으로 구성된 ‘허트 아일Khot-Ail’이 가장 표적이며 규모도 

작다. 그 다음은 집단화 시기 때 국가 집단 소속 브리가드와 소이르다. 

소이르는 브리가드에 속하는 가장 작은 규모의 그룹이며 주로 한 종의 

가축을 기른다. 그룹 특징 항목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그룹들(허트 아일, 

브리가드, 소이르)을 상으로 분석한다. 

현재는 부분의 목동들이 소속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한다. 

90년  이후로 재출현한 허트 아일의 형태로 활동하는 목동들도 있지만 

관련 자료가 충분치 않다. 일부 지역에서 목동 그룹을 구성하는 외부 프

로젝트들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아서 관련 내용을 이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48) 2016년 3월 5일~6일, 투브(Tuv) 아이막 목동 Khishigee, Oyunchimeg과의 
면 인터뷰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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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소형의 경계가 명확히 정의된 그룹

허트 아일의 구성원들이 가깝게 거주하면서 방목 계획과 이동 

일정, 생산품 판매 등 모든 일을 다 함께 의논하고 진행하였다. 집단화 

이전의 몽골 연구를 진행한 시무코브(Simukov, 1933)에 따르면 허트 아일

의 평균 사이즈가 4~5 가구로 구성되었다. 이 그룹들은 보통 가족과 친

척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식적이지 않았다.49) 이후 집단화가 시작되면서 

허트 아일이 잠시 사라졌다. 집단(네그델)이 브리가드로 나누어지고 브리

가드는 소이르로 구성되었다. 소이르는 한 종류의 가축만 기르는 그룹을 

말하며 2~3가구로 구성된다. 이 연구의 제 III장 제1절 방목지 역사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주의 때 목동들의 약 99%가 집단 소속이었고 그 외 

모든 비도시 거주민이 국영농장에 속하게 되었다. 지금은 부분의 목동

들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탈사회주의 이후로 재출현한 허트 

아일의 형태는 그리 흔하게 보이지 않다는 것을 현지에서 진행한 인터뷰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⑵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

몽골은 유목 문화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방목지의 전통적

인 이용과 관리의 가장 표적인 방식은 지역의 특성과 방목용 토지 상

태를 고려한 방목지 이용 계획과 계절 이동이다. 유목 생활을 오랫동안 

해 온 목동들에게는 방목지가 황폐화되지 않도록 유목하는 경험이 누적

되어 있다. 이런 목동들은 방목지의 적절한 이용 경험을 방목 활동에 계

속 적용한다. 지금과 과거의 인구 또는 가축 수의 차이가 크고 자연 환

경의 상태가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을 그 로 지

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49) Humphrey & Sneath. (1999). “The End of Nomadism? Society, State and 
the Environment in Inner Asia”, Chapte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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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이때의 목축업 방식이 방목지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전통적인 유목 문화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는 볼 수 없다. 지금도 과거의 경험이 잘 전승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목동의 부분은 탈사회주의 이후로 생긴 젊은 목동들이기 때문에 과거

의 전통방식, 유목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 때문에 자신들의 새로운 방

식으로 방목을 하고 있다.  

3) 제도적 장치

다음으로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조

건들을 검토하도록 한다. 

⑴ 지역 조건에 맞는 관리 규칙

공동자원의 관리 규칙은 해당 지역의 조건과 해당 생태계에 의

존하여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 등을 고려해야 된다. 

예전에는 목축 종류와 방목 방식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이 또한 

해당 지역의 조건을 고려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방목의 전통적인 방식

인 계절 이동의 경우 모든 지역이 똑같이 4 계절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

며 해당 지역의 지리적 또는 생태적 조건에 따라 일 년에 이동하는 횟수

가 다르다. 이동뿐만 아니라 가축도 지역의 생태적인 조건에 따라 종류

별로 키웠었고 풀 상태에 따라 방목하는 가축 순서도 있었다. 또는 방목

지 분배도 해당 지역의 가축 수와 방목지 풀 및 식생물의 상태를 고려하

여 유목 경험이 풍부한 목동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였다(Togtokh et al, 

1984). 

그러나 지금은 방목지 관리 시스템 자체가 제 로 작동하지 않

기 때문에 지역 조건을 고려한 관리는 잘 되고 있지 않다. 매년 몽골 기

상환경모니터링국에서 각 지역의 생태적인 조건과 가축 수 등 많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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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고려하여 방목지의 부양 능력을 정한다. 하지만 현재 가축 도와 

방목지 부양 능력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양 능력을 

초과하는 방목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⑵ 감시 활동

집단화 이전과 집단화 시기 그리고 현재 방목지 이용 활동에서

의 감시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담당

하고 있었다는 내용만 나와 있으며 정확히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감시를 

했는지에 한 내용은 잘 언급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시기를 바탕으로 

한 몽골 영화를 통해 이와 유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영

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목동들이 정해진 수 이

상으로 가축을 기르다가 지역 관계자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 가

축을 숨기는 장면이다. 그리고 그 행동을 보통 다른 목동이 목격하고 지

역 관계자에게 보고를 한다. 이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감시자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목동들이 상호 감시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지역 관리자가 목동들의 방목 활동에 해서 감시를 할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이 저하되고 있다(Humphrey & Sneath, 1999). 과거

에는 방목지 이용과 관련해서 감시 활동이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부분의 목동들이 장기적인 

이익보다 당장의 이익을 중요시한다. 즉, 방목지의 지속적인 이용보다 

좋은 방목지가 있으며 당장 가축을 먹이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생각이 

바로 행동이 되고 방목지의 오남용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들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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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점증적 제재 조치와 갈등 해결 장치

문헌 자료를 통해서는 집단화 이전의 갈등 등 문제 발생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물론 갈등이 전무하지는 않았으리라 예측되

나 덜 발생하거나 발생해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허트 아일의 구성원들은 상호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

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집단화 시기 때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목동들간

에 생긴 갈등을 해당 지역의 행정 의회 운영 관리 위원회를 통해 해결하

였다. 솜 내 갈등은 아이막 의회에서, 브리가드 내 갈등은 해당 브리가

드의 의회를 통해 해결하였다(Fernandez-Gimenez, 1999). 이러한 문제 해결 

시에는 공용지 이용 계약을 근거로 하였다(Mongolian Society for Range 

Management, 2010). 사회주의 이후로도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

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실행 중인 토지법에 “방목지 이용 관련 갈

등을 박(bag)의 주민 표 회의를 통해 해결한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해

결이 안 될 시 솜장이 해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토지법, 제52조 10사

항).

4) 국가의 역할

마지막으로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국가의 역할을 

살펴보려고 한다.

⑴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정부만이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현지 사용자들이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공유 자원 체제를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엘리너 

오스트롬, 2010). 허트 아일 형태의 목축업 활동은 공식적이지 않았지만 

허트 아일의 설립을 금하지는 않았다. 목동들이 원하면 자유롭게 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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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단화 시기에 방목지 이용과 관리에 

한 모든 일을 국가에서 담당하였기 때문에 목동들이 자체적으로 그룹

을 만들어 활동할 조건은 아니었다. 반면 사회주의 이후로(정확히 1999년 

이후)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방목지 관리의 도전이 시작되었으며 해

외원조국과 비영리단체 지원을 받은 12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약 2,000개

의 그룹이 조직되었다. 하지만 이들 그룹은 협회(11%)나 NGO(18%) 등으

로 등록을 하거나 부분(71%)은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지위를 못 

가진다(Mongolian Society for Range Management, 2010). 그러나 몽골 민법 

제481조 1사항을 보면 “협력 계약을 바탕으로 주민(모든 국민)들이 협회 

및 조합을 만들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회 및 조합을 공식적으

로 국가 등록 목록에 올리지 않아도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성원들이 스

스로 의논하여 만들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50) 또한 ‘목동에 한 

국가 정책(2009)’ 문서 3.3에 따르며 목동들이 자치 조직을 위한 시민 

사회 구조 생성, 단체 설립 등을 장려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항들이 포함

되어 있다. 이 내용은 국가 경제, 사회 개발과 국가 예산 부분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공동자원의 현지 사용자들이 

자치적으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국가에서도 지원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

2. 종합 분석

이 절에서는 제 IV장 제1절에서 분석한 세부 내용들을 시기별로 

나눠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시기별로 정리하기 전에 분석 내용을 간단하

게 정리하면 몽골 방목지 관리 제도의 과거와 현재는 차이가 많이 난다. 

공동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조건을 통해 분석한 결과로만 봤을 때 현재 

방목지 관리 제도가 지속가능성을 거의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방목

50) Legal Information Integrated System, Irgenii Khuuli, 
http://www.legalinfo.mn/law/details/29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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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지속가능하고 공적인 관리가 꼭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1) 사회주의 집단화 이전

집단화 이전에는 토지 영주들이 존재하였으며 목동들이 방목지

를 이용하기 위해 각 토지 영주들의 허락을 받았다. 부분의 목동이 허

트 아일 등 전통적인 그룹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그룹들이 공

식적이지 않았지만 설립과 자치적인 규제가 자유로웠다. 이 중에 허트 

아일이 제일 규모가 작고 효과적인 목동 그룹이었다. 시무코브(Simukov, 

1933)에 따르면 허트 아일은 가족과 친척으로 구성되며 평균 사이즈가 

4~5가구 정도였다. 허트 아일의 구성원들이 지도자의 말을 무조건 따랐

으며 서로 관계도 좋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허

트 아일들이 서로 협력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럴 때는 방목지를 훼손하

지 않도록 방목하는 방법과 자연 재해로부터의 처, 이동 정보 등 효과

적인 방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였다. 

2) 사회주의 집단화

1950년 말에 집단화가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에 방목지 경계가 

가장 명확하였다는 것을 다양한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일

반적으로 행정 지역에 따라 경계가 정의되었으며 지역에서 집단(네그델) 

소속 소규모 그룹들에게 할당된 방목지의 너비와 길이까지 정확히 재서 

각 그룹에게 배분하였다. 

이 시기의 방목지 관리는 중앙 계획 경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

었기 때문에 목동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집단화 시기에 거의 모든 목동이 집단 소속이었으며 제한적인 

수의 가축을 소유할 수 있었다. 집단화 시기의 갈등은 해당 그룹 내 회

의나 해당 지역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지역의 목축업 관련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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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지역정부 즉, 집단의 상위 단위인 솜에서 담당하였다. 

3) 사회주의 이후부터 현재

지금도 행정 지역으로 방목지 경계가 정의되지만 법적으로 점유

할 수 있는 방목지를 제외하고 지역 내 거의 부분의 방목지의 경계는 

정확하지 않다. 그룹으로 방목을 하지 않는 부분의 목동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방목지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권리는 

해당 방목지를 먼저 찾은 목동에게 있다. 

현재 총 목동들의 부분은 탈사회주의 이후로 생긴 젊은 목동

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목 방식보다 자신만의 형식으로 방목하는 경

향이 있다. 계절에 따라 이동하는 것 신 중앙 지역에 가까이 정착하면

서 거주하는 방식과 방목지 부양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가축 수를 늘리

는 것을 선호하는 등 방목지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가축을 

기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방목지 관리 제도와 관리자들의 감시가 

제 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사회주의 이후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방목지 관리의 도전

이 시작되었으며 해외원조국과 비영리단체 지원을 받아 목동 그룹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 그룹들의 부분(71%)은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적

인 지위를 못 가졌다. 그러나 몽골 민법과‘목동에 한 국가 정책

(2009)’ 등에 목동들의 자치 조직권 관련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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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종합 평가

주: o-속성 발견, △-속성 일부 발견, x-속성이 나타나지 않음

항목 조건
사회주의

(1924~1959/
1960~1989)

사회주의 이후
(1990~현재)

자원 
시스템의 

특징
잘 정의된 경계 o/o △

그룹 특징

소형 o/o x

명확히 정의된 경계 o/o x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 o/△ x

구성원들의 상호 의존성 o/o x

제도적 
장치

지역 조건에 맞는 관리 규칙 o/o x

점증적 제재 조치와 
갈등 해결 장치

o/o △

감시 활동 x x

국가 역할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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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연구의 요약

오늘날 몽골에서는 서구에서 유입된 시장 경제 사회와 전통적인 

유목 사회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유입과 현 화가 빠

르게 진행되면서 전통 문화 특히, 유목 문화가 급속히 사라지고 방목지 

황폐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가축 수 증가로 

인한 방목지 남용, 집중된 방목 등 문제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사막화, 식물 종 변화 등 사회 및 생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적응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문헌 및 현장조사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몽골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960년 에 총 인구가 

백만 명을 넘은 이후로 30년이 지나 2백만 명을 넘겼으며 지금은 약 3백

만 명이다(NSO, 2015). 인구 증가에 따라 가축 수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1990년  이후로 진행된 가축 사유화와 신 목동들의 등장과 연관이 

있다. 이동성이 강한 유목 사회에서는 정착하며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이동하면서 축적하는 부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목동들은 늘 가축 수를 

늘리는 데에 관심이 많다(이효선, 2010). 또는 자연 재해가 일어나면 응

하지 못하고 한 번에 가축을 많이 잃기 때문에 이를 비하여 가축을 많

이 기르기도 한다. 사회주의 시기에는 가축 수에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가축 수가 계획적으로 유지되어 있었지만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후로는 

개인(목동)이 원하면 가축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렇

게 제한 없이 증가하는 가축 수에 비해 실제로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비옥한 방목지가 부족한 데 있다. 비옥한 방목지가 부족하면 부분의 

목동들이 개인 소유의 가축에게 좋은 풀을 먹이려 할 것이고 때문에 방

목지 남용 문제와 목동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또 목동들이 

가축 수를 늘리면 그들의 소득이 늘어나겠지만 이러한 가축 수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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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피해는 지역사회가 공유하게 된다. 원래 유목 경제에서는 일정한 

수 이상으로 가축을 증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자연환경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었다(박환영, 2005). 제한적인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가

축 수에 제한을 두는 것뿐만이 아니다. 이동을 하면서 방목하는 방식도 

해당 방목지의 풀이 자연적으로 다시 자랄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박환영, 2005). 

토지 이용 패턴도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으며 토지가 자연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같은 장소를 짧은 기간으로 이용하고 바로 다음 장소

로 옮겨 다니는 것이 방목지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은 이 방

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예전보다 덜 이동하고 같은 장소에 너무 많은 

수의 가축을 장기간 방목함으로 인해 해당 방목지 부양 능력이 심하게 

악화되고 있다. 유목민의 이동은 결코 임의적인 활동이 아니며 방목할 

장소의 풀 상태와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수 등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90년 에는 가축 수 증가 원인이 사회 시스템 변화였지만 현재

는 사회 시스템 변화와 함께 제 로 된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

이기도 하다. 방목지 이용비용과 목동들에 한 개인 소득 세금을 면제

한 것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이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몽골 정책연구센터(The Centre for Policy 

Research-CPR)에서 위와 같은 비용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제안을 하면서 

국회에 관련 내용을 올렸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방목지 이용비용이

나 목동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에 한 세금 부과는 목동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라면 축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

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방목지 이용비용 지불용의가 있는 목동

들도 있다. 국가에서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에 해 제도적으

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은 이렇듯 무분별한 사육 가축 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을 제거하는 일인데 방목지 이용에 해 비용을 부과하고 

면세 조치를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발생한 세수 증액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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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초지 관리와 지역공동체의 공동관리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다.  

몽골에서의 기후변화는 축산업 특히 목축업과 목동들에게 가장 

많은 영행을 미친다. 자연에 의존하고 생활하는 목동들은 날씨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 몽골의 겨울의 평균 온도가 여름 평균보다 높아지고 서

쪽 지역에는 여름이 길이지는 반면 고비 지역에는 겨울이 길어지는 등 

지역마다 계절이 지속되는 기간이 달라지고 있다(ADB, 2014). 뿐만 아니

라 가뭄, 조드, 홍수, 황사 등 자연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

도 우려되는 사실이다. 방목에 부적절한 더운 날이 증가함으로 가축이 

먹이를 제 로 못 먹기 때문에 가축 체형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러

나 몽골은 기후변화에 있어 피해만을 보는 나라는 아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폭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타 개발

도상국들과 비교하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지만 석탄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축산업에서는 메탄이 차지하

는 비율도 이산화탄소만큼 높은 비중을 보인다. 다양한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앞으로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방목지 이용과 관리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 본 결과, 공동자원

의 지속가능한 관리 조건들은 사회주의 시기에 운영된 방식에서 가장 많

이 나타났으며 현재의 방목지 관리 방식에서는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었

다. 즉, 분석틀로만 봤을 때 사회주의 시기의 방목지 관리 방식이 오늘 

날의 관리 방식보다 지속가능한 방법에 근접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시기

에는 오늘날보다 인구와 가축 수가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방목

지가 심각하게 황폐화되는 경험은 못하였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사

회주의 시기에 방목지 관리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

문에 국가 사회체제를 사회주의로 돌려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다. 또 국

가 혹은 지역 사회만이 방목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도 

아니다. 국가와 지역 사회가 각자 역할을 하되 그 역할이 조화를 이루어 

해당 공동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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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틀은 몽골과 다른 환경의 사례로부터 

도출되었지만 수많은 성공한 사례들을 통해 가장 많이 언급된 지속가능

한 방목지 관리의 조건이므로 몽골의 경우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는 것은 유의미한 과정이다. 

2. 연구의 의의와 정책 제안

이 연구에서는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방목지 관리만을 제안

했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국가와 지역 사회의 협력과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몽골이 과

거부터 현재까지 방목지를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그 관리 방식이 ‘공동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조건’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몽골의 방목지는 예로부터 국가 소유였으며 각 

시기마다 관리 방식이 조금씩 달랐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사회주의 

시기 때 중앙 계획 경제 방식으로 관리되었던 방목지는 자본주의로 들어

서면서 국가의 관리가 약화되고 급격히 황폐화되기 시작하였다. 방목지

의 황폐화 현상은 몽골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방목지를 지속적으로 이용하

고 관리하기 위한 조건이 현재 상황에서 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방목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방안도 포함시킬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공동자원에 한 지

역사회의 자치적인 관리방식을 따르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첫째, 국가와 지역 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정책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유목 생활과 자

연환경 또는 사회의 변화를 경험한 목동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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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셋째, 목동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목지 이용비용 면제는 오히

려 방목지의 오남용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방목지 이용에 한 일정 비

용을 지역사회에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관리함으로

써 목동들의 방목지 이용에 한 책임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가 목초지

를 공동관리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넷째, 국가에서 

지역사회의 공동관리에 한 자치적인 규칙 및 감시와 제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서 자치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정책 제안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의 

협력을 토 로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관리 정책

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으며 방목지가 더 이상 황폐화되지 않도록 방

지할 뿐만 아니라 몽골의 유목 문화를 유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

다.

3. 연구 한계와 향후 과제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 방목지 정책과 정책의 

실행에 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분석을 위해 각 지역을 표할 

수 있는 다수의 면접 상자를 확보하고 면접을 진행했어야 하나 비용과 

시간의 제약으로 그러지 못한 점이다. 둘째, 연구 범위로 몽골 국토전체

를 본 것이 한계가 될 수 있다. 방목지의 식생 상태가 가장 안 좋거나 

가축 도가 가장 높은 하나의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

하는 사례 연구를 실시했다면 방목지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보다 심

도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분석틀의 선택이다. 다

수의 성공 사례를 통해 도출된 조건이지만 해당 조건만이 공동자원의 지

속가능성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몽골과는 다른 환경의 사례들

이기 때문에 몽골의 상황을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향후 과제로 방목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제 

사례 연구와 국가 정책의 실행과 지역 사회의 역할 등을 정확하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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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몽골에서 방목지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관

리하는 사례를 찾아 그러한 이유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또 타 지역에

서의 실행 가능성 등의 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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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용어 해설 목록]

아이막 몽골의 가장 큰 행정 단위. 한국의‘도’와 비슷하다

솜 아이막 다음 행정 단위

박 솜 다음의 작은 행정 단위

조드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철 이상 한파다. 

이 때 가축들이 속절없이 동사하게 된다. 

허트 아일 목동 가구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

네그 

노트깅항
같은 고향에 거주하는 목동들로 구성된 그룹

네그델 사회주의 때 집단. 다른 말로 축산업 연합

브리가드 목축업을 하는 목동 그룹 혹은 단체

소이르
한 종류의 가축만 기르는 목동 그룹. 사회주의 집단 

시기 때 존재

노탁 고향, 땅

어터르 특별 용도로 남겨놓은 비축 방목지





Abstract

A Study on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Of Mongolian Pa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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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ssues of common-pool resources are always present. Most of 

the natural resources belonging to common-pool resources are those 

that human cannot produce and that are essential to life. Thus, the 

maintenance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those resources become 

significant. Recently, climate change has caused global adversity, and 

regions of Central Asia with dry and bitter climate characteristics 

experience critical hardship compared to other reg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entral Asia depends heavi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environment and economy, with most of economic 

activity relating to natural resources such as pasture, ranching, 

agriculture, water resources, etc. Mongolia is one of the countries that 

are heavily affected by climate change, and such effects causes most 

impact on the pasture and the lives of nomads. Therefore, priorities 



must be se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issue of Mongolia and, at 

the same time, issues of sustainable management of pastures and 

sustainable lives of nomads must be dealt with.

In this study, a Mongolian pasture experiencing deterioration 

was selected to propose a sustainable management plan consider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Currently, shepherd in Mongolia lead a 

nomadic life, raising approximately 5,000 livestock in a natural pasture 

covering over 75% of the national territory. Natural pasture renders 

ecological conditions supporting the stock-farming industry of Mongolia, 

and livestock acquire approximately 97%~99% of annual nutrients from 

pasture. Thus, deterioration of pasture appears as a critical issue that 

threatens stock-farming, that is, the sustainability of the lives of 

shepherds. Although Mongolia shows a recent dependence on the 

development of mines, stock-farming remains as one of the top 

priorities in the national development of Mongolia. Solving issues of 

pasture deterioration and exercising sustainable management of pastures 

are related not only to the conditions of pastures but also to the 

continuous existence of nomadic culture and conclusively to the issues 

of secured and sustainable lives of the population of Mongolia.

In this study, the roles of the nation and the regional society in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common-pool resources was investigated 

upon. In addition, with the objectives to maintain pastures, sustainable 

use and management plan was searched for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on the basis that pastures will remain as 

common-pool resources as at present. For such, investigation on the 

progress of past and current conditions of pastures was carried out, 

followed by its comparison with the present conditions. The main 

research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literature review of previous 



data and information, and details that could not be found among 

literatures were complemented through interviews. Site visits were 

carried out for collection of research materials and interviews. Through 

the site visits, access to data, which were not available online and 

were only limited publicized, was possible to a further extent.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pon conditions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common-pool resources. Such conditions were deduced from multiple 

cases of continuous common-pool resource management. The conditions 

were selected to identify their validity in Mongolia, and focus was made 

on the role of the nation and the regional society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pastures.

An analysis of the conditions of sustainable management of 

common-pool resources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suggests that 

present and past pasture management systems differ and that only a 

scarce number of conditions apply to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A chronological arrangement of the analysis result are as follows. From 

1924 to 1959, before the collectivization before the socialist system era, 

shepherds were required to gain permission from the lord of manor to 

acquire access to pastures. Most shepherds belonged to a small 

traditional group, called Khot-Ail, that was composed of relatives and 

family members. Cooperating with each other, Khot-Ail shared various 

information relating to ways of sustainable access to pastures, adaptive 

measures to natural disasters, migration routes, etc. for effective 

grazing. From 1960s to 1990s of collectivization era, boundaries of 

pastures were defined according to administrative regions. Pasture 

management during this time depended on centrally planned economy, 

and shepherds received free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Most 

shepherds belonged to a social group allowing a limited number of 



livestock for personal possessions. Lastly, after post-socialism era, from 

1990s to the present, most shepherds do not follow the traditional 

grazing measures. Residing near the central area, they carry out 

grazing in ways that negatively affects the conditions of pastures, such 

as increasing the number of livestock without considering the grazing 

capacity, etc. Most shepherds act on individual basis, and a regional 

manager of a group of shepherds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pastures. After post-socialism, government support for grazing and 

shepherds decreased, leading to an increase in poverty rate of rural 

area. Currently, the number of livestock owned by shepherds greatly 

differ, and most shepherds experience difficulty in supporting their 

household with a small number of livestock.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is study are as follows. While 

acting in accordance with autonomous management measures of the 

regional society on common-pool resources, following guidance can be 

considered. Firs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regional society is important, and various methods can be attempted to 

achieve it. Second, sustainable management policy for pasture regard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needed,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such policy should consider the opinions of the shepherds with 

experiences of nomadic life, natural environment and changes in 

society. Third, as the financial waiver of pasture utilization fee 

rendered as an aid to shepherds rather resulted in an abuse of pasture 

use, a part of the fee can be set to be contributed to the regional 

society, and such capital can be managed in union of the regional 

society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shepherds in their 

pasture usage and to reduce the costs of joint control of the pastures 

by the regional society. Fourth, the government can help the regional 



society to strengthen its autonomous capacity by legally supporting the 

regional society to independently perform observation, regulation and 

restriction measures on joint management. Though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climate change adaptation related 

sustainable management policy based on the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regional society can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Moreover, further deterioration of pastures can be 

prevented, and nomadic life of Mongolia will be effectively sustained.

Key Word: Mongolia, Common Pool Resources, Deterioration of pasture, 

Sustainable management, Nomads, Climate change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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