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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황소개구리(Lithobates catesbeianus, 일명 American bullfrog)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1970년대부터 한국 최초의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되고 퇴치의 대상이 되는 

1990년대까지 한국에서 황소개구리의 위상 변화를 추적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수행된 황소개구리에 대한 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황소개구리를 언급하거나 다룬 

당시 신문과 잡지 기사들, 황소개구리를 소재로 한 TV 다큐멘터리, 문학 작품 등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본 논문은 황소개구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과학자들의 인식 변화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황소개구리가 가진 생물학적 특성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지 보여줄 

것이다. 특정 생물에 대한 평가가 시대적 맥락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이라는 황소개구리의 새로운 과학적 정체성이 황소개구리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함께 형성되었다.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될 당시, 황소개구리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소개구리는 국가 차원에서 퇴치해야 할 생물이 되었다. 이런 변화는 1990년대 

한국 사회가 처해있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당시 한국에서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떠올랐고,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외래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거부감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생물 

황소개구리에게 투영되어 황소개구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했다. 황소개구리가 일으키는 

생태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황소개구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토종 생물에 해를 끼치는 

외래 생물에 맞서 국내 생태계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로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을 정당화했다.  

둘째, 본 논문에서 분석한 황소개구리의 위상 변화는 한국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새롭게 형성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보여준다. 과거에 생물의 해로움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인간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는 경우 해로운 생물로 간주되었다. 해로운 생물에 대한 기준은 1990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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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으로 변하게 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황소개구리의 탐식성으로 인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황소개구리가 일으키는 생태계 

문제가 널리 알려지면서, 과거에 우수한 식량 자원이었던 황소개구리는 퇴치해야 할 해로운 생물이 

되었다. 황소개구리의 해로움은 이전까지 해로운 생물로 인식되었던 생물들이 가진 특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황소개구리는 인간의 건강이나 경제활동을 위협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의 자연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생물이 되었다. 황소개구리에 대한 이러한 인식 전환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평가 기준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황소개구리가 일으키는 문제는 생태계 교란 

현상으로 설명되었고, 황소개구리와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외래 생물들은 생태계 교란 생물이라는 

새로운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주요어 : 황소개구리, 외래종, 생태계 교란종, 생물다양성, 생태계, 생태학, 민족주의 

학   번 : 2018-2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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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론 

 

 

우리나라에서 요즘 황소개구리를 직접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황소개구리는 한때 

생태계를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묘사되곤 했지만, 지금은 개체 수가 많이 줄어서 

찾아보기 힘든 생물이 되었다. 다만 황소개구리는 지금도 그것이 가진 습성 때문에 

다양한 대중 매체에서 비유적 표현으로서 자주 사용된다. 특정 분야에서 특출한 

사람이나 사물을 황소개구리에 비유하기도 하고, 독점의 폐해를 비판하기 위해 

황소개구리의 비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1  황소개구리는 왜, 언제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던 생물이 왜 최근에는 잘 보이지 않게 된 것일까? 

 

그림 1. 한국에서 발견되는 황소개구리의 생김새  

(출처: 환경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esns/220143730355, 

2020. 6. 5. 접속.) 

                                           

1 “[기획] 음식점 생태계 파괴한 ‘황소개구리 배달앱’”, 『국민일보』, 2015. 8. 31.; “유튜브계 황소개구

리…백종원 ‘구독자 200만’ 단숨 돌파”, 『동아일보』,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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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개구리(Lithobates catesbeianus, 일명 American bullfrog)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생태계 교란 생물 중 하나다. 황소개구리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개구리로, 

토종 개구리에 비해 생김새도 다르고 크기도 매우 크다. 1959년 최초로 국내 도입이 

시도된 황소개구리는 당시 사육에 실패한 이후 1973년 새마을 농촌 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도입됐다. 2  당시 황소개구리는 우수한 식량 자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에서 황소개구리에 대한 수요는 점점 감소했고, 방치된 황소개구리는 무분별하게 

자연 생태계로 유출됐다. 유출된 황소개구리는 빠르게 번식하였고, 토종 생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먹으며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황소개구리는 1998년 2월 19일에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큰입배스와 블루길과 함께 한국 최초로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됐다.3 

이 논문에서는 유용한 생물 자원으로 도입됐던 황소개구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적인 수준의 “생태계 위해(危害) 생물”로 인식될 수 있었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오늘날에는 국립생태원에서 진행하는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통해 생태계 교란 생물을 

지정하고 있지만,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된 1998년에는 그와 같은 

평가 절차가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다. 1997년 환경부가 발간한 『생물다양성국가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한국에는 “현재 국내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래종들과 그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관리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4  

이런 상황에서 황소개구리는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 일명 largemouth bass), 

                                           

2 환경부,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특성과 포획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998), 1쪽. 

3 당시 자연환경보전법 2조 18항에 의하면,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국내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식물”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후 2004년에 야생

동식물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생태계 교란 생물에 포함되었다.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59765&ancYd=19970828&ancNo=05392&efYd=1998

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2020. 5. 17. 접속)  

4 환경부, 『생물다양성국가전략』 (1997),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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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길(Lepomis macrochirus, 일명 Blue gill)과 함께 1998년 2월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되었지만, 이것은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1998년 12월 환경부는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특성과 포획 및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해 황소개구리를 생태계 위해 생물로 지정하고 구제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본 생물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5  황소개구리가 

등재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 생물(invasive species) 

목록도 2000년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무엇보다도, 당시에 황소개구리가 생태계에 

얼마나 유해한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특성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위해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황소개구리는 어떻게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되었으며, 국가 차원의 대규모 제거 사업을 벌일 만큼 큰 위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얻기 위해서는 황소개구리에 

대한 당시의 과학적 이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1990년대의 시대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황소개구리가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된 1970년대부터 

황소개구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퇴치 사업이 벌어진 1990년대까지 한국 

사회에서 황소개구리의 위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상세히 추적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1990년대 이전까지 황소개구리는 우수한 식량 자원이자 수출 

상품으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황소개구리가 토종 생물을 마구잡이로 

잡아먹어 생태계의 질서를 해친다는 사실이 보고되면서, 그것은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해로운 생물로 간주되었다. 우수한 식량 자원이자 수출 상품이었던 황소개구리는 국가 

차원에서 제거해야 하는 생물이 되었고, 결국 1998년 2월 한국 최초의 생태계 위해 외래 

                                           

5 환경부,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특성과 포획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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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로 지정되었다. 본 논문은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되는 데 있어,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특성뿐 아니라 1990년대 한국 사회의 상황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것이다. 1990년대에 한국은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국제 협약들에 

가입했고, 그 과정에서 생태계 보전이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떠올랐다.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되고 OECD에 가입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는 거대한 세계화의 흐름에 

놓이게 되었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과 같은 사건은 ‘외래’의 것에 대한 거부감을 

촉발하기도 했으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처럼 ‘우리 것’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종의 민족주의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한국 사회가 보이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황소개구리가 가진 외래 생물의 지위와 위해성을 부각시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2절에서는 먼저 외래 생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과학사와 과학기술학 분야에서는 외래 생물을 

역사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다. 외래 생물에 대한 논의는 환경사 

분야에서 일부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는 생물학 분야의 연구를 제외하고 인류학자 

노고운만이 외래 생물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과학사, 과학기술학 분야의 소수의 선행연구와 함께, 외래 생물에 대한 환경사 분야와 

인류학 분야의 연구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3절에서는 한국에서 황소개구리의 첫 도입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황소개구리의 도입을 시도했던 1959년도의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황소개구리가 도입된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의 상황과 황소개구리의 위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1970년대에 황소개구리가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우수한 

식량 자원이자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우수한 수출 상품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절에서는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생물로 인식되는 1990년대의 상황에 

대해서 서술할 것이다. 이전에 황소개구리가 자원으로서 가졌던 장점들은 생물다양성 

보전의 관점에서 거대한 위협으로 변모했고, 자원으로 각광받았던 황소개구리는 

제거해야 할 생태계의 적이 되었다. 특히 이 절에서는 1990년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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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황소개구리가 가진 외래 생물의 지위와 위해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5절에서는 1997년부터 이루어진 대대적인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의 양상에 대해 

서술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에 참여했는지 분석하려 한다. 또한, 

여기에서는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을 역시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쥐 잡기 운동’과 비교함으로써, 1990년대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동원하고 황소개구리 퇴치 활동을 정당화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어 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논문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짚어 볼 

것이다. 황소개구리가 가진 위해성은 오직 1990년대 이후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었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평가 기준이 

생기면서, 황소개구리가 일으키는 문제는 생태계 교란으로 설명되었고, 한국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이라는 범주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본 논문은 이런 변화가 외래 

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1990년대 한국 사회의 

변화가 동반된 결과임을 보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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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외래 생물을 관리하는 일은 생태계 보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존 

생물학(conservation biology)과 생태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존 생물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침입 외래 생물을 

찾아내고, 그들의 생태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여 퇴치 방안을 수립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래 생물에 대한 과학계의 연구가 외래 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라면, 외래 생물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들은 외래 생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는 방식에 주목해 왔다. 과학사와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외래 생물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 연구한 학자들은 외래 생물이 

갖는 위해성이 생물이 가진 생태적 속성과 특정한 사회적 맥락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의는 환경사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환경사학자들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비인간인 외래 생물들에게 투영되어 외래 생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과학사와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외래 생물에 대한 선행 연구에는 필립 

폴리(Philip J. Pauly), 그레그 미트먼(Gregg Mitman), 매튜 츄(Matthew K. Chew)의 연구가 

있다. 폴리는 1780년대 이후 미국에 등장한 밀혹파리(Hessian Fly)에 대한 미국인과 

영국인 사이의 상반되는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생물이 

가진 외래종이라는 지위가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6  미국인들은 밀의 수액을 

빨아먹어서 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밀혹파리가 독립전쟁 시기에 침략자들과 함께 

유럽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인들은 독립전쟁에서 영국군의 용병으로 

자신들을 공격했던 독일군(Hessian)의 이름을 이 생물에게 붙임으로써, 자신들의 

                                           

6 Philip J. Pauly, "Fighting the Hessian Fly: American and British Responses to Insect Invasion; 

1776-1789," Environmental History 7.3 (2002), 48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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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자 주요 수출품인 밀에 해를 입히는 밀혹파리에게 독일군과 같은 침략자의 

이미지를 부여했다. 미국인들이 침략자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증오는 밀혹파리에게 

그대로 투영되었고, 이를 통해서 밀을 공격하는 밀혹파리의 위해성을 더 부각할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영국인들은 밀혹파리가 미국의 생물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미국의 

밀을 계속 수입할 경우 ‘미국’의 해충인 밀혹파리가 함께 들어와 국가의 밀 산업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프랑스와 유럽 등지에서 밀혹파리로 인해 상당량의 밀이 죽는 

일이 발생한 상황에서, 영국인들은 ‘미국’의 밀혹파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미국의 주 

수출품인 밀의 수출을 막아 미국을 봉쇄하고자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밀혹파리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은 모두 나름대로의 필요에 의해 밀혹파리에게 외래종의 지위를 부여했다. 

폴리는 이렇게 특정 생물이 가진 외래종의 지위를 강조하는 것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생물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형성하고 위해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폴리는 20세기 초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본 벚나무(Japanese Cherry Tree)의 소각 

사건에 대해서도 밀혹파리의 사례와 비슷한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7  이 사건은 

워싱턴에 심기로 한 일본 벚나무 2,000그루가 선박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전량 소각된 

사건이다. 당시 미국은 관상용으로 타국의 다양한 식물들을 도입하고 있었는데, 도입 

과정에서 함께 들어온 생물들로 인해 미국의 농업이 큰 타격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미국 농무부는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벚나무에서 뿌리혹병을 일으키는 

병균이 발견되자마자 이를 전량 소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폴리는 이것이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해석한다. 일본 벚나무가 미국에 도입되기 전, 밤나무 

고조병(chestnut blight)이 미국 전역을 강타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 질병의 원인은 

수집용으로 들여온 일본 밤나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에도 미국 

                                           

7 Philip J. Pauly, "The beauty and menace of the Japanese cherry trees: conflicting visions of 

American ecological independence," Isis 87.1 (1996), 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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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동양에서 온 생물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다수 있었고, 이로 인해 

미국인들은 동양에 대한 공포심과 증오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 비록 벚꽃나무 묘목에서 

병균이 발견되었다고는 해도, 그것을 전부 소각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반동양의 정서가 벚나무 2000그루를 전량 소각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밀혹파리의 사례처럼, 동양에 대한 공포는 일본 벚나무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였다.  

과학사학자 그레그 미트먼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 생물로 잘 알려진 

돼지풀(ragweed)이 어떻게 원산지인 미국에서도 외면 받게 되었는지 분석한 바 있다. 8 

소위 “쓰레기터 식생”이라고 불리는 돼지풀은 강 주변의 버려진 황무지나 빈 공터에 잘 

서식하는 식물이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 이런 황무지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미국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없어 배척당한 사람들로서, 이들은 대부분 이민자들이었다. 도시에 

살고 있던 미국인들은 황무지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을 거대한 도시를 오염시키는 “강변의 

쥐(river rat)” 라고 부르거나, “인간 잡초(human weed)”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반이민적, 우생학적 정서를 기반으로 이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들을 

제거하는 일은 곧 그들이 거주하는 황무지를 개간하는 일이었고,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 주로 서식하는 돼지풀도 함께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돼지풀이 번성하는 지역은 

곧 “강변의 쥐”와 “인간 잡초”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돼지풀의 꽃가루가 

가진 알레르기성 물질은 돼지풀을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즉, 미트먼은 

특정 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것이었다.  

매튜 츄는 미국의 위성류(Tamarisk)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를 분석한 바 있다.9 

                                           

8 Gregg Mitman, “When pollen became poison: a cultural geography of ragweed in America,” 

Lorraine Daston and Fernando Vidal, eds. The moral authority of na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pp. 438-465. 위성류는 사막 버드나무라고도 불리며, 비가 잘 오지 않는 건조한 지역은 물

론 염분이 있는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소교목이다.  

9 Matthew K. Chew, "The monstering of tamarisk: how scientists made a plant into a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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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위성류는 초기에 염분 내성이 있어 해변가에서도 잘 자라고, 토양의 침식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소개되었다. 게다가 위성류는 적응력이 뛰어나 산불이나 

산사태가 일어나 훼손된 지역뿐만 아니라 척박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위성류의 장점으로 여겨지던 

특성들은 심각한 단점이 되었다. 위성류는 퇴적물을 가로막아 삼각주 형성을 초래하여 

물의 흐름을 늦추고,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토양의 

침식을 억제해줄 수 있다고 여겨졌던 식물은 부족한 물을 훔쳐가는 괴물이 되었고, 

그렇게 되자 이전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위성류가 가진 외래종의 지위도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의 물을 훔쳐가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외래 생물을 제거하는 

일로 위성류 제거 사업이 벌어졌고, 이는 정당화되었다. 토양 침식 문제가 불거졌던 

시대에 위성류는 미국인들에게 각광받는 식물이었지만, 물 부족 문제가 불거진 시대에 

위성류는 외국에서 들어온 괴물에 불과했다. 츄의 연구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특정 

생물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환경사 분야의 연구자들은 생물학적 토착주의(biological nativism)와 생태학적 

토착주의(ecololgical nativism)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외래 생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설명한다. 토착주의(nativism)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원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상이다. 이런 토착주의를 인간이 아닌 자연물에게 적용한 것을 생물학적 

토착주의와 생태학적 토착주의라고 부르는데, 토종 생물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외래 

생물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이 대표적인 형태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나 

퍼레티(Jonah H. Peretti)는 외래 생물의 침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생물학적 

토착주의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10  이와 유사하게, 네드 헤팅거(Ned Hettinger)는 외래 

생물, 귀화 생물, 생물학적 토착주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11  환경사학자 피터 

                                           

Journal of the History of Biology 42.2 (2009), 231-266. 

10 Jonah H. Peretti, "Nativism and nature: rethinking biological invasion," Environmental 

values (1998), 183-192. 

11 Ned Hettinger, "Exotic species, naturalisation, and biological nativism,"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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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츠(Peter Coates)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미국인들이 이민자들에게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이 미국에 도입된 침입 외래 생물에게 투영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2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인들은 그들이 

느끼는 불안함을 다른 토착 생물들에게 투사했다는 것이다. 외래 생물의 침입으로 인해 

토종 동식물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처럼, 미국인들은 이민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꼈고,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은 침입 외래 

생물에 대한 혐오감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외래 생물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로는 문화인류학자 노고운이 뉴트리아에 대해 

수행한 연구가 유일하다. 13  노고운은 뉴트리아를 비롯한 생태계 교란 생물을 통제하는 

한국 정부의 방식 속에 “생태학적 민족주의(ecological nationalism)”가 깔려있음을 

지적했다. 민족주의적 정서 아래에서 한국의 토종 생물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는 반면, 

침입 외래 생물은 생태계 재앙을 일으키는 악마로 묘사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외래 생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곧 한국의 생태계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노고운은 뉴트리아 퇴치에 

참가했던 생태학자들과 시민들의 인터뷰, 그리고 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 조항에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민족주의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외래종의 위협을 구성된 것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외래 생물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도 있다. 선행 연구들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생물들은 주로 인간의 활동에 직접적인 형태의 피해를 입혔다. 

밀혹파리는 미국의 주 수출품인 밀에 해를 입히는 생물이었고, 위성류와 돼지풀은 물 

부족과 알레르기 문제를 일으키는 생물이었다. 일본 벚나무는 그 자체로 문제를 

                                           

Values 10.2 (2001), 193-224. 

12 Peter Coates. American perceptions of immigrant and invasive species: strangers on the 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13 Gowoon Noh, "Ecological Nationalism and the Demonization of “Invasive” Animal Species in 

Contemporary South Korea," 『비교문화연구』 제25 제1호 (2019), 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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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지는 않지만 벚나무와 함께 유입된 병균은 미국의 식물들을 초토화 시켜 농업에 

피해를 입혔다. 노고운의 연구에서 다룬 뉴트리아도 마찬가지이다. 경작지의 작물들을 

먹어 치워 농업에 피해를 입히는 생물인 뉴트리아는 제방에 구멍을 뚫어 붕괴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다루는 황소개구리가 가진 위해성은 황소개구리의 

탐식성(貪食性)에 근거한다. 황소개구리는 토종 개구리를 비롯한 토종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생태계의 질서를 해치는 생물로 여겨졌다. 즉, 황소개구리는 인간 

활동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생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소 개구리 

퇴치 운동은 다른 어떤 생물 종보다 더 범국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특정 생물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상술한 외래 생물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황소개구리가 한국에 처음 

도입된 시점부터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되어 퇴치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를 위해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수행된 황소개구리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물론, 황소개구리를 언급하거나 다루었던 당시 신문과 잡지 기사들, 

황소개구리를 방송한 TV 다큐멘터리, 황소개구리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 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당시 시대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1990년대 당시 황소개구리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자와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에 참여했던 시민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했는데, 이 역시 논의에 포함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통해 황소개구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과학자들의 인식 변화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황소개구리가 가진 외래 

생물의 지위와 위해성이 시대에 따라서 대중의 인식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음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황소개구리의 위상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이라는 황소개구리의 “과학적 정체성”이 과학 연구를 통해 얻어진 

사실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의 영향을 함께 받아 

형성되었음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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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원으로서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가 한국에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59년이다. 당시 진해양어장(현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은 일본으로부터 황소개구리 

40마리를 수입하여 양식을 시도했다. 황소개구리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귀한 식재료로 취급되는 생물”로 신문에 소개되었으며, 주로 “식용개구리”라는 

명칭으로 불렸다.14 특히 이 기사에서는 “식용개구리를 기르는 데는 큰 노력이 들어가지 

않지만, 3개월이면 오만환15에 달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황소개구리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황소개구리는 그 경제적 가치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진해양어장에서 

근무하던 한학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전국에서 본 양어장에 연일 식용개구리 

양식 문의가 쇄도하여 그칠 줄 모르므로 간단히 식용개구리의 양식을 설명하고자 

한다”고 명시했을 정도로 황소개구리 양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당시에 매우 

뜨거웠다. 16  그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황소개구리를 양식하고 있으며, 가장 수요가 

많은 미국에서는 자체 생산으로는 부족해서 외국에서 개구리를 다량수입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명시했다. 그는 앞으로 “양식법을 파악한 후 종묘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농촌의 

양식희망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하여 농촌 부업으로 장려하는 동시에 대량생산이 되는 

날에는 대외 수출을 적극 추진 할 작정”이라고 하면서, 황소개구리 사업의 밝은 미래를 

                                           

14 “식용개구리”, 『경향신문』, 1959. 1. 14. 

15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제공하는 화폐가치계산 시스템을 통해 쌀 가격의 변화를 기준으로 

1959년 당시 5만환의 가치를 오늘날로 환산해보면, 약 80만원이다. 

(https://ecos.bok.or.kr/jsp/use/monetaryvalue/MonetaryValue.j, 2020. 5. 10. 접속) 

16 “식용 개구리에 대한 고찰”, 『경향신문』, 195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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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했다.  

동아일보에서는 황소개구리 양식 사업의 전망, 국내 황소개구리 소비량, 황소개구리 

구입방법 및 가격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무청 제조과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17  이 인터뷰에서 해무청은 황소개구리 양식 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황소개구리는 구미각국의 기호물이기 때문에 많이 양식하여 많은 생산을 보게 된다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수출 수산물로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망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당시에는 소량의 황소개구리만을 수입하여 양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소비량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황소개구리는 3년생 성체의 경우 한 쌍에 

1만환, 갓 부화한 올챙이의 경우 1마리에 30환에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8    

하지만 이 시기에 황소개구리를 도입하려 했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명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당시 민간에서 황소개구리 양식을 시도했던 이찬진의 

인터뷰 기사에서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추측해볼 수 있다. 1961년 당시 “유일하게 남은 

황소개구리 양식업자”인 이찬진은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물매미와 

물방개의 습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19  전문적인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황소개구리의 올챙이를 잡아먹는 물매미와 물방개를 통제하는 일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도입 시도가 실패한 이후, 황소개구리는 1970년대에 다시 한국에 도입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 김헌규가 1971년에 일본으로부터 황소개구리를 들여왔으며, 

1973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새마을 농촌 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황소개구리를 도입했다. 

                                           

17 “식용 개구리 기르려면”, 『동아일보』, 1959. 10. 29. 

1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제공하는 화폐가치계산 시스템을 통해 쌀 가격의 변화를 기준으로 

1959년 당시 1만환과 30환의 가치를 오늘날로 환산해보면, 각각 약 160,207원과 481원이다. 

(https://ecos.bok.or.kr/jsp/use/monetaryvalue/MonetaryValue.j, 2020. 5. 10. 접속) 

19 “외화 벌 개구리”, 『경향신문』, 196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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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엽에 한국에 다시 들어온 황소개구리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다. 몇몇 

사람들은 황소개구리를 양식하여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황소개구리 양식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런 기대 속에서 도입된 황소개구리는 각지에서 사육되기 시작했다. 

 

3.1. 1970년대 황소개구리의 도입 과정 

황소개구리가 다시 도입된 1970년대 당시, 한국에서 개구리 고기에 대한 수요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2년, 강원도에서는 먹개구리(참개구리) 고기가 정력제 효과가 

있고 신경통에 특효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10원 정도에 거래되던 개구리 한 마리가 

30원에 거래되는 일도 있었다. 20  “개구리 잡이로 하루 평균 약 천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잡히는 족족 팔린다”는 당시 기사를 보면, 

1970년대 초엽의 개구리 고기의 수요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21  심지어 

보신에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개구리가 멸종위기에 이르기도 했다. 설악산과 오대산 

일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북방산개구리가 보신에 좋다는 소문 때문에 마구잡이로 

남획되면서, 개체수가 최근 10년동안 약 30분의 1로 줄어드는 일이 생긴 것이다.22 당시 

홍천과 춘천 등지에 개구리 전문 구이집이 각각 30여 개가 있었고, 한 집에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2~3만 마리 정도의 개구리를 판매했다고 한다. 관광객으로 가장하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주 남산을 비롯해 경주 일대에 살고 있는 개구리를 잡으러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도 벌어졌다.23 개구리는 1970년대 당시 한국에서 상당히 

                                           

20 “식용개구리 잡아팔기 붐 진부, 삽당, 대관령 일대”, 『동아일보』, 1972. 4. 5.  

2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제공하는 화폐가치계산 시스템을 통해 쌀 가격의 변화를 기준으로 

1972년 당시 천원의 가치를 오늘날로 환산해보면, 약 18,830원이다. 

(https://ecos.bok.or.kr/jsp/use/monetaryvalue/MonetaryValue.j, 2020. 4. 30. 접속) 

22 “설악산오오대산 일대 산림해충의 천적 북방산개구리 멸종위기”, 『동아일보』, 1978. 5. 2. 

23 “개구리보신 자가용원정 마구잡아”, 『경향신문』, 197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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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있는 보신 식품이었다.  

1970년대에 황소개구리는 당시 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 교수였던 김헌규에 의해 다시 

한국에 도입되었다. 김헌규는 1970년에 발표한 「한국산 개구리 목의 분류 및 분포 

연구」라는 논문에서 황소개구리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김헌규는 1970년 논문에서 

참개구리(Rana nigromaculata)와 산개구리(Rana dybowskii)가 한국에서 식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식용개구리인 황소개구리와 유럽의 식용개구리인 

유럽참개구리(Rana esculenta)를 수입하여 기른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24 

다음 해인 1971년, 김헌규는 이화여자대학교 식용 생물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후쿠오카 대학 동물학 교수였던 미츠루 구라모토(倉本滿)로부터 황소개구리 암수 각 

다섯 마리씩을 받아 들여왔다. 25  또한, 김헌규는 그 다음해인 1972년에 서독으로부터 

유럽참개구리 여섯 마리를 들여와 한국 참개구리와 교배 실험을 시도하기도 했다.26  

일본에서 황소개구리를 들여온 1971년, 김헌규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황소개구리가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식재료로 높은 인기를 가진 

생물이라고 말하면서 황소개구리의 장점을 소개했다. 27  김헌규가 소개한 황소개구리의 

장점은 처음 도입을 시도했던 1959년에 소개되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같은 

인터뷰에서, 김헌규는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잘 적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잘 적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경기도 등지에 

황소개구리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72년 5월, 김헌규는 황소개구리를 경기도 

                                           

24 김헌규, “한국산개구리목의 분류 및 분포연구,” 『한국생활과학연구원논총』 제6집 (1970), 230쪽. 

25 “식용개구리 한국에 상륙”, 『동아일보』, 1971. 5. 13. 

26 “유럽산 식용개구리와 우리나라산 참개구리를 교합시켜 혼혈 개구리 종을 얻기 위한 실험이 이

화여대 의예과장 김헌규 박사에 의해 시도 중”(원문 출처는 1972년 6월 29일자 동아일보 가십; 

“휴지통”, 『동아일보』, 1972. 6. 29.)  

27 “식용개구리 한국에 상륙”, 『동아일보』, 1971. 5. 13. 



16 

 

시흥군 일대에 방류하는 야외 방사 실험을 시작했다.28 황소개구리가 가진 경제적 가치 

때문에 김헌규의 황소개구리 연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신문에는 

김헌규가 황소개구리 방사 실험을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실리기도 했다. 김헌규는 

일본이 황소개구리 수출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황소개구리 

양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강조했다.  

황소개구리가 가진 경제적인 가치는 수출을 중시하던 당시 한국 정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수출에 유리한 상품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매우 컸고, 한국 정부는 황소개구리 

양식이 성공한다면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새마을 

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1973년에 황소개구리를 다시 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한국 정부가 벼농사 중심의 자급자족형 농업에서 벗어나 상품작물의 

재배와 적극적인 축산 및 양식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던 시기였다. 

정부는 특수한 동식물을 양식하여 농가의 잉여 노동력을 최대로 활용함으로써, 농사 

이외의 수입을 통해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수출 상품으로서 가치가 

높은 황소개구리는 이런 새마을 운동의 농촌 소득 사업의 맥락과 잘 맞아 떨어졌다. 

1959년과 마찬가지로 황소개구리와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진해양어장은 황소개구리 

암수 100쌍을 도입하여 양식 기술 개발에 나섰다. 당시 진해양어장은 이미 초어와 

블루길 같은 외래 어종들을 들여와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경험이 있었고, 내수면 

어업 개발을 위한 다양한 외래 어종들의 양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29  

1973년과 1974년에 걸쳐, 진해양어장에서 황소개구리의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28 “번식력 강한 식용개구리”, 『동아일보』, 1972. 5. 5. 

29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진흥원 연보 1973』 (1974), 102쪽; 내수면 어업법 제2조에 의하면, "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민물이나 기수(汽水: 바닷물

과 민물이 섞인 물)의 흐름 또는 수면을 의미하며,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

획하고 채취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2%B4%EC%88%98%EB%A9%B4%EC%96%B

4%EC%97%85%EB%B2%95, 2020. 6. 17.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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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진행됐다. 1973년에는 황소개구리의 사육 시험이 진행되었고, 1974년에는 

황소개구리의 치와(稚蛙) 생산 시험이 이루어졌다. 두 시험의 목적은 “유용 어종의 

개발과 수출 상품의 저변 확대”였는데 30 , 실험 목적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2년에 걸쳐 

이루어진 두 차례의 실험은 유용한 식량 자원이면서 우수한 수출 상품인 황소개구리를 

국내 환경에 정착시켜 대량 생산하기 위한 시도였다. 1959년처럼, 1970년대에도 

황소개구리는 주로 식용개구리라고 불렸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진행한 황소개구리 사육 

실험도 “식용개구리 사육 시험”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다.31 

식용개구리라는 명칭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황소개구리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닭고기 

맛이 나는 우수한 식품으로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다. 황소개구리는 한국의 개구리들보다 

몸무게도 약 10배 가까이 되고 크기도 훨씬 컸기 때문에, 당시 식용으로 쓰이던 토종 

개구리보다 식품으로 더 우수해 보였다. 특히 황소개구리는 번식 속도도 빠르고 낯선 

환경에서도 잘 적응했기 때문에, 양식업의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었다.  

황소개구리의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이 이루어진 이후, 국립수산진흥원은 

1980년부터 황소개구리 방류 사업을 시작했다. 1980년 9월 13일에는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 주변에 올챙이 1만 마리를 방류했고, 9월 25일에는 경기도, 충청도 등지에 1만 

마리씩 분양하였다.32 1981년에는 7월에 장재기 저수지와 춘천호에 각각 1만 마리와 2만 

마리의 올챙이를 방류했고, 8월에 해곡늪과 고잔 저수지에 각각 1만 마리의 올챙이를 

방류했다. 1982년도에는 전남 영암군 영산호에 주변에 10만 마리의 올챙이를 

방류하였다. 33  1984년에는 3만 마리의 올챙이를, 1985년에는 2만 7천 마리의 올챙이를 

                                           

30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진흥원 연보 1973』 (1974), 106쪽;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진흥원 

연보 1974』 (1975), 106쪽. 

31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진흥원 연보 1973』 (1974), 106쪽 

32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진흥원 연보 1980~1981』 (1982), 175쪽. 

33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진흥원 연보 1982~1983』 (1984),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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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하면서 꾸준히 방류 사업을 진행했다.34 5년에 걸쳐 진행된 황소개구리 방류 사업의 

목적은 “우량종묘를 생산 및 보급하고, 내수면의 자원 증강을 위함”이었다.35 우수한 식량 

자원이자 수출 상품인 황소개구리를 인공적으로 형성된 호수와 저수지 등지에 방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국립수산진흥원의 방류 사업에서 방류된 

황소개구리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3.2. 1970년대 한국 황소개구리 연구의 동향  

이 시기에 이루어진 국내의 황소개구리 연구는 주로 김헌규에 의해 이루어졌다. 

1971년 일본으로부터 황소개구리를 들여와 사육에 성공한 김헌규는 황소개구리에 대한 

총 세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1972년의 첫 번째 논문은 「황소개구리의 생태(生態)」로, 그 

내용은 미국의 개구리 양식업자들이 사용한 인공 양식법과 관리법에 대한 소개와 자신이 

진행했던 인공 사육 실험에 관한 것이었다. 36  1973년의 두 번째 논문은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양식(養殖)에 관한 연구」로, 그 내용은 황소개구리의 

원산지, 분포, 영양가, 포획 방법, 요리법, 천적과 질병 등에 대한 정보와 올챙이 사육법 

등에 관한 것이었다. 37  1975년의 세 번째 논문은 「황소 개구리 종와(種蛙)의 

실내사육」으로, 그 내용은 야외사육장에서 진행했던 사육 실험의 결과와 실험에 사용된 

황소개구리의 성장 과정에 대한 것이었다. 38  김헌규는 세 편의 논문에서 모두 일반 

농민들이 쉽게 황소개구리를 양식하는 데 필요한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34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진흥원 연보 1984~1985』 (1986), 132쪽 

35 국립수산진흥원, 『국립수산진흥원 연보 1980~1981』 (1982), 174쪽. 

36 김헌규, “황소개구리의 生態,” 『한국생활연구원논총』 제8집 (1972), 67-92. 

37 김헌규,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養殖에 關한 硏究,” 『한국생활과학연구원논총』 제10집 

(1973), 173-200. 

38 김헌규, “황소 개구리 種蛙의 室內飼育,” 『한국생활과학연구원논총』 제15집 (1975), 2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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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규의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황소개구리의 먹이원에 대한 것이다. 김헌규는 

“황소개구리가 잘 먹는 동물은 가재, 붕어, 미꾸라지, 곤충(모기, 파리, 귀뚜라미 등), 

지렁이, 달팽이, 게, 새우, 지네, 노래기 등이며, 미꾸라지 등의 민물에 사는 작은 

물고기와 작은 개구리, 새우 등 움직이는 작은 동물이면 무엇이나 잘 잡아먹는다”고 

밝혔다. 39  또한, 김헌규는 “황소개구리는 자기 새끼도 잡아 먹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40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충분한 먹이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김헌규는 황소개구리가 자기 새끼뿐만 아니라 다른 개구리들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황소개구리가 다른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헌규의 관심은 황소개구리가 양식용 식용개구리로서 가지는 

가치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개구리류를 비롯한 토종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에 이루어졌던 황소개구리 연구는 양식을 목적으로 

황소개구리를 한국의 환경에 토착화 시켜 대량 생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런 

경향은 외국에서 도입한 다른 생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어떤 조건에서 

잘 자라는지가 중요했지, 그들이 국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0년대에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황소개구리를 방류하는 

과정에서도, 방사된 황소개구리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는 사실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황소개구리가 해로운 생물이라는 인식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황소개구리 고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황소개구리는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졌다.  

황소개구리가 1970~1980년대 내내 식용개구리라고 불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황소개구리는 수출하기 좋은 식량 자원으로만 여겨졌다. 비록 황소개구리가 해로운 

                                           

39 김헌규, “황소개구리의 生態,” 71쪽. 

40 같은 논문,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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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로 인식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에도 해로운 생물에 대한 퇴치 사업은 활발히 

이루어졌다. 박정희 정부는 대대적인 쥐 퇴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41 , 기생충 구제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1966년에 기생충 질환 예방법을 제정하고, 보건사회부 

내에 기생충대책전문위원회를 조직했다. 1966년에 반포된 기생충 질환 예방법은 인분 

비료의 사용 금지, 기생충이 되는 중간 숙주의 수거 폐기 및 판매 금지 등의 방안을 

내세웠지만, 가장 큰 효과를 거둔 대책은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의무적인 검사였다. 42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모든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변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에서 기생충이 발견된 학생은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43 쥐는 양곡을 

갉아먹고 병균을 옮겼기 때문에, 그리고 기생충은 사람의 몸에 기생하여 질병을 

일으킴으로써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퇴치되어야만 하는 해로운 생물이었다. 

쥐와 기생충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해로운 생물로 간주된 것은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생물들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의 황소개구리는 이런 생물들과 

다르게 사람에게 유익한 생물로 간주되었고, 퇴치 사업의 대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3.3. 1970-1980년대 한국에서 황소개구리의 위상  

1970~1980년대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황소개구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량 자원이라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출이 

용이한 상품이라는 점이었다. 1975년에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에서 발간한 

『새마을교재』에는 당시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장이었던 전승규가 쓴 식생활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승규는 한국의 1인당 경지면적이 0.08ha로 세계 평균치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구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쌀 소비량을 자급자족할 

                                           

41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김근배, "생태적 약자에 드리운 인간권력의 자취-박정희시대의 쥐

잡기운동," 『사회와 역사』 제87권 (2010), 121-161을 참고할 것.  

42 이순형, "우리나라 기생충 질환의 변천사," 『대한의사협회지』 제50권 제11호 (2007), 939쪽. 

43 보건복지부,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기생충 구제사업(1969-1995)』 (2014),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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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44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식인 쌀 소비를 줄이고 쌀 중심의 

식습관에서 놓치기 쉬운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를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5  이와 

관련하여, 전승규는 하루 평균 열량과 영양소 섭취량에 대한 세부적인 목표치도 함께 

제시했다.46 이것은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평균 열량을 2,800cal에서 3,000cal로,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을 73g에서 80g으로, 칼슘을 360mg에서 600mg으로 늘리고, 비타민 A, B, C 

역시도 기존의 섭취량보다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중 주목할 부분은 동물성 

단백질의 1인당 하루 평균 섭취량을 기존 7g에서 30g으로 늘린 것과 육어란류의 하루 

평균 섭취량을 38g에서 120g으로 늘린 것이다. 이것은 쌀에서 밀로 주식을 바꾸는 

혼분식장려운동과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다. 밀이 쌀에 부족한 단백질을 일부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성 단백질은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와 어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전승규도 “질이 좋은 단백질과 지방의 [공]급원은 동물성 식품으로 국민의 경제적 문제와 

아울러 축산과 수산업 등 산업의 발전에 크게 관련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로 간단하게 그 

필요량을 확보하기는 힘든 문제”라고 지적했다. 47  실제로 보건사회부에서 발표한 

1975년의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인당 하루 

평균 80.19g의 단백질을 섭취했지만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섭취량은 65.21g에 

불과했다. 48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은 더 큰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44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새마을교재(부녀지도자과정)』 (1975), 186쪽. 

45 박정희 시대의 식생활 개선 사업의 논리는 대부분 혼분식장려운동과 관련이 있다. 영양학적인 

근거들도 대부분 쌀보다 밀이 영양학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박정

희 시대에 이루어진 혼분식장려운동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상희,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의적 총

동원체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 혼분식장려정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를 

볼 것.  

46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새마을교재(부녀지도자과정)』 (1975), 193쪽. 

47 같은 책, 187쪽. 

48 보건사회부, 『국민 영양 조사 보고서』 (1975),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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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1인당 하루 평균 32.75g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지만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14.15g에 불과했다. 대도시에서는 이상적인 비율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지만,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섭취량은 상당히 

부족했다.   

육류의 가격은 비쌌고, 급격하게 육류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공급 상의 어려움도 

생겨났다. 많은 사람들이 질 좋은 육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황소개구리와 

같은 외래 생물의 도입은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었다. 황소개구리 고기는 소고기에 

비해 지방 함유량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번식 

속도와 성장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다른 육류에 비해 비교적 싼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볼 때,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동물성 단백질의 우수한 공급원이 될 수 있었던 

황소개구리는 농민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었다. 황소개구리뿐만 아니라, 이후 

황소개구리와 함께 한국 최초의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된 큰입배스와 블루길도 

같은 이유 때문에 각광받았다. 게다가 이들 모두는 모두 강력한 번식력을 바탕으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공유하고 있었다.  

황소개구리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수출 상품으로도 우수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황소개구리 양식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1959년부터 강조된 황소개구리의 장점이었다. 춘천중학교의 생물 교사였던 정환섭과 

송병익은 황소개구리 암수 두 마리씩 네 쌍을 미국에서 들여와 3년 동안 사육을 통해 

개구리 450마리, 올챙이 3만여 마리로 증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49  이들은 황소개구리 

800마리를 사육할 경우 연간 367,800원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황소개구리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고급요리로 대량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전망이 밝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1976년에 미국은 2,772,578kg의 황소개구리 다리를 수입했다.50 경기도 

                                           

49 “수지 맞을 식용개구리 사육”, 『동아일보』, 1976. 3. 31. 

50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Ecology and management of the bullfrog』 (1984), p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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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에서 임호철이 운영하던 황소개구리 양식은 규모가 1만 평이나 되며, 약 20억 원의 

가치를 가졌다고 언론에 소개되었다. 51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소개구리가 고기, 

가죽, 기름, 내장에 이르기까지 용도가 매우 다양해 경제성이 높고, 사육도 아주 

간단하여 우리나라의 유휴수면 어디에서나 사육이 가능하다”고 황소개구리의 장점을 

소개했다. 황소개구리에 대한 언론 보도들은 황소개구리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면서, 그것이 가진 경제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처럼, 1970년대의 황소개구리는 영양학적으로는 단백질이 풍부한 우수한 식품이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수한 수출 상품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기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황소개구리의 뛰어난 환경 적응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다. 강력한 번식력과 탐식성을 바탕으로 한 황소개구리의 뛰어난 환경 

적응력은 오늘날 황소개구리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황소개구리의 

특성은 당시 1970년대 한국의 맥락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여겨졌다. 황소개구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랐고, 한 번에 약 1만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뛰어나고, 

성체까지 자라는 속도도 빨랐다.52 이런 황소개구리의 생물학적 특성은 양식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으로 여겨졌다. 우수한 수출 상품이자 식량 자원인 황소개구리가 

사육까지도 쉽다는 사실은 대중들에게 황소개구리가 더 큰 인기를 끌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이런 황소개구리의 특성은 박정희 시대의 녹색 혁명을 이끌었던 다른 생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는 병충해에 내성을 가지고 다수확이 가능한 신품종 

통일벼를 내세워 농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이태리 포플러 같은 외국에서 들여온 

속성수를 가지고 산림 녹화를 이루고자 했다. 황소개구리의 강력한 번식력과 적응력은 

통일벼와 속성수가 가진 특성과 유사했다. 다른 품종보다 생산성이 높은 통일벼, 다른 

                                           

51 “높은 수익 기대되는 식용개구리 양식 – 임호철씨 집념 9년의 결실”, 『매일경제』, 1980. 8. 23. 

52 김헌규, “황소개구리의 生態,” 73쪽.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토종 참개구리의 경우 평균적으

로 4,000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황소개구리는 한 번에 25,000개까지도 알

을 낳는다고 한다.   



24 

 

나무보다 번식이 잘되고 성장 속도가 빠른 속성수, 다른 개구리들보다 많은 알을 낳고 

자라는 속도가 빠르며 낯선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황소개구리는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황소개구리의 강력한 번식력과 적응력은 1990년대에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었지만, 1970년대 당시에는 박정희 정부가 추구하는 

“증산 체제”의 방향에 적합한 특성이었다.53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시기에 개구리 고기에 대한 수요는 한국에서도 상당했다. 

개구리가 몸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은 개구리를 남획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개구리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한국자연보호협회의 우한정 박사는 산개구리가 

몸에 좋다는 소문으로 인해 식용으로 애용되면서 서울 근교 지역과 설악산, 지리산 등에 

사는 산개구리가 무차별적인 포획으로 인해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했다. 54 

우한정은 당시 자연 보존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기 및 희귀 동식물 목록』 작성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해남 지역에 분포하는 양서류와 파충류의 생물상 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우한정은 경기도 포천군의 군산정호수 부근에서 잡히는 산개구리만 한 

달에 7만 마리 이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추세라면 곧 개구리가 멸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리와 모기 같은 기생충들을 잡아먹는 개구리가 사라지면, 기생충들이 활기를 

치는 등의 생태계 파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55  한국뿐 아니라 

프랑스와 중국 등지에서도 남획으로 인해 개구리가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들도 

비슷한 시기에 보도되었다.56  

남획으로 인해 개구리가 멸종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구리 고기의 인기는 식을 

                                           

53 박정희 시대 통일벼에 대한 논의는 김태호, 『근현대 한국 쌀의 사회사』 (들녘, 2017)을 참고; 산

림 녹화에 대한 논의는 문만용, "이중의 녹색혁명-박정희 시대 식량증산과 산림녹화-," 『전북사

학』 제36호 (2010), 155-184를 참고할 것.  

54 “관심밖의 야생동물 남획 자연생태 균형 깨지고 있다”, 『동아일보』, 1980. 12. 29. 

55 “동면개구리 남획 생태계 파괴”, 『동아일보』, 1984. 11. 28. 

56 “중공도 뱀, 개구리 남획 금지”, 『동아일보』, 1984. 5. 19.; “기호식품 소비 10배 늘어 불개구리 

멸종위기”, 『조선일보』, 198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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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개구리 고기 열풍에 대해, 당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의 

기생충학 교실 주임교수였던 조승렬은 보신 식품으로 인기 있는 개구리에 치명적인 

기생충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생식(生食)으로 섭취할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57 개구리 섭취에 대한 경고가 신문에까지 실렸다는 사실은 개구리 

고기의 인기가 얼마나 컸는지 방증한다. 1986년에 환경보전법이 개정되고 나서야 

개구리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개구리가 정력에 좋다는 소문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이자 본초학의 전문가였던 안덕균은 “정력 

식품으로 흔히 꼽히는 뱀, 개구리, 개고기 등은 고단백식을 섭취한다는 이점은 있을지 

몰라도 정력을 강화시킨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58  

보신 식품으로 소문나면서 1980년대에 멸종 위기에 처했던 토종 개구리들과 달리, 

황소개구리는 간혹 양식장을 탈출한 황소개구리들이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언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간혹 도심 공사장에서 황소개구리가 나타난다거나, 낚시를 하던 

와중에 황소개구리가 잡히는 사례들이 보도될 정도였다. 59  황소개구리들은 토종 

개구리들보다 크기가 열 배 이상 더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황소개구리를 보고 놀라곤 

했다. 황소개구리가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그것이 서서히 자연 생태계로 

유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하지만 1980년대에 황소개구리로 인한 생태계 교란 

문제를 다루거나 언급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당시 한국인들에게 황소개구리는 토종 

개구리에 비해 거대하고 독특한 생물에 불과했다. 황소개구리가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더라도, 근처 양식장에서 탈출한 것으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 

1980년대에도 황소개구리는 여전히 식용개구리라고 불렸고, 그것이 외래종이라는 사실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해로운 생물이라고 인식되지도 않았다. 

                                           

57 “중대 조승렬 교수 밝혀 뱀 개구리 생식 기생출 옮는다”, 『동아일보』, 1983. 8. 10. 

58 “몸에 좋다면 무엇이든 건강식품 바로알자”, 『동아일보』, 1987. 10. 14. 

59 “길이 41cm짜리 초대형 개구리 도심 공사장 땅파다 잡아”, 『경향신문』, 1984. 7. 21.; “45cm짜리 

대형개구리”, 『동아일보』, 1988. 4. 18.; “33cm 초대형개구리 강릉서 낚시에 걸려”, 『경향신문』, 

198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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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가 가까워지면서 황소개구리의 인기는 점점 식어갔다. 황소개구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많은 양식장들이 방치되기 시작했다. 일부 양식업자들은 몰래 

황소개구리를 주변 하천에 방류하기도 했다. 이후에 이루어진 황소개구리에 대한 

연구들은 황소개구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관리 부실의 문제가 겹친 이 시기에 

양식장의 황소개구리가 자연 생태계로 유출된 것이 이후에 생태계 교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60  이렇게 방류된 황소개구리들은 강력한 번식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국내 생태계에 적응했다. 당시에는 외래 생물로 인한 생물다양성 파괴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외화 벌이의 

수단이자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황소개구리는 서서히 생태계의 위협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1980년대에 토종 개구리가 처해있는 상황은 이후에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되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개구리 고기가 보신 식품으로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토종 개구리들이 

무차별적인 남획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 외에 도룡뇽과 맹꽁이 같은 

양서류들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1980년대에 황소개구리는 자연 생태계로 유출되면서 

개체수를 서서히 늘려가고 있었다. 비록 당시에 외래 생물로 인한 생물다양성 파괴 

문제나 생태계 교란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을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은 1980년대에도 이미 존재했다. 이전에는 보호받지 못했던 

양서류와 파충류가 1986년부터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는 

황소개구리는 언제든지 위협으로 변모할 수 있었다. 

 

  

                                           

60 환경부,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특성과 포획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쪽; 환경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집』 (2009),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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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생태계의 적이 된 황소개구리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의결된 

생물다양성 협약은 1990년대의 환경 인식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생태계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 중요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생물다양성 

협약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이것이 외래 생물에 의한 생태계 교란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국제 협약이라는 것이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강력한 번식력을 가진 침입 외래 

생물(invasive species)들이 생태계를 교란하여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외래 

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한국은 1994년 10월에 생물다양성 협약의 회원국으로 가입했는데, 당시에는 국내에 

분포하는 생물 자원의 현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외래 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나 생태계 위해성 평가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황소개구리는 큰입배스, 블루길과 함께 한국 최초의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1998년 2월에 지정되었다. 어떻게 황소개구리는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될 수 있었을까? 이 절에서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과거에 우수한 

식량 자원이자 수출 상품으로 여겨졌던 황소개구리가 어떻게 제거해야 할 해로운 생물로 

변모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1. 1990년대 한국 황소개구리 연구의 동향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황소개구리가 야생에서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황소개구리가 야생 상태에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황소개구리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블루길이 한강의 토종 

물고기를 공격하여 멸종위기로 몰고갔음이 보고되면서, 외래 생물이 일으키는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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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한국에서 황소개구리에 대한 첫 번째 연구는 당시 충북대학교 생물학과 

소속이었던 고흥선에 의해 이루어졌다. 설치류 연구자였던 고흥선은 야생상태로 

발견되는 황소개구리가 토착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충청북도 내 10개 시와 군을 대상으로 세 가지 조사(생태계 조사, 식성 조사, 개체수 

조사)를 실시했다. 61  생태계 조사에서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 중 황소개구리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종과 천적이 될 수 있는 종을 조사했고, 토종 개구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구리류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식성 조사에서는 

황소개구리의 위 내용물을 조사했으며, 개체수 조사에서는 이전에 황소개구리 양식장이 

존재했던 곳(충북 청원군 장암3구 호수)에서 황소개구리를 직접 투망으로 포획하여 

조사했다. 생태계 조사 결과, 황소개구리는 주로 청주시, 청원군, 영동군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황소개구리가 서식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먹이가 풍부했지만 

생물상의 차이는 없었다. 식성 조사 결과, 황소개구리의 위 내용물에서 모기, 파리, 

메뚜기, 미꾸라지 등을 발견했고 사육 실험을 통해 그것들을 먹이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흥선은 “황소개구리가 물고기나 양서류에 심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황소개구리가 해부용 및 식용으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현 

상태로 유지되거나, 줄어들더라도 토착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별로 없이 살아갈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62  흥미로운 점은 고흥선이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를 

포식한다는 사실과 황소개구리의 유무에 따라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토종 개구리의 

개체수가 현저하게 차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소개구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고흥선은 논문에서 “황소개구리가 

서식하지 않는 전라북도 완도 지역과 비교할 때, 토종 개구리류가 본 조사 지역인 

                                           

61 고흥선, 천태영, 노용석, “이입된 황소개구리가 토산생태계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Bulletin of 

the Natural Sciences(충북대학교) 5 (1991), 93-101. 

62 같은 논문,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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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보다 현저히 많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포획한 황소개구리를 토종 

개구리(참개구리, 옴개구리, 산개구리)와 함께 사육했을 때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를 

포식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63  그러나 고흥선은 황소개구리가 서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황소개구리가 서식하는 지역과 토종 개구리가 서식하는 지역에 분포하는 

생물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면서, 황소개구리가 생태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64  비록 고흥선이 논문에서 “황소개구리 숫자가 

늘어난다면 토종 개구리류의 수를 줄일 수 있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본다”거나 “사육 

실패에 따른 방사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1991년 당시에 고흥선은 황소개구리가 생태계에 미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65  

반면, 전북대학교 생물학과의 강언종은 고흥선과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강언종은 

고흥선과 마찬가지로 동물분류학 분야의 연구자였지만, 강언종의 주 연구 대상은 

어류였다. 강언종은 담수어인 잉어의 계통분류학 연구로 1991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어류에 대한 계통분류학적 연구와 생활사 연구를 이어갔다. 설치류와 포유류가 

주 연구 대상이었던 고흥선과 달리, 어류가 주 연구대상이었던 강언종에게 황소개구리는 

더 친숙한 생물이었을 것이다. 황소개구리는 강언종이 연구했던 담수어들과 서식지를 

공유하는 생물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황소개구리는 이미 진해양어장에서 유용 어종 

개발의 일환으로 다른 어류들과 함께 연구된 바가 있었다. 강언종은 1992년에 전북 고창 

지역을 중심으로 40마리의 황소개구리를 잡아 위 내용물을 보는 방식으로 황소개구리의 

생태에 대해 조사했다. 66  그는 이 연구에서 황소개구리가 곤충류, 어류, 연체 동물, 

개구리를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황소개구리가 주변에서 발견되는 거의 

                                           

63 같은 논문, 96쪽. 

64 같은 논문, 99-100쪽. 

65 같은 논문, 100쪽. 

66 강언종, “고창 인천강의 어류상과 황소개구리의 생태,” 『전북의 자연 연구』 제1집 (199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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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생물들을 먹이 생물로 이용하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했다.  

2년 후인 1994년, 강언종은 윤창호와 함께 황소개구리에 대한 추가 연구를 발표했다.67 

윤창호도 강언종과 마찬가지로 어류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자였다. 그들은 경기도와 

비무장 지대를 제외한 한국 전역을 대상으로 황소개구리의 분포 조사를 실시해서 강원도 

영동 지방과 영서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서 황소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68 또 이들은 황소개구리의 식성 조사를 위해 138마리를 해부하여 위 내용물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황소개구리 성체는 전체 287개체의 생물을 섭취하였으며, 먹이 

생물의 분포는 곤충(73.2%), 거미(7%), 갑각류(4.99%), 양서류(3.5%), 연체동물(2.8%), 

어류(2.1%) 순으로 나타났다. 69  강언종과 윤창호가 조사한 황소개구리 중에는 뱀을 

잡아먹은 개체도 있었다. 강언종과 윤창호는 식성 조사뿐만 아니라 사육 실험을 

통해서도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 강언종과 윤창호는 황소개구리의 분포 밀도가 높은 지역에 토종 개구리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강언종과 윤창호는 캘리포니아에서 황소개구리와 

같은 서식지를 공유했던 다른 개구리 종이 절멸했고 비교적 다른 서식지를 공유하던 

종도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어류 연구자 모일(Peter B. Moyle)의 1973년 논문을 

인용하면서, 토종 개구리가 황소개구리에 의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70  

고흥선은 “황소개구리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토산 개구리류의 수를 줄일 수 있는 

                                           

67 강언종, 윤창호, "도입종 황소개구리의 국내 정착과 분포," 『한국자연보존협회 연구보고서』 제13

집 (1994), 231-250. 

68 같은 논문, 245쪽. 

69 같은 논문, 246쪽. 

70 같은 논문, 247쪽; 강언종과 윤창호가 인용한 논문의 자세한 내용은 Peter B. Moyle. "Effects of 

introduced bullfrogs, Rana catesbeiana, on the native frogs of the San Joaquin Valley, 

California," Copeia (1973), 18-22를 참조할 것.  



31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지만, 71  “한국의 황소개구리의 경우 해부용 및 

식용으로도 잡혀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숫자가 현상태로 유지되거나, 감소되더라도 토산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별로 없이 살아가게 되리라고 판단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72 

반면, 강언종과 윤창호의 연구는 황소개구리가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했다. 강언종과 윤창호는 담수에서 주로 분포하는 황소개구리가 해수와 

혼합되는 지역에서도 대다수 발견될 정도로 뛰어난 환경 적응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챙이 포획이나 알 제거처럼 황소개구리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73  

 어류가 주 관심사였던 강언종과 윤창호의 연구는 설치류가 주 관심사였던 고흥선의 

연구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었다. 고흥선의 조사범위는 

충청북도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강언종과 윤창호의 조사는 전국에 분포한 

황소개구리에 대한 것이었다. 고흥선이 황소개구리 한 마리의 위 내용물을 가지고 

황소개구리의 식성을 파악한 것과 달리, 강언종과 윤창호는 총 138마리의 위 내용물을 

조사했다. 고흥선은 황소개구리가 미꾸라지, 모기, 파리, 메뚜기를 잡아먹는다는 사실만 

밝혀냈지만, 훨씬 더 많은 개체를 해부한 강언종과 윤창호는 황소개구리가 곤충, 거미, 

갑각류, 양서류, 연체동물, 어류뿐 아니라 뱀까지도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언종과 윤창호, 고흥선 모두 사육 실험을 통해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강언종과 윤창호만이 황소개구리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적극적으로 제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6년에는 고려중학교 교사였던 정회함과 박용오는 제42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특성과 이용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74 정회함과 박용오는 전남 

                                           

71 고흥선, 천태영, 노용석, 앞 논문, 99쪽. 

72 같은 논문, 100쪽. 

73 강언종, 윤창호, 앞 논문, 248쪽. 

74 정회함, 박용오,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특성과 이용에 관한 연구,” 『제42회 전국과학전람회(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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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일대에서 황소개구리의 분포를 관측했고, 올챙이는 매년 1㎡당 세 마리 정도, 

성체는 1㎡당 한 마리 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이전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정회함과 박용오도 황소개구리 76마리를 해부하여 식성을 파악했다. 식성 조사 결과, 

황소개구리는 547개체의 생물을 섭취했으며, 곤충의 유충과 성충(58.5%), 복족류(12.6%), 

어류(10.2%) 순으로 나타났다. 75  그 외에도 거미, 지네, 갑각류, 양서류가 먹이 생물로 

발견되었으며, 뱀도 한 개체가 발견됐다. 심지어 황소개구리는 비닐 조각이나 종이 

조각을 섭취하기도 했다. 식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회함과 박용오는 황소개구리의 

무작위적인 탐식성이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소개구리가 한국산 개구리를 다수 섭취하는 것으로 보아 지금까지의 생태계에서 

우점종으로 존재했던 한국산 개구리들은 도태되고 황소개구리가 완전한 우점종이” 

되리라는 것이다.76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정회함과 박용오는 황소개구리가 양식장에 입히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참게 양식장 주변에서 포획한 황소개구리의 위 내용물에서 

참게가 평균 일곱 마리 발견되었고 새우 양식장 주변에서 포획한 황소개구리의 위 

내용물에서 새우가 평균 50마리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황소개구리가 생태계뿐만 

아니라 양식장에 미치는 피해도 크기 때문에 인위적인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낚싯대, 덫, 끈끈이, 그물을 이용한 황소개구리 포획 방법과 효율적인 

포획 방식, 포획한 황소개구리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회함과 박용오는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정회함은 이후 

환경부의 황소개구리의 연구에도 참여하게 된다. 그들은 대학의 전문적인 연구자는 

아니었지만,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했다.   

황소개구리에 대한 연구는 정부 기관에서도 이루어졌다. 1996년에 국립환경연구원(현 

                                           

수산분야)』 (1996). 

75 같은 논문, 4쪽.  

76 같은 논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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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생태계 조사에서 황소개구리는 귀화 어류 조사의 일환으로 

함께 조사됐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귀화 식물과 귀화 어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화 어류 조사 과정에서 황소개구리의 전국적 분포만 함께 확인했다. 연구자들은 

“황소개구리가 어류 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황소개구리의 생태를 고려할 때 같은 양서류 혹은 파충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77  

상술한 1990년대의 황소개구리 연구들은 1970년대에 김헌규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 

연구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김헌규가 주도한 1970년대의 연구는 우수한 식량 

자원인 황소개구리를 한국의 생태계에 잘 적응시킬 방법의 모색을 목표로 했다. 반면, 

1990년대 초부터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황소개구리가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1991년에 발표된 고흥선의 연구는 

황소개구리가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에 발표된 

연구들은 황소개구리 해부를 통한 식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황소개구리의 탐식성이 

심각한 생태계 교란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특히, 1994년에 발표된 강언종과 

윤창호의 연구와 1996년에 발표된 정회함과 박용오의 연구에서는 황소개구리가 

천적으로 알려진 뱀마저도 포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70년대의 황소개구리가 

우수한 식량 자원이자 수출 상품이었던 것과 달리, 1990년대에는 황소개구리가 초래하는 

생태계 문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황소개구리가 수많은 토종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황소개구리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위적인 제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소개구리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토종 개구리와 천적으로 

알려진 뱀을 잡아먹는다는 연구 결과는 황소개구리의 인위적인 제거에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1990년대 연구들에서 제시된 황소개구리의 식성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77 국립환경연구원, 『귀화생물에 의한 생태계 조사 (Ⅱ)』 (1996),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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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주장한 황소개구리의 위험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1994년 강언종과 윤창호의 논문은 138마리의 황소개구리를 해부하여 황소개구리가 먹이 

생물로 287개체를 이용했다는 식성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먹이 생물 중 곤충의 

유충과 성충이 209개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실제 먹이로 섭취한 양서류는 10개체에 

불과했다. 뱀을 잡아먹은 것도 확인되었지만, 그것은 단 한 개체에 불과했다. 1996년 

정회함과 박용오의 연구는 76마리를 해부하여 황소개구리가 먹이 생물로 547개체를 

이용했다는 식성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먹이 생물 중 곤충의 유충과 

320개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먹이로 이용한 양서류는 23개체에 불과했다. 뱀을 

잡아먹은 것도 확인되었지만, 마찬가지로 한 개체에 불과했다.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황소개구리 성체가 포식한 양서류 중 가장 많은 개체를 차지하는 

것은 황소개구리 올챙이였고, 자신보다 작은 황소개구리 성체를 포식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78 1997년에 임업연구원에서 실시한 황소개구리 식성 조사에서도 황소개구리의 

먹이 생물 중 개구리류는 4.5%, 뱀류는 0.2%에 불과했다. 79  황소개구리가 먹이로 삼은 

개구리류 중에서는 황소개구리 새끼가 가장 많았고, 참개구리, 두꺼비 순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봤을 때,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와 뱀을 잡아먹긴 

했지만, 그 먹이 생물 중 토종 개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었으며 뱀의 경우에는 

먹이로 사용했다는 사실만 간신히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다. 특히 황소개구리가 먹이로 

이용한 양서류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이 토종 개구리가 아닌 같은 

황소개구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황소개구리가 잡아먹은 토종 개구리의 수는 매우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시기의 연구들은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와 뱀을 비롯한 

토종 생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는 탐식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황소개구리가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방식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 밝혀내지는 못했던 것이다.80 실제로 황소개구리의 생태계 위해성에 대한 

                                           

78 정회함, 박용오. 앞 글, 4쪽. 

79 김혜숙, “도입종 황소개구리의 생태와 구제 방안,” 『임업정보』 제72호 (1997), 52-53쪽. 

80 이 시기의 연구들에서 진행했던 식성 조사는 먹이 분류 단위가 강(class) 또는 목(order)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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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오늘날까지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81 

 

그림 2. 뱀을 잡아 먹는 황소개구리  

(출처 : KBS 일요스페셜 『황소개구리 대역습』, 1997년 7월 20일 방영) 

                                           

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먹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황소개구리가 어떤 방

식으로 토종 개구리 개체군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황소개구리의 

먹이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에는 박창득, et al. “가항늪에 서식하는 황소개구리(Lithobates 

catesbeianus)의 먹이원 분석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지』 제32권 제1호 (2018), 55-65가 있으며,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인 금개구리의 개체군의 감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힌 연구는 

2010년이 되어서야 발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Ra Nam-Yong, et al. "Habitat associations of the 

endangered gold-spotted pond frog (Rana chosenica)." Zoological Science 27.5 (2010), 396-401을 

참고할 것.  

81 국립생태원 생태안전연구실 외래생물연구팀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모니터링 사업을 총괄하는 

선임연구원 김수환은 “황소개구리의 생태계 위해성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내용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의 감소를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또한 현재에도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판단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2020. 5. 18. 김수환과의 인

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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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황소개구리는 토종 개구리의 멸종을 초래하고 

천적조차 없는 생태계의 무법자로 여겨졌다. 황소개구리 연구를 수행했던 연구자들은 

국내 생태계의 질서를 해치는 황소개구리를 인위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황소개구리는 한국 최초의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 중 하나로 지정되었고, 국가 차원에서 

제거해야 할 생물이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황소 개구리 퇴치 행사가 열렸고, 국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퇴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황소개구리가 일으키는 생태계 교란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인들은 황소개구리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인식하고 퇴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이 문제는 과학적인 근거뿐 아니라 1990년대 당시 황소개구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한국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4.2. 1990년대 한국의 상황과 황소개구리에 대한 인식 변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문제를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했다. 처음 문제가 되었던 외래 생물은 큰입배스와 블루길이었다. 

1989년부터 큰입배스와 블루길에 의해 토종 어류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들이 보도됐다. 1990년에 실시한 한강 생태계 조사에서, 3년 사이에 28종의 토종 

어류가 사라지고 블루길과 큰입배스 같은 외래 어종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이 

밝혀졌다.82 팔당호의 유입 하천인 경안천과 수동천에서는 1989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블루길과 큰입배스가 발견되었으며, 육식성이 강한 큰입배스와 블루길이 토종 

물고기들을 잡아먹어 팔당호 유역 어류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83  신문사와의 인터뷰에 응한 한 어민은 팔당호에서 잡히는 물고기 

                                           

82 “한강 담수어 28종 자취 감춰”, 『조선일보』, 1990. 12. 22. 

83 전상린, “팔당호유입하천의 어류상 변화에 관하여 – 경안천, 수동천을 중심으로 –,“ 『자연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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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마리 중 9마리는 블루길과 큰입배스라고 말하면서, 토종 물고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탄했다.84  

황소개구리의 생태계 교란 문제를 언급하는 기사는 1992년부터 등장했다. 이 무렵의 

황소개구리에 대한 언론 보도의 양상은 1970년대와 완전히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  

 

이 초대형 개구리는 저수지 등에 살면서 곤충과 물고기는 물론 토착개구리와 게, 작은 새 등 

주변의 생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데다 천적마저 드물어 생태계 먹이 사슬을 뒤흔들고 

있다.85  

 

황소개구리들이 퍼지면서 청개구리, 참개구리, 무당개구리 등 우리 고유의 토종 개구리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들판의 새로운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 덩치가 워낙 크고 

성격도 공격적이어서 개구리의 천적인 뱀조차 어쩌지 못한다는 말까지 퍼지고 있다.86  

 

과거에는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는 황소개구리의 습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멸종위기에 처해있던 양서류와 파충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형성되고, 양식용 

생물이었던 황소개구리가 자연 생태계로 유출되면서,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는 

황소개구리의 습성은 과거와 달리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환경청은 1989년 3월에 

92종의 특정야생동식물을 고시하고, 대상 생물에 대한 포획을 금지함과 동시에 해외 

반출을 엄격히 규제하였다.87 92종의 특정야생동식물 중에는 12종의 양서류와 파충류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토종 개구리인 금개구리가 속해있었다. 1993년에 추가로 지정된 

                                           

제70권 (1990), 19-23. 

84 “북미산 육식어종 배스오블루길 팔당호 점령 토착 어종 씨 말려”, 『한겨레』, 1991. 5. 10.  

85 “외래 개구리 생태 위협”, 『한겨레』, 1992. 8. 16.  

86 “생태계가 흔들린다 환경르포 (5) 황소개구리”, 『경향신문』, 1993. 10. 23.  

87 “남생이 모시나비 송다리 풍란 등 92종 특정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 『한겨레』, 1989.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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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야생동식물에는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수원청개구리가 포함되었다. 

양서류와 파충류가 멸종 위기에 놓여 포획과 반출이 엄격히 금지된 상황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는 황소개구리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부정적으로 

변했다.  

1990년대에 한국이 가입한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국제 협약들은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를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황소개구리가 일으키는 생태계 교란 문제와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한국은 1993년에 

CITES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워싱턴 협약(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가간 교역에 

관한 국제적 협약)에 가입하였고, 1994년에는 생물다양성 협약에 가입했다. 생물다양성 

협약은 한 국가가 보유한 유전 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에서 무단으로 

그것을 개발하거나 약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88  이렇게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을 한 

국가에 귀속된 자원으로 인정하는 협약이었다. 이 협약은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생물의 교류를 엄격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원활한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는 유전 

자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했다. 또한,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기 때문에, 

유용한 유전 자원은 그 자체로 국가적인 이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유용한 유전 

자원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일은 국가 차원에서 중요했고,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침입 

외래 생물을 관리하는 일은 유전 자원의 보호 차원에서 중요했다. 

1997년에 발표된 제1차 생물다양성국가전략 보고서를 보면, 생물다양성과 유전 자원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의 

대부분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농업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관광, 휴양자원 및 유전 자원 등 유용 생물 자원의 분포, 이용현황, 

변화 추이 등 지속적인 조사 실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88 생물다양성 협약 2조에 의하면, “유전자원”은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을 뜻한

다. “유전물질”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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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구성 요소 분포 상태 파악”, “토착종, 희귀종, 멸종위기야생종, 보호 야생종 및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종의 현황과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와 같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89 즉,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는 가치 

있는 생물을 찾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으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가진 생물을 찾아내고 보호해서 국가적 차원의 손실을 

막는 일이었다.   

1997년 7월에 한국이 가입한 람사르 협약은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는 일에 또 다른 

정당성을 부여했다.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용늪이 한국 최초의 람사르 협약 습지로 

지정되었고, 1998년 3월에는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우포늪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 

람사르 협약은 이런 습지를 보존해야 함을 명시했는데, 당시 환경부는 “국제적으로 

생태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포늪이 낚시 및 쓰레기 불법투기,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 등 외래종의 번식으로 생태 질서가 파괴돼 습지로서 위상 상실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12월까지 우포늪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90 또한, 우포늪에 황새 공원을 유치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황새의 

장점을 황소개구리 퇴치에서 찾았다. 한국교원대 생물학과 소속이었던 김수일은 “황새는 

주로 개구리 뱀 등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황소개구리의 유일한 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황새 공원의 효율성을 주장했다.91 당시 환경운동연합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최열도 황새 공원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황새는 늪지 생태계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재 우포에 침입한 황소개구리의 퇴치에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92  

당시 우포늪에서 이루어진 황소개구리 퇴치 대회에 참여했던 A씨는 황소개구리를 

                                           

89 환경부, 『생물다양성국가전략』 (1997), 29쪽. 

90 “신음하는 우포늪”, 『한겨레』, 1998. 10. 3.  

91 “우포늪에 황새공원 추진”, 『부산일보』, 1998. 1. 9. 

92 “[만남]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 『부산일보』, 1998.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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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 일이 곧 생태계 보호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당시엔 집도 가깝고 하니까, 애들 교육 차원에서 겸사겸사 참여했지. 그때가 한참 람사르 협약 

때문에 우포늪이 유명해지면서 관광 많이 갔거든. 황소개구리가 우포늪을 다 망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황소개구리를 잡아야만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하길래, 다들 열성적으로 

참가했지.93 

 

A씨의 말처럼, 우포늪의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는 일은 우포늪 생태계의 파괴를 막는 일로 

여겨졌다. 람사르 협약의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우포늪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져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습지 생태계의 질서를 해치는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는 일은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논리 아래에서 쉽게 정당화 될 수 있었다.  

위에서 설명한 국제 협약뿐만 아니라, 1990년대 당시 한국 사회의 상황도 

황소개구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강력하게 

세계화를 추진했다. 김영삼 정부는 “21세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세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94 

1994년과 1995년의 대통령 신년사에는 김영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세계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다. 

 

우리는 그 동안 이룩한 변화와 개혁을 다지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중략) 좁은 생각, 닫힌 문을 열고 협력하면서 경쟁하는 저 넓은 

세계로 자신 있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중략) 국제화 개방화가 주는 도전을 

                                           

93 98년 당시 우포늪에서 벌어진 황소개구리 퇴치 운동에 참여했던 A씨와의 인터뷰, 2020. 5. 12. 

94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14504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434#0000, 

2020. 6. 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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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진운의 좋은 기회로 살려나가야 하겠습니다.95  

세계화는 우리 민족이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의 중심에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96  

 

정부가 강력하게 세계화를 추진한 것과 반대로, 민간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가 19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이루어진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었다. 값 싼 수입산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국내 농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특히 한국인의 주식인 쌀 시장의 

개방은 농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할 정도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반발은 컸다. 김영삼은 “국제사회 속에서의 고립 보다는 

경쟁과 협력을” 해야 하며,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쇄국보다는 개국”이라고 

연설했다.97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래의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거세져 가기만 

했다. 쌀 시장 개방으로 대표되는 외래의 위협은 당시 한국인들에게 모든 외래의 것에 

대한 커다란 반감을 심어주었다. 이런 반감은 주로 쌀 시장 개방을 주도 했던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났다.98 

세계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에 대응하여,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가 한국인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런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도 한국 민족의 우수함, 

유구한 역사, 민족적 저력을 가진 한국인은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을 

                                           

95 김영삼, “1994년 신년사 : 세계와 미래로 향한 개혁과 전진”, 

(http://15cwd.pa.go.kr/korean/data/expresident/kys/speech1.html, 2020. 4. 30. 접속) 

96 김영삼, “1995년 신년사 : 세계와 미래로 함께 달려갑시다”, 

(http://15cwd.pa.go.kr/korean/data/expresident/kys/speech2.html, 2020. 4. 30. 접속) 

97 김영삼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쇄국보다 개국이 우리의 나아갈 길”, 『서울신문』, 1993. 12. 

10. 

98 “나주(羅州) 트랙터50대 반납 시위”, 『조선일보』, 1993. 12. 8.; “일부는 경찰과 공방(攻防) 서울역

(驛)집회”, 『조선일보』, 1993. 12. 8.; “전국서 또 쌀집회/범대위/국회에 수입개방 비준거부 요구”, 

『세계일보』, 199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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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쳤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와 개방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우리의 것’이 가지는 

우수성을 함께 강조했던 것이다. 99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임권택의 영화 

<서편제>,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신토불이의 

논리가 모두 이 시기에 등장하고 강조되었다. 인류학자 권숙인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내세우는 것이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방어지로서 

숭고한 역할을 가지고, 영화, 출판물 등에 투영되어 그 어떤 다른 주제들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풍부한 개발 가능한 상품”으로 등장했다고 평가했다.100  

종합해보면, 1990년대의 한국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대표되는 세계화로 인해 

‘외래’에 대한 반감이 기저에 깔려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우리 것’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생물종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생물다양성 협약 가입을 준비하면서 국내에 분포하는 

생물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국내에 분포하는 생물 현황을 조사하는 일은 가치 

있는 생물을 찾아내는 일이기도 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가진 우수성을 발굴하는 

것처럼, 토종 생물이 가진 가치를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침입 외래 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형성되어 있었던 외래에 대한 반감은 한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생물에게도 투영되었다. 가치 있는 토종 생물을 잡아 먹어 토착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 생물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욱 강해졌다. 외래 생물로 인해 

위기에 처한 토종 생물의 모습은 외래 문화를 선망하는 사회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다.101 

                                           

99 김수자, “민주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 6월항쟁~김대중 정권,” 『사회과학연구』 제14

권 (2006), 66쪽. 

100 권숙인, “소비사회와 세계체제 확산 속에서의 한국문화론,” 『비교문화연구』 제4권 (1998), 197

쪽. 

101 “식생(植生) 제국주의(帝國主義)”, 『조선일보』, 1993. 10. 07.; “왜 토종이 외래종 앞에 무력해지

나”, 『서울신문』, 199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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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1990년대의 맥락 속에서 황소개구리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외래 

생물로 낙인이 찍혀졌다. 황소개구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신문기사, 문학작품 

등지에서 황소개구리를 표현하는 방식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문 기사 속에서 

“우포늪의 무법자”, “생태계의 반란군”과 같은 비유적 표현들이 황소개구리에 붙여졌고,102 

황소개구리는 한국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또한, 외래 생물로 인한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에는 어김없이 황소개구리의 사례가 제시되었다.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함께 들어올지도 모르는 해충의 피해에 대해 경고하는 기사나, 

안전 검증이 되지 않은 외래 미생물 발효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기사에서도 외래 

동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로 황소개구리의 사례를 제시했다. 103  토종 작물의 보호를 

촉구하는 글에서도 황소개구리는 “돈에 눈이 먼 사람”과 함께 토종 생물을 사라지게 한 

범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104 

황소개구리는 자신의 습성 때문에 일종의 비유적 표현으로도 사용되었다. 국내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매도하여 주가폭락을 일으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황소개구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외래어로 인한 한글 파괴 문제를 표현하기 위해 외래어를 황소개구리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황소개구리의 습성은 외래의 위협이 가진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주가폭락의 주범으로 꼽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황소개구리」로 불린다. 뱀과 물고기 등 닥치는 

대로 잡아 먹는 식성을 가진 황소개구리처럼 종목과 가격을 따지지 않고 팔아치우고 있기 

                                           

102 “생태계가 흔들린다 환경르포 (5) 황소개구리”, 『경향신문』, 1993. 10. 23.; “신음하는 우포늪”, 

『한겨레』, 1998. 10. 3. 

103 “병충해도 수입개방인가”, 『매일경제』, 1993. 1. 30.; “미생물 발효제 안전검사 미필”, 『한겨레』, 

1995. 3. 15. 

104 “8년간 토종작물 74% 멸종 보호대책 시급 한국토종연구회 창립 하용웅 회장”, 『동아일보』, 

199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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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105 

  

자연 생태계를 마구 침해하는 ‘황소개구리’처럼 홍수같이 밀려드는 외래어는 우리 말밭 구석구석에 

파고들어 우리말의 생명력을 위협하고 있다.106 

 

1990년대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문학계에서도 환경생태문학이 

중요한 담론으로 등장했는데, 황소개구리는 이런 문학 작품에서도 등장했다. 환경문제를 

주제로 작품을 발표한 대표적인 작가 한승원은 『황소개구리』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승원은 『황소개구리』에서 사람들이 가진 왜곡된 욕망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간 본성의 폭력성과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는데, 여기에서 황소개구리의 

왕성한 번식력과 식욕은 인간의 추악한 욕망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107 

 

벌써 오래 전에 황소개구리들은 이 안개울을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평정했다. 재래종 참개구리나 

옴개구리나 북방산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물뱀도 꽃뱀도 없어지고 붕어나 

쏘가리도 없어지고 피라미나 소금쟁이나 우렁이도 없어져 갔다. 가물치도 없어져 갔다. 엎어놓은 

철제 프라이팬만한 황소개구리들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었다.108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 동화에서도 황소개구리는 등장했다. 환경부 선정 우수 도서에 

뽑히기도 했던 『황소개구리와 금두꺼비』는 평화로운 저수지를 침범하여 주변의 모든 

생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황소개구리와 그에 맞서는 금두꺼비들의 이야기를 다룬 

동화였다. 광복 이후 세종대왕 기념관 「집현전학사도」, 국회의사당 벽화 

                                           

105 “증권시장 새 유행어 증권가의 ‘황소개구리’ 아십니까”, 『경향신문』, 1997. 11. 1. 

106 김서기, “말밭의 잡초와 황소개구리,” 『한국논단』 제98권 (1997), 195쪽. 

107 김춘규, "한승원 소설에 나타난 생태학적 양상 고찰," 『문학과환경』 제12권 2호 (2013), 38쪽. 

108 한승원, “황소개구리”, 『한승원 중오단편 전집 6오검은댕기두루미』 (문이당, 1999),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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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천지도」를 그린 것으로 잘 알려진 화가 월전 장우성이 「황소개구리」라는 

제목으로 뱀을 잡아 먹는 황소개구리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다. 장우성이 쓴 

화제(畫題)에는 무분별하게 도입된 황소개구리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한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09  한승원의 『황소개구리』, 동화 『황소개구리와 금두꺼비』, 장우성의 

「황소개구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황소개구리의 모습은 당시 한국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법자 황소개구리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림 3. 월전 장우성의 1998년작 황소개구리  

(출처 : 이천시립월전미술관, http://www.iwoljeon.org, 2020. 6. 5. 접속) 

                                           

109 “한강물은 본래 맑고 고요해 물고기와 자라들의 천국이었다. 바위 위에 청개구리 울고 여울에

는 붕어와 잉어가 뛰어 놀았다. 따뜻한 봄이면 송사리 태어나고 맑은 가을날 쏘가리 살 오른다. 

하루아침에 낯선 도적 뛰어들어 못과 늪에 큰 난리가 일어났다. 뛰어든 자 그 누구냐? 수입해 온 

황소개구리 그 놈이다. 몸통은 크고 성질이 포악해서 도처에서 광란을 부리니, 뱀장어는 바위 밑

에 숨고 개구리는 풀섶으로 도망친다. 독사도 항거하다 어쩔 수 없이 커다란 입에 먹히고 만다. 

금수강산 삼천리 신음소리 없는 곳이 없도다. 외래종의 화가 가공할 정도로 참혹하니, 실상은 인

재로다. 이미 주객이 전도되었으니. 그 화가 어찌 벌레와 물고기에게만 미치겠나? 슬프도다 약한 

자의 한, 오호라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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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개구리가 일으키는 생태계 교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공중파 방송의 

다큐멘터리에서도 황소개구리가 방송되었다. 1996년에 방영된 EBS의 다큐멘터리 『한국의 

파충류(2)』에서는 파충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황소개구리를 소개했다.110 

1997년에 방영된 KBS의 다큐멘터리 『황소개구리 대역습』에서는 황소개구리가 일으키는 

생태계 교란 문제의 실태를 다뤘다. 『황소개구리 대역습』은 양식장에서 살던 

황소개구리가 생태계로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었다. 진해내수면연구소에서 

황소개구리를 분양 받아 전라남도에서 1976년부터 최초로 황소개구리 양식을 시작한 

전종석은 황소개구리 판로가 막히자 전라남도 측이 “해결 방법이 없으니 풀어줘 

버려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1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내수면연구소(과거 

진해양어장)에서는 황소개구리의 증식 사업을 이어갔다. 한 쪽에서는 포기하고 한 

쪽에서는 강행하는 상황 속에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이루어진 무분별한 

증식 사업은 황소개구리가 생태계로 유출되는 데 일조했다.  

황소개구리를 비롯한 외래 생물이 일으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환경처는 CITES의 규제대상종이 아닌 개구리목, 거북목, 뱀목에 

속한 모든 생물들을 자연 생태계 위해 동물로 지정하고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시켰다.112 환경처는 “새롭게 지정된 위해 동물 대부분이 육식성이어서 방치될 경우 

국내 보호종 멸종, 유전자 교란, 생태계 파괴, 기생충 전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113 

황소개구리에 관한 1990년대의 중요한 정책적 변화는 1994년에 발표된 

『환경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환경백서』는 한 해 동안 수행된 환경 정책을 총 

                                           

110 “파충류가 미치는 영향”, 『조선일보』, 1996. 2. 2.  

111 “’황소개구리 대역습’ 생생한 다큐”, 『한겨레』, 1997. 7. 2. 

112 환경처, 「자연생태계위해동식물지정(환경처고시제1992-53호)」 (1992), 국가기록원 관리 번호 

BA0198208. 

113 “살아있는 개구리 수입 못한다”, 『한겨레』, 199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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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라하는 것으로, 1982년부터 매년 발간되어왔다. 그 중 1994년에 발간된 백서에는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된 외래종(황소개구리, 베스, 브루길)이 가세하여 국내생태계를 

교란함으로써 자연환경 문제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114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문제가 최초로 언급된 환경백서가 7월에 발간되고 

난 뒤, 환경처는 8월에 외래종 퇴치 계획을 발표했다.115  이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종을 퇴치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고려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1996년 7월 환경부는 국내 특산 동식물종 서식 현황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4종의 양서류(도롱뇽, 물두꺼비,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가 

“전국에서 크게 번식 중인 외래종 황소개구리와의 먹이획득경쟁에서 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들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많아 멸종 단계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116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환경부는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보호와 외래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117  개정안은 1997년 8월 28일에 

통과되었고, 개정된 내용의 골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118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래종을 퇴치하는 일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에 환경부는 1997년부터 외래종에 대한 본격적인 퇴치 작업을 시작했으며, 

그 중에서도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동원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1997년부터 이루어진 대대적인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의 양상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14 환경처, 『환경백서 1994』 (1994), 219쪽.  

115 “토종 울리는 황소개구리, 블루길 등 외래동오식물 없앤다”, 『중앙일보』, 1994. 8. 28. 

116 “도롱뇽오어름치가 사라진다”, 『경향신문』, 1996. 7. 4.  

117 “멸종위기 동물 광고 금지 생태계파괴 외래종 국내 반입도”, 『경향신문』, 1996. 11. 16. 

118 위 내용은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 이유에 설명되어 있다.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59765&ancYd=19970828&ancNo=05392&efYd=1998

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J39:0, 2020. 07. 2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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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황소개구리와의 전쟁 

 

 

환경사학자 조앤 쉘튼(Jo-Ann Shelton)은 생물 보존과 서식지 복원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동물 살해 행위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119  쉘튼은 19세기 미국에서 

유럽인들이 들소를 죽였던 일과 20세기의 복원주의자들이 서식지 복원과 환경 보호를 

위해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는 야생 양을 죽이는 일 속에 공통적인 논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인간의 이익에 따라 특정 생물종에만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판단에 따라 특정 종이 자연 환경에 들어맞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이런 판단은 인간의 이익과 종의 존재가 상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반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19세기 유럽인들이 들소를 사냥해서 죽인 

것은 들소가 황무지를 개간하는 데 있어 적합한 종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야생 양을 

죽이는 일은 이것이 복원주의자들이 원하는 환경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생물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복원주의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초목이 우거진 환경을 

생각했는데, 야생 양은 이런 환경을 파괴하는 존재였고, 따라서 복원주의라는 이념은 

이들을 죽이는 일을 정당화했다. 비슷하게, 토종 생물들을 잡아먹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는 일은 생태계 보호라는 맥락 아래에서 정당화 되었다.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자연 생태계에 황소개구리의 자리는 없었다.  

본격적인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1997년 4월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환경부는 황소개구리가 “곤충류, 어류, 양서류 등을 마구 포식하여 토착 생물종 감소와 

고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황소개구리는 번식력과 생명력이 

                                           

119 Jo-Anne Shelton, "Killing Animals that Don't Fit In: Moral Dimensions of Habitat 

Restoration," Between the species 13.4 (200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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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자연 상태에서 천적이 없어 인위적 퇴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20  이렇게 

시작한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환경부는 1998년 2월에 

황소개구리를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퇴치 사업에 나섰다. 

IMF 시기에는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이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공공 근로 사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절에서는 환경부 주도로 1997년부터 진행된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의 다면적인 양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5.1.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의 전개 

환경부는 퇴치 사업의 첫 단계로 전국의 학교와 관공서, 민간단체 등에 포스터를 

배포했다. 전국에 배포된 포스터는 황소개구리의 사진과 특성, 분포 현황,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환경부는 또 황소개구리 퇴치 본부를 

설치하고,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에 국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매달 24일을 황소개구리 소탕의 날로 정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황소개구리를 잡은 학생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각종 

축제에서 황소개구리 잡기 대회를 개최하여 환경부 장관 명의의 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군부대, 민간 환경 단체, 정치인, 시민 등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열린 

황소개구리 퇴치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퇴치 사업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20 총무처, 『국무회의록(제22회)』 (1997),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159828,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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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환경부에서 배포한 포스터 속 토종 개구리와 황소개구리의 생김새 차이 

(출처 : “황소개구리 일제소탕령”, 『경남신문』, 1997. 4. 11.)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들로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의 열기를 부추겼다. 언론은 

환경부가 황소개구리에 대한 포스터를 배포한 것을 “황소개구리와의 전쟁 선포”, “생태계 

파괴하는 황소개구리 소탕작전”, “황소개구리 ‘현상수배’”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보도했다. 121  환경부의 대대적인 황소개구리 퇴치 활동은 “황소개구리 소탕 민관군 

나섰다”, “모두 잡아라!”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122  환경부도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의 성공을 위해 “TV, 라디오, 일간신문, 잡지 등에 황소개구리 퇴치 관련 인터뷰, 

기고 등 대국민 홍보 강화” 전략을 세웠다. 123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중 매체가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언론 

보도에서 퇴치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고려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효과적이고 

                                           

121 “황소개구리와의 전쟁 선포”, 『중앙일보』, 1997. 4. 12.; “생태계 파괴하는 황소개구리 소탕작전”, 

KBS, 1997. 4. 11.; “황소개구리 ‘현상수배’”, 『경향신문』, 1997. 4. 12. 

122 “황소개구리 소탕 민관군 나섰다”, 『세계일보』, 1997. 5. 22.; “모두 잡아라!”, MBC, 1997. 5. 24. 

123 총무처, 앞의 책,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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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황소개구리 개체수 제어 방식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녹색 연합의 사무 총장을 맡았던 장원이 기고한 아래의 글만이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 풍조를 비판했다. 

 

황소개구리는 물론 배가 불룩불룩한 올챙이까지 저인망으로 훑어 일부는 그 자리에서 패대기 쳐 

횡사시키고, 나머지는 현장에 걸어 놓은 솥에서 즉석 튀김이나 구이로 요리되어 환경부 

관계자들과 작전 참가자들의 입으로 들어감. 이상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황소개구리 사태’의 

전말이다. (중략) 대신에 무슨 소풍 나온 듯한 가벼운 흥분, 다른 생명을 잔혹하게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는 새디즘적 분위기, 게다가 우리나라 생태계 보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득의의 

표정만이 그 ‘죽임의 현장’에 가득했다. (중략) 이렇게 어른들로부터 지극히 근시안적으로 기획된 

‘죽임의 행사’에 동원되어 살생에 동참한 어린 학생들이 과연 우리 토종개구리는 잘 보살필 것이며, 

다른 생명 귀한 줄은 알 수 있을까.124 

 

환경부는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의 성공을 위해 “먹어서 없애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직접 시식회를 열기도 했다.125 7, 80년대에 개구리와 뱀이 

보신 식품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무차별적인 포획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했던 것처럼, 

“먹어서 없애자”라는 슬로건은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 또한, 황소개구리를 식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잡은 황소개구리를 가장 

쉽게 처리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124 “황소개구리가 무슨 죄 있나”, 『문화일보』, 1997. 6. 28. 

125 “황소개구리 맛보세요”, 『중앙일보』, 1997.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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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부 청사 앞에서 열린 황소개구리 시식회의 모습  

(출처 : “돈만 날린 황소개구리 잡기, 유용했던 정보화사업… 고용대책 

'공공근로史'”, 『조선일보』, 2020. 5. 5.) 

 

황소개구리의 식용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는 황소개구리가 다른 육류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지방 함유량은 낮은 우수한 식량 자원이면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홍보했다. 황소개구리가 몸에 좋다는 주장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황소개구리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다. 환경부 자연생태과장이었던 김원민은 “애당초 

식용으로 도입됐던 만큼 식품화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식품업체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26  실제로 황소개구리를 진액 등의 보신식품으로 개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127 , 황소개구리를 이용한 전문 식당(황서방)이 광주, 전남, 서울에 

                                           

126 “[환경부] “황소개구리를 잡아라”-포스터 배포”, 『조선일보』 1997. 3. 25.  

127 “황소개구리 보신 식품 등장”, 『중앙일보』, 199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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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곳씩 개점하기도 했다. 128  그러나 황소개구리의 식용화를 통해 포획한 황소개구리를 

처리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시도는 상당히 역설적이었다. 1970년대에 우수한 식량 

자원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에 들어왔던 황소개구리는 국민 소득 증대로 인해 그 고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자연 생태계로 무분별하게 유출되었던 생물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미 식품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황소개구리를 다시 식용화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잡은 황소개구리를 처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수출이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전남무역에서 일본과 8.5톤 규모의 황소개구리 다리 수출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129  전남무역 관계자는 “일본에서 황소개구리 요리가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황소개구리를 제거하고 외화도 

벌어들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전남무역의 황소개구리 수출은 

TV뉴스에서 보도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30  하지만 전남무역의 수출 사업은 

순탄치 못했다. 황소개구리를 공급하는 포획단과 전남무역 사이에서 납품가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31  전라남도의 조정 끝에 가격 문제가 타결되었지만, 시간 

문제 때문에 수출량은 이전에 협의했던 8.5톤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132  그러나 

이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전남무역은 9월 15일까지 수출을 마무리하고자 

했지만, 그 해 11월 초까지도 사업은 마무리 되지 않았다. 당시 전남무역 대표이사를 

맡았던 김성환은 전라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황소개구리가 제대로 잡히지 

                                           

128 환경부,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특성과 포획 및 이용에 관한 연구』, 65쪽. 

129 “황소개구리 수출효자…뒷다리 식용으로 일본에 판매”, 『중앙일보』, 1999. 3. 24.  

130 “황소개구리 전남무역이 일본 수출”, KBS, 1999. 3. 23.; ”황소개구리, 일본 수출”, SBS, 1999. 3. 

23. 

131 “황소개구리 일본수출계획 무산위기”, KBS, 1999. 6. 29.  

132 전라남도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1호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1999),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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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1.2톤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11월 안에 1톤 정도를 수출하겠다”고 밝혔다. 133 

이렇게 황소개구리 수출을 통해 황소개구리도 퇴치하고 외화도 벌어들이겠다는 계획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황소개구리 식용화 계획과 마찬가지로, 수출 

계획도 197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체계적인 퇴치 방안을 세우기보다 

당장 눈 앞에 있는 황소개구리를 제거할 방안만 강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에 

몇몇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황소개구리 요리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수출 

전망이 밝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일본 수출을 추진한 전남무역의 모습은 대상 국가만 

일본으로 바뀌었을 뿐 1970년대의 행태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1998년 2월 환경부는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블루길을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했다. 당시 시행되었던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국내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식물”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위해”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당시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의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1998년 당시 자연자원과가 추진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선정 계획”은 위해의 기준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8월까지 

전문가들에게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인 기준을 수립하고자 했다. 134 

그런데 이 사업은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가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즉, 위해의 기준은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블루길이 생태계 위해 

생물로 지정된 이후에서야 확립된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해의 기준이 

만들어지고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블루길이 위해 생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 이 생물들 

자체가 한국의 생태계에 미치는 외래 생물의 “위해”의 기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환경부가 마련한 기준안을 보면, 위해 동물의 범위가 “고유종의 감소를 초래하고, 

고유종의 생장을 방해하고, 먹이 사슬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하는 종으로 정의되어 

                                           

133 같은 글, 72쪽.  

134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생태계 위해 외래 동오식물 지정 고시』 (1998), 국가기록원 관

리번호 DA0318113,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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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5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은 모두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블루길의 특징이었다.              

현장에서 황소개구리 포획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 1998년 12월에 환경부에서 

발간한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특성과 포획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황소개구리의 포획 방법과 전문 포획단 교육에 사용했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연구에는 당시 광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였던 최도성을 필두로, 호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고선근, 고려중학교 교사 정회함이 참여했다. 최도성은 해양 식물 생태학 

분야의 연구자였으며, 고선근은 1990년부터 토종 개구리의 생식과 발생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 4절에서 언급했듯이, 정회함은 1996년에 열린 제42회 

과학전람회에서 황소개구리 연구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었다. 이들이 제안한 

황소개구리 포획 도구는 오지창, 통발, 통발형 그물, 투망, 낚싯대였다. 그 중 황소개구리 

성체 포획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였던 오지창과 성체와 올챙이를 함께 살아있는 채로 

포획할 수 있는 통발형 그물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136 보고서는 황소개구리의 발생 

단계에 따라 알, 올챙이, 성체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 적합한 포획 방법을 고안하고, 

시기별로 적합한 포획 방법을 전문포획단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황소개구리 포획은 황소개구리가 활동하지 않는 주간보다 야간이 더 

성공률이 높았다. 137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진 황소개구리 퇴치 행사는 주로 

주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않은 일반 시민들이 황소개구리 

성체를 포획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135 같은 글, 7쪽.   

136 환경부,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특성과 포획 및 이용에 관한 연구』, 59쪽. 

137 보고서에 의하면, 주간의 성공률은 27%고 야간의 성공률은 약 65%에 달했다. 전문포획단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 때문에, 주간에 이루어지는 포획 행사에 참여한 일반인들이 황소개구리 성

체를 포획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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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997년 5월 24일 열린 황소개구리 포획 대회의 모습 

(출처 : “돈만 날린 황소개구리 잡기, 유용했던 정보화사업… 고용대책 

'공공근로史'”, 『조선일보』, 2020. 5. 5.) 

 

그래서 환경부는 황소개구리 성체뿐만 아니라 올챙이와 알도 제거 대상에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황소개구리의 알이 같은 시기에 산란하는 참개구리 알과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올챙이도 마찬가지였다. 색과 크기 차이를 통해 토종 개구리와 

황소개구리의 올챙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기대와 달리, 실제 

퇴치 현장에서 황소개구리와 토종 개구리의 올챙이를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황소개구리와 토종 개구리의 올챙이를 혼동하여, 오히려 토종 개구리의 올챙이를 

제거하는 일이 창원시에서 벌어졌다. 토종 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한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이 오히려 토종 개구리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환경부의 

이런 퇴치 사업 방식에 대해 비판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당시 인하대 생물학과 교수였던 

양서영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정착한 황소개구리의 전국적인 분포조차 

정확하게 조사된 적이 없으며, 기초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동원하면 국내 

토종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환경부에서 주도한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57 

 

특성에 대한 연구에 참여했던 고선근도 “토착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황소개구리를 

포획하려면 황소개구리의 산란기, 올챙이기, 성체기 등 생태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138  이처럼,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여러모로 난관에 

봉착했다. 황소개구리 성체를 포획하는 것은 전문 포획단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올챙이와 알을 제거하는 것은 구별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황소개구리 퇴치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비인간들에게 투영되기도 했다. 사건은 경북 

문경에서 시작되었다.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중, 낚시꾼 한 사람이 두꺼비가 

황소개구리의 등 위에 올라타 앞다리로 배를 조여 죽이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문경에 

이어 김천과 경산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이런 보고가 전문가들 사이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토종 두꺼비가 황소개구리를 죽일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결국 충청북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약 6개월에 걸친 실험 끝에 이런 보고는 두꺼비가 

황소개구리를 두꺼비 암컷으로 혼동하여 벌어진 현상이라고 결론이 나면서 논쟁은 끝을 

맺었다.139  

황소개구리의 천적으로 지목된 생물은 두꺼비뿐만이 아니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오리를 이용한 황소개구리 퇴치 시연회를 가지기도 했는데, 오리가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잡아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황소개구리의 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리는 황소개구리 성체를 포식하지 않기 때문에 천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황소개구리를 잡기 위해 오리를 방사했을 때, 오히려 오리의 탐식성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140 메기가 황소개구리의 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메기도 오리처럼 올챙이만 포식할 뿐 성체를 

                                           

138 “‘황소개구리 소탕작전’ 문제는 없나”, 『조선일보』, 1998. 5. 8. 

139 “황소개구리 천적은 물두꺼비?”, 『조선일보』, 1998. 3. 18.; “토종 두꺼비 황소개구리 천적 아니

다”, 『동아일보』, 1998. 9. 5. 

140 “황소개구리 소탕 오리도 ‘한몫’”, 『조선일보』, 1998. 3. 24.; 오리의 천적 가능성에 대한 환경부

의 분석은 환경부,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특성과 포획 및 이용에 관한 연구』, 58쪽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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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천적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141 황소개구리의 천적을 찾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황소개구리의 천적이 될 수 있는 토종 생물을 발견할지 

모른다는 당시의 기대는 황소개구리 퇴치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당시 얼마나 컸는지 

잘 보여준다. 

 

5.2. 왜 황소개구리였는가? 

당시 한국에서 형성된 황소개구리 퇴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황소개구리는 1990년대 이전까지 가치 있는 생물 자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1990년대에 

이루어진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황소개구리는 소음 문제가 

있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옮기는 생물은 아니었다. 황소개구리가 

양식장에 침입하여 양식 중이던 생물을 먹어 치우는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황소개구리가 큰입배스나 블루길처럼 어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생물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전국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황소개구리와 함께 한국 최초의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된 큰입배스와 블루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퇴치 사업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만큼 

대규모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왜 유독 황소개구리에만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는가? 본 소절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몇 가지 원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990년대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외래 생물은 그리 많지 않았다. 94년 환경처는 

돼지풀,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 미국자리공, 서양등골나물을 우선 제거 대상으로 

삼고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142 환경처가 제거 대상으로 삼았던 6종의 생물 중 

                                           

141 “‘메기 특공대’ ‘황소개구리’ ‘씨’ 말린다“, 『동아일보』, 1998. 11. 26.; 메기의 천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분석은 환경부, 『황소개구리의 생태적 특성과 포획 및 이용에 관한 연구』, 58쪽을 참

고할 것.  

142 “환경파괴 외래 동식물 제거”, 『경향신문』, 199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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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은 동물이었고, 3종은 식물이었다. 돼지풀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생물로 알려져 

있었고, 미국자리공은 1993년도에 위해성에 대한 논쟁이 한 차례 이루어진 적 있는 

생물이었으며, 서양등골나물은 서울 남산 일대를 장악한 사실 때문에 주목받은 

생물이었다. 143  하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외래 식물의 생태적 특성이나 생태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1995년이 되어서야, 국립환경연구원 

주도로 국내에 서식하는 귀화 식물의 분포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2년에 걸쳐 이루어졌다.144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귀화 식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대체로 분포 현황 조사나 

새로운 귀화종의 목록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명시했다.145  

외래 식물에 비해,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로 인한 피해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었고 관련 연구도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있었다. 또한,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는 도입 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진 생물이었다. 식물은 그 특성상 도입 경로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반면,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시기에 한국으로 도입된 생물이었다. 이들은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었고, 토종 생물들을 잡아먹어 국내 생태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식물들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 비교적 그들이 초래하는 피해와 

분포 현황이 더 잘 알려져 있다는 점, 천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는 외래 식물에 비해 더 시급하게 제거해야 하는 생물로 인식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가 1998년 2월에 생태계 위해 외래 

                                           

143 이 세 가지 식물 중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식물로 인정받은 것은 서양등골나물과 돼지풀이

다. 미국자리공의 경우 위해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생태계에 유해한 식물은 아니다.  

144 귀화 식물은 우리나라 비토착종으로서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야

생 상태에서 스스로 번식하며 생존할 수 있는 종을 의미한다. (국립환경연구원, 『귀화생물에 의한 

생태계 조사 (Ⅰ)』 (1995), Ⅴ쪽) 

145 국립환경연구원, 『귀화생물에 의한 생태계 영향 조사(Ⅰ)』 (1995),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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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로 지정된 이후, 1999년 1월에 돼지풀이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되었으며, 

2002년 3월에 서양등골나물이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되었다.  

그렇다면, 황소개구리와 큰입배스, 블루길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왜 유독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만 대규모로 이루어졌는가? 1990년대 당시 황소개구리 연구를 수행했던 

강언종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1970년대에 단백질 공급을 목적으로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 같은 양서류와 어류들을 

들여왔죠. 당시 생각해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었거든요. 축산업을 발달시키려면 기반 시설이 

필요하지만, 양서류나 어류는 그냥 들여와서 풀어놓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쉽죠. 이제 1990년대로 

가면서 단백질 공급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태 문제 쪽으로 이동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단백질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들여온 생물들이 자연 생태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된거죠. 당시 제 지도 교수님도 생태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고요. 그래서 황소개구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태계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단순히 

외래종뿐만 아니라, 한강의 물고기를 낙동강에 이식한다거나, 까치를 제주도에 이식하는 행위도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죠. 황소개구리도 같은 이유였어요. 황소개구리가 수생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면서, 상위 포식자로 알려진 뱀마저도 잡아먹었으니까요. 황소개구리는 먹이 

연쇄를 깨는 생물이었고, 그래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황소개구리가 대중적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개구리는 곤충을 잡아먹는게 

일반적인데, 같은 개구리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상위 포식자인 뱀도 잡아 먹으니까. 관심을 받기 딱 

좋았죠. 언론에서도 그 점을 막 부각시켰으니까.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정부 부처들 사이의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양서류는 확실히 환경부 소관이었는데, 큰입배스나 블루길 같은 어류는 

수산청 소관이었거든요. 뭐 나중에는 환경부가 다 하긴 했는데, 초기에는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146  

 

                                           

146 90년대에 황소개구리 연구를 수행했던 前전북대학교 생물학과 소속 강언종과의 인터뷰, 2020. 

6. 2. (굵은 글씨는 필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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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강언종은 1990년대 당시 황소개구리 연구를 수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답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 등은 1970년대 당시 단백질 

공급을 목적으로 들여온 생물들이었다. 본래 목적이었던 단백질 공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인의 1인당 하루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1969년에 65.6g에서 1970년대에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1979년에는 

69.6g이 됐고,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차츰 증가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권장 

섭취량을 상회하게 됐고, 1989년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83.6g으로 증가하게 됐다. 147 

섭취한 단백질 중 동물성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9년에 10.4%였던 것이 차츰 

증가하여 1979년에 31.9%, 1989년에 45.5%로 증가하였다. 148  1인당 하루 평균 육류 

섭취량도 1969년에 6.6g에서 1979년에는 26.0g으로 늘었고, 1989년에는 45.3g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49  단백질 공급이라는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면서, 비로소 

연구자들은 단백질 공급 목적으로 도입된 외래 생물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강언종은 자신이 황소개구리 퇴치를 주장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황소개구리의 

탐식성을 강조했다. 같은 개구리, 어류, 심지어 천적으로 알려진 뱀까지도 잡아먹는 

황소개구리는 생태계의 먹이 연쇄를 깨는 생물로 여겨졌다. 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황소개구리가 실제로 잡아먹은 개구리, 물고기, 뱀의 개체수는 많지 않았지만, 생태계의 

먹이 연쇄를 깰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을 제거해야 할 이유는 충분했던 것이다. 

환경부의 연구에 참여했던 정회함도 “인위적으로 들여온 황소개구리가 자연스럽게 기존 

생태계와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147 박미아, et al. "한국인의 식품 및 영양섭취상태 추이 (1969~ 1989)-제 2 보, 국민영양보고서에 

의한 식품섭취상태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제21권 제6호 (1993), 656쪽. 

148 같은 논문, 657쪽. 

149 박미아, et al. "한국인의 식품 및 영양섭취상태 추이 (1969~ 1989)-제 2 보, 국민영양보고서에 

의한 식품섭취상태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제21권 제5호 (1992), 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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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개구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0 두 연구자 모두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균형을 깬다는 사실에 주목했던 것이다.  

강언종은 황소개구리에 대해 유독 대중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된 이유에 대해 

황소개구리가 같은 개구리와 천적인 뱀을 잡아먹는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것이라고 답했다. 개구리와 뱀을 잡아먹는 황소개구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황소개구리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더 심각하게 느꼈을 것이고, 황소개구리를 퇴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강언종이 언급한 것처럼, 외래 어종의 관리 문제를 두고 환경부와 수산청이 대립한 

적도 있었다.151 큰입배스와 블루길은 책임 소재에 있어서 환경부와 수산청 사이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당시 생태계 전반과 하천 수질 오염 문제는 환경부가, 특정 야생동물로 

지정된 물고기 이외의 어족 자원은 수산청이 맡고 있었다. 환경부는 외래 어종을 

도입하여 주요 하천에 풀어놓은 수산청이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외래 어종에 의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책도 수산청이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수산청은 하천 

수질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가 외래 어종이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은 환경부가 블루길과 큰입배스의 퇴치보다 황소개구리 퇴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황소개구리와 큰입배스, 블루길의 접근성 차이도 퇴치 사업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큰입배스와 블루길을 잡기 위해서는 직접 물 속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이들의 퇴치 사업에는 그 지역의 수생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150 환경운동연합, “환경과 사람 / 황소개구리연구소장 정회함”, 『월간 함께사는길 1998년 8월호』, 

(http://www.hamgil.or.kr/%EC%82%AC%EB%9E%8C/988-%ED%99%98%EA%B2%BD%EA%B3%BC%E

C%82%AC%EB%9E%8C-%ED%99%A9%EC%86%8C%EA%B0%9C%EA%B5%AC%EB%A6%AC%EC%97

%B0%EA%B5%AC%EC%86%8C%EC%9E%A5-%EC%A0%95%ED%9A%8C%ED%95%A8, 2020. 6. 3. 

접속) 

151 “환경부-수산청 ‘네 탓이오’”, 『동아일보』, 199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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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들과 전문 잠수부들이 투입되어야만 했다. 152  이에 비해,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나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상대적으로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었다.  

환경사학자 피터 코츠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미국인들이 이민자들에게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이 미국에 도입된 침입 외래 생물에게 투영되었음을 보여준 바 

있는데, 그가 분석한 집참새(English Sparrow)의 사례는 한국의 황소개구리 사례와 유사한 

지점이 있다.153 나무를 훼손하는 자벌레를 잡기 위해 미국에 도입된 집참새는 자벌레가 

사라지고 나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번식력이 뛰어난 집참새는 급격하게 

개체수가 늘어났고, 과일과 곡물을 먹어 치워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도시 주변에 

서식하면서 상수원 오염과 같은 도시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미국의 도시에서는 급격히 

늘어난 이민자들로 인한 심각한 도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문제는 

미국인들에게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과 반도시감정을 촉발했다. 집참새의 강력한 

적응력과 번식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도시에 급증하는 이민자들이 일으키는 

문제와 닮아있었다. 이것은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집참새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집참새는 미국의 토종 새를 잡아먹기도 했다. 당시 성행하던 모자 제조 산업에서 

새의 깃털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미국의 토종 새들의 개체수는 산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했다. 따라서 집참새가 미국의 토종 새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은 더 부정적으로 

여겨졌다. 환경 보존의 논리와 집참새에 투영된 반이민감정은 그것에 대한 혐오감을 

형성했고, 집참새가 토종 새를 잡아먹고 농업에 피해를 입힌다는 점은 그것에 대한 

혐오감과 결합하여 퇴치를 강력하게 정당화했다.   

두 사례를 비교해보면, 집참새와 황소개구리 모두 토착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래 생물이 토종 

생물을 잡아먹는다는 사실만이 강조되었다. 집참새와 황소개구리는 각각 토종 새와 토종 

                                           

152 “폭군 블루길 소탕작전”, 『동아일보』, 1997. 7. 26. 

153 Peter Coates. American perceptions of immigrant and invasive species: strangers on the land. 

(Univeri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pp. 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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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해로운 생물로 여겨졌다. 집참새에 투영되었던 

반이민감정이 집참새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황소개구리에 

투영되어 있던 외래의 위협과 관련된 이미지는 황소개구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켰다.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는 일은 곧 외래 생물의 위협에 대항하여 토종 생물과 

생태계를 지키는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미국의 집참새 사례와 한국의 황소개구리 사례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존재한다. 

집참새가 일으키는 도시 문제와 양곡 손실 문제는 인간 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집참새는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외래 생물인 집참새가 토종 새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 것도 모자 사업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었다. 반면, 한국의 

황소개구리는 인간 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황소개구리의 위해성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맥락 아래에서만 인식될 수 있었다.  

과학사학자 그레그 미트먼은 돼지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정 종이 거주하는 공간이 

가진 사회적 의미가 생물 종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54 

미트먼의 돼지풀에 대한 분석처럼, 황소개구리가 서식하는 공간도 황소개구리에 대한 

증오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국이 람사르 협약 가입을 준비하면서, 

국내에서 습지 보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람사르 협약의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겨울에 한국을 방문하는 

철새들은 대부분이 습지 생태계에 서식하는 물새였다. 155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면서, 

물새들의 서식지인 습지를 보호하는 일은 곧 철새 도래지를 보호하는 일과 같았다. 

철새들이 방문하는 습지의 보호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면서, 철새는 습지의 환경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가 되었다. 당시 한국의 습지는 오염된 곳이 많았는데, 오염된 

                                           

154 Gregg Mitman, “When pollen became poison: a cultural geography of ragweed in America,” 

Lorraine Daston and Fernando Vidal, eds. The moral authority of na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pp. 438-465. 

155 이우신, “한국의 습지조류,“ 『자연보존』 제134권 (2006),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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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는 철새가 찾아오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교란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황소개구리들이 가득했다. 황소개구리의 포식자가 될 수 있는 새들이 

오염된 습지에는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소개구리가 가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철새가 찾지 않는 습지에 사는 황소개구리는 철새와 반대로 습지가 오염됐음을 나타내는 

생물이 되었다. 황소개구리가 직접적으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황소개구리가 가득한 습지는 곧 철새가 방문 하지 않는 오염된 습지와 동의어가 되었다. 

황소개구리에 부여된 환경 오염의 이미지는 그것을 제거하는 일에 정당성을 더욱 

부여해주었다. 환경 오염을 상징하는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는 것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1990년대 한국에서 황소개구리는 본래 가치를 잃어버린 생물이었다. 매튜 

츄가 분석한 미국의 위성류처럼, 황소개구리는 특정한 시대적 맥락 아래에서만 가치 

있는 생물이었다. 미국의 위성류는 토양 침식 문제가 불거졌던 시대에 미국인들에게 

각광받는 식물이었지만, 물 부족 문제가 불거진 시대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괴물에 

불과했다. 단백질 공급원의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가 중요했던 1970년대에 황소개구리는 

우수한 수출 상품이자 단백질이 풍부한 식량 자원으로 각광받았지만,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보호가 중요한 의제가 된 1990년대에 황소개구리는 한국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법자에 불과했다. 그런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는 일은 생태계 보전이라는 논리 아래에서 

쉽게 정당화 될 수 있었다. 퇴치 사업은 전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학교에서는 소풍 

대신 황소개구리 퇴치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시켰고, 국민들은 정부가 주관하는 퇴치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행사에 사비를 내고 참가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오지창으로 

황소개구리를 찔러 죽이고, 씨를 말리기 위해 그물을 들고 황소개구리의 올챙이와 알을 

쓸어 담았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퇴치 활동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국은 과거에도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과 같은 국가 차원의 퇴치 

활동을 한 차례 벌인 적이 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쥐 잡기 운동을 벌였다.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처럼, 수많은 국민들이 쥐 잡기 

사업에 동원되었다. 특정 생물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두 퇴치 사업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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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많다. 다음 절에서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아래에서 벌어진 쥐 잡기 사업과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을 비교해볼 것이다.  

 

5.3. 1970년대 쥐 잡기 사업과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의 비교 

박정희 정부가 본격적으로 쥐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이전에도, 쥐를 잡기 위한 시도는 

한국 사회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하지만 1970년대에 이루어진 쥐 잡기 사업만큼 

대규모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1970년대에 이루어진 국가 차원의 쥐 잡기 사업은 

단순히 쥐를 잡는 것을 넘어, 한국에 서식하는 모든 쥐를 박멸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 스미소니안 연구소에 소속된 학자 타이슨(Edwin L. Tyson)의 조사 결과는 

1970년대에 한국에서 대규모의 쥐 잡기 운동이 벌어지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타이슨의 조사는 1967년부터 1968년 겨울철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조사 결과는 쥐 잡기 운동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강력한 추진력을 실어주었다. 타이슨은 한국 전역에 약 6천만 마리 정도의 쥐가 

서식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156 또 그는 한국 전역에 서식하는 쥐가 연간 약 723억 원 

규모의 양곡 손실을 일으키고 있으며, 전체 곡물 생산의 2%가 쥐에게 먹히고 있다고 

주장했다.157 쥐로 인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타이슨은 지속적인 

퇴치 사업을 촉구했다. 

타이슨의 조사 결과로 인해 쥐 잡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마침내 박정희 정부는 

                                           

156 “쥐 박멸 작전”, 『동아일보』, 1968. 7. 9. 

157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제공하는 화폐가치계산 시스템을 통해 쌀 가격의 변화를 기준으로 

1968년 당시 723억 원의 가치를 오늘날로 환산해보면, 31조(3,155,533,500,000)가 넘는 금액이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20조가 넘는 금액(2,037,558,600,000)이다. 2020

년 기준 한국 정부의 예산이 약 513.5조원임을 감안할 때, 쥐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엄청났음을 

알 수 있다. (https://ecos.bok.or.kr/jsp/use/monetaryvalue/MonetaryValue.j, 2020. 5. 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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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쥐 잡기 사업을 시행했다. 박정희 시대 이전에 진행된 

쥐 잡기 사업에서는 주로 쥐가 전파하는 질병과 관련된 위생적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박정희 시대에는 쥐로 인해 발생하는 양곡 손실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국민들을 쥐 잡기 운동에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쥐가 가진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쥐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들을 

동원하는 데 있어 중요했다. 범국민적인 퇴치 활동이 시행될 무렵, 농림부는 한국에 총 

9천만 마리의 쥐가 살고 있고 하루에 쥐가 먹어 치우는 곡물의 양은 약 240만석이 

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58  쥐가 미치는 피해가 수치화된 것처럼, 쥐 퇴치 사업의 

성과도 수치화 되었다. 농림부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 4천만 마리의 쥐를 잡았으며, 

이를 통해 2백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경제 개발을 추구하는 

박정희 정부 아래에서, 쥐 잡기 사업이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사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박정희 시대의 쥐 잡기 사업에서 쥐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쥐가 일으키는 경제적 손실 

때문이었다면, 황소개구리를 잡아야 하는 이유는 황소개구리의 탐식성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문제 때문이었다. 특히, 황소개구리가 천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번식력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은 인위적 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리로 사용됐다. 즉, 천적도 없고 

번식력도 강한 황소개구리를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황소개구리가 국내 생태계를 

장악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황소개구리에 대한 연구들이 

한국 전역에 황소개구리가 분포한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그것을 퇴치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황소개구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보전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1990년대에 토종 생물을 잡아먹어 생태계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제거의 대상이 됐고, 

쥐는 경제 개발을 중요시 했던 박정희 정부 시기에 양곡을 갉아먹어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제거의 대상이 됐다. 두 생물은 모두 퇴치 사업이 벌어졌던 시대에 

추구되었던 가치에 걸맞지 않는 생물이었다. 

                                           

158 김근배, "생태적 약자에 드리운 인간권력의 자취-박정희시대의 쥐잡기운동," 『사회와 역사』 제

87권 (2010),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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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 모두 퇴치 사업에 국민들을 동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는 모습은 두 사업에서 모두 나타났다. 쥐 잡기 

사업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쥐 잡기 사업 추진 

본부는 쥐 잡기 교재 약 10여만 부를 제작하여 쥐 잡기 교육에 나섰다. 주요 교육 

대상은 농민과 학생들이었는데, 학생들의 경우 문교부가, 농민들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 쥐 잡기 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쥐 잡기 홍보 포스터 

그리기 대회나 웅변대회가 열리기도 했다.159 이와 유사하게,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에서도 

학생들을 퇴치 사업에 동원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환경부는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황소개구리 퇴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환경부는 황소개구리 

퇴치 기간으로 지정된 5월에서 9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풍과 야외활동 때 황소개구리 

잡기 대회를 열도록 권유하기도 했다.160 

두 사업은 잡은 생물을 처리하는 방식도 유사했다. 쥐의 가죽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시도하기도 했고, 퇴비로 활용하는 방안, 가축의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 

식용으로 먹는 방안이 쥐 잡기 운동에서 시도되었다.161 이런 방안들은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시도되었다.   

박정희 시대에 이루어진 쥐 잡기 운동에 대해 분석한 김근배는 이 시기의 쥐 잡기 

운동이 명랑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 정화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162 쥐 

잡기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1970년대에는 ‘인간 쥐’ 담론도 함께 성행했다. 양곡을 

갉아먹어 인간 사회에 해를 끼치는 쥐처럼 사회적, 정치적으로 인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인간 쥐’로 지목되었는데, ‘북괴’나 ‘공비’가 주로 거론되었다. 김근배는 

                                           

159 “쥐잡기운동본부서 22일 웅변대회 개최”, 『매일경제』, 1972. 12. 11.   

160 “황소개구리 잡으면 자원봉사 점수 인정”, 『경향신문』, 1997. 4. 30.  

161 김근배, 앞 논문, 136쪽. 

162 같은 논문,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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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쥐 잡기 운동’과 ‘간첩 소탕 작전’ 사이에 유사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163  즉, 

박정희 시대의 쥐 잡기 운동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내부의 적(쥐)들을 소탕하는 

일종의 ‘내전’이었던 것이다.  

반면, 1997년부터 이루어진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토종 생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먹는 ‘외래종’ 황소개구리와의 전쟁이었다. 황소개구리는 한국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외래’의 것들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었는데,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 폭락을 

일으키는 외국인 투자자나 한글을 파괴하는 외래어(外來語)가 대표적인 사례였다. 국내 

시장을 뒤흔드는 외국인 투자자, 한글을 파괴하는 외래어의 모습은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 황소개구리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했다. 특히 당시 한국에서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는 일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와 외래어를 황소개구리에 비유하는 것은 이들이 일으키는 문제를 드러내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데 효과적이었다. 즉,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한국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외래’의 것에 대항하여 ‘우리의 것’을 지키는 일종의 ‘대외항쟁(對外抗爭)’이었던 

것이다. 

쥐 잡기 운동을 내전으로,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을 대외항쟁으로 이해하면 두 사업의 

차이점을 잘 포착할 수 있다. 쥐 잡기 운동은 인간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쥐와의 

전쟁이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쥐약으로 인해 다른 동물들이 

죽는 일이 빈번했지만,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졌다. 최대한 강력한 쥐약을 

사용하여 쥐를 박멸하는 것,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었다.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달랐다. 쥐 잡기 사업처럼, 반대편에는 ‘외래종’ 황소개구리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는 인간이 아닌 ‘우리의 것’이 있었다. 그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황소개구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황소개구리가 아닌 다른 생물에게 피해가 가거나 생태계가 파괴되는 일은 

없어야만 했다. 즉,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의 목표는 ‘외래종’ 황소개구리를 선별적으로 

                                           

163 같은 논문,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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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여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토종 개구리가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자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동물에 대한 

피해가 고려되지 않았던 쥐 잡기 운동과 다른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의 이런 모습은 국내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커진 1990년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비인간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던 두 사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아무리 강한 쥐약을 

사용하더라도, 쥐약에 저항성을 가진 쥐들이 있었고 그들은 대대적인 쥐 잡기 사업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쥐들은 빠르게 번식했고, 다시 원래 규모로 순식간에 

불어났다.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환경부 주도의 대대적인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1998년까지 이어졌다. 1998년 2월에 환경부는 황소개구리를 큰입배스, 

블루길과 함께 한국 최초의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했고, 공공 근로 사업에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을 포함시켰다. 5월 1일부터 시작된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에는 

17일간 1,259명의 인원이 동원되었고, 2,399마리의 황소개구리를 잡았다. 164  환경부 

장관이 직접 참여한 황소개구리 소탕 작전에서는 하루 동안 천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 

한 마리의 황소개구리 성체를 포획해서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165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정했지만, 어떤 저수지에서 누구의 감독 아래 어떻게 

퇴치할 지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166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황소개구리에 대한 무분별한 퇴치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토종 개구리가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포획 성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결국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1998년 8월부터 

진행된 2차 공공 근로 사업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167 이후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164 “황소개구리 잡기 공치는 공공근로”, 『경향신문』, 1998. 5. 20. 

165 “황소개구리 소탕 정보 샜나 환경부 1,000명 동원 1마리 잡아”, 『조선일보』, 1998. 5. 9. 

166 “일한다던 아빠 한숨만 "푹...푹..." '실업대책' 졸속... 큰 혼란 「공공사업 집행」등 일선창구선 "모

른다" 답답한 실직자 우왕좌왕”, 『조선일보』, 1998. 4. 8.; “공공근로사업 시군구청선 “금시초문” 실

직자 졸속 대책에 두 번 운다”, 『동아일보』, 1998. 4. 8. 

167 “황소개구리잡이 공공근로 퇴출”, 『조선일보』, 1998.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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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70일간 하루 평균 200명을 동원해 1인당 평균 2.18마리씩 총 

30,600마리를 잡았고,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은 3억 300만 원이었다. 168  황소개구리 한 

마리당 퇴치 비용이 당시 돈으로 약 만 원 정도 든 셈이다. 생태적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던 환경부의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환경부의 대대적인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이 막을 내린 이후, 황소개구리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다. 흥미로운 점은 황소개구리의 숫자도 함께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2002년 말, 환경부는 황소개구리의 수가 5년 전에 비해 약 70%가량 줄었다고 

발표했다. 169  2004년 당시 한국 양서파충류 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던 심재한은 

환경부의 용역을 받아 황소개구리의 감소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성과는 2005년 2월에 발표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근친 교배 및 동종 포식으로 생긴 

개체군 내의 변화와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황소개구리의 개체 수를 감소시킨 

요인으로 제시됐다.170 또한, 황소개구리를 포식하지 않던 토종 생물들이 그것을 포식하게 

된 것도 제시된 감소 요인 중 하나였다. 171  황소개구리와 같은 외래 생물인 큰입배스, 

붉은귀거북이 황소개구리를 잡아 먹어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172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서는 소탕 작전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퇴치 사업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에 미친 영향은 적었다고 명시했다.173 

생물에 대한 국가적인 통제를 이루고자 했던 두 사업은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황소개구리와 쥐의 개체수는 서서히 줄어들었다. 도시환경개선 사업은 쥐의 서식지와 

                                           

168 “황소개구리 잡기 공공근로사업 마리당 1만원꼴”, 『중앙일보』, 1998. 10. 22.  

169 “그 많던 황소개구리 다 어디로 갔을까”, 『한겨레』, 2002. 11. 5. 

170 환경부, 『황소개구리 감소 요인에 대한 연구』 (2005), 82-83쪽. 

171 같은 글, 83쪽. 

172 같은 글, 44쪽. 

173 같은 글,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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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를 위협했고, 그 과정에서 쥐는 사라져 갔다. 한 때 황소개구리는 생태계의 무법자로 

위용을 떨쳤지만, 황소개구리를 포식하는 천적 생물들이 등장하고, 근친 간에 이루어진 

번식 행위와 동종 포식 행위로 인해 그 개체수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개발로 

인해 발생한 서식지의 파괴도 개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쥐는 양곡을 갉아 먹어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는 이유로, 황소개구리는 토종 생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먹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각기 다른 시대에 국가의 적이 

되었다. 쥐가 양곡을 갉아먹는 것과 황소개구리가 토종 생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을 동원하여 

퇴치해야 할 만큼 치명적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들을 

퇴치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냈다. 퇴치 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는 당시 중요하게 여겨졌던 국가 의제와 연관을 맺으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쥐와 황소개구리가 가진 고유한 습성은 이들에게 

‘해로운 생물’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했고 없애야 할 생물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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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결론 

 

 

2016년에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 교란 생물 모니터링 사업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경북과 경기 지역에서는 황소개구리가 확인되지 않거나 매우 적은 개체가 

유지되었으며, 경남, 전남, 충남 지역에서도 황소개구리 개체수의 전체적인 감소가 

확인되었다. 2016년에는 황소개구리 1409개체(유생 733개체, 성체 676개체)가 확인되었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2018년의 조사에서는 910개체(유생 585개체, 성체 325개체)가 

확인되었다. 황소개구리는 처음 생태계 교란 생물 모니터링을 진행한 2010년부터 꾸준히 

관측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황소개구리는 생태계 교란 생물이지만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생물은 

아니다. 황소개구리와 함께 한국 최초의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된 큰입배스, 

블루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큰입배스와 블루길은 토종 어류를 

마구잡이로 잡아 먹어 수생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고,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큰입배스와 블루길은 여전히 수생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 생물 모니터링 사업에서도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174 이들은 개체수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황소개구리는 꾸준히 그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큰입배스와 

블루길과 달리 격년 주기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블루길은 

1998년 2월에 함께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되었지만, 오늘날 서로 다른 운명에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 황소개구리가 도입되고,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되고, 

                                           

174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동물 중 생태계 교란 생물 모니터링 사업에서 매년 조사가 이루어

지는 생물은 뉴트리아, 큰입배스, 블루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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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퇴치 사업이 벌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했다. 황소개구리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차이를 보인다. 1970년대 한국에서 황소개구리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훌륭한 수출 상품이었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량 자원으로서 

각광받았다. 1970년대에 황소개구리가 가진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은 인식되지 못했다. 

오히려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 

생태적 특성들은 이 시기에 장점으로 여겨졌다. 황소개구리의 탐식성과 강한 번식력은 

양식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특성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황소개구리에 대한 인식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육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황소개구리의 가치는 사라졌다.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황소개구리의 가치가 사라지면서, 도입된 황소개구리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전에 양식업의 측면에서 장점으로 여겨졌던 

황소개구리의 특성들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황소개구리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고 심지어 천적인 뱀까지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대중들에게 전해지면서, 우수한 생물 자원으로 각광받았던 

황소개구리는 생태계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에 환경부는 대대적인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에 나섰다. 환경부는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에 국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황소개구리를 잡아오는 학생들에게 봉사 시간을 인정해주었고, IMF 

금융위기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을 지정하여 실시했다. 한국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퇴치 사업에 참여했다. 황소개구리를 제거하는 일은 곧 한국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퇴치 사업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퇴치 

사업은 포획의 어려움으로 인한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결국 

환경부가 주도한 황소개구리 퇴치 사업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퇴치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과 별개로, 생태계의 적이었던 황소개구리는 점차 

자취를 감췄다.  

본 논문은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생물이 아니라거나 황소개구리의 

생태계 위해성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된 1990년대에 황소개구리의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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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당시에 연구자들의 조사를 통해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실시한 조사에서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은 황소개구리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황소개구리가 생태계에 유출되기전부터 이미 토종 

개구리는 사람들의 남획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해 있었다. 

토종 개구리가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것과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1990년대 당시에 황소개구리가 토종 개구리 개체군의 감소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소개구리는 토종 개구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토종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퇴치의 대상이 되었다.  

본 논문은 황소개구리가 생태계 위해 외래 생물로 지정되고 퇴치의 대상이 되는 데 

있어 당시 한국의 상황이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워싱턴 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에 연달아 가입하면서 생물 자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침입 외래 생물 관리는 한국의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떠올랐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한국은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놓이게 되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에는 두 가지 정서가 나타났다. 한 가지는 ‘외래’의 것에 

대한 반감이었다.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들어온 값싼 수입산 농산물들은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했다. 수입산 농산물들과 함께 들어올지도 모르는 해충들의 존재 

가능성도 농민들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황소개구리는 종종 이런 외래 

생물들의 위협을 상징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였다. 또 다른 한 가지 정서는 ‘우리 

것’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표현이 잘 

나타내듯이, 이 시기에는 우리 고유의 것에 대한 발굴과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생물다양성 협약으로 인해 생물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런 시도들은 토종 

생물이 갖는 우수성을 소개하는 형태로 비인간인 동식물에게도 반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토종 개구리를 비롯한 토종 생물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먹고, 철새들이 방문해야 할 습지를 장악한 황소개구리는 제거해야 할 생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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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졌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놓여있던 한국 사회의 상황 속에서 나타난 외래의 것에 

대한 거부감은 황소개구리가 가진 외래 생물의 지위와 위해성을 부각시켜주었다. 

황소개구리가 일으키는 생태계 교란 문제는 미디어, 소설, 그림에 등장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황소개구리는 1990년대 한국의 상황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한국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거대한 적이 되었고, 황소개구리 퇴치에 참여하는 것은 곧 

외래 생물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생태계를 수호하는 일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황소개구리 사례는 한국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준다. 1970년대 황소개구리가 식용개구리라고 불리며 

각광받았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생물의 평가에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전까지 생물의 해로움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됐다. 인간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는 경우 해로운 생물로 간주되었다. 해로운 생물의 기준이 변화한 

것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1990년대에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이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으며, 특히 외래 생물의 관리가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황소개구리를 비롯한 도입된 외래 생물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황소개구리의 탐식성으로 인한 문제가 

알려지면서 우수한 식량 자원이었던 황소개구리는 퇴치해야 할 해로운 생물이 되었다. 

황소개구리의 해로움은 과거 해로운 생물로 인식되었던 생물들이 가진 특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황소개구리는 인간의 건강이나 경제활동을 위협하지 않았음에도 한국의 

자연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생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인식 전환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평가 기준이 정립됨에 따라 가능했으며, 1990년대 한국 

사회 변화의 영향을 받아 가속화되었다. 이제 황소개구리가 일으키는 문제는 생태계 

교란 현상으로 설명되었고,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외래 생물들은 생태계 교란 

생물이라는 새로운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이처럼 황소개구리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외래 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1990년대 

한국 사회의 변화가 동반된 결과로서 생태계 교란 생물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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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ien Species, American Bullfrog(Lithobatus 

catesbeianus) and Making Invasive Species In 

Korea 

 

Gahwan Kim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traces the change in the status American bullfrogs(Lithobates 

catesbeianus) in Korea from the 1970s, when they were introduced in earnest in Korea, to 

the 1990s, when they were designated as Korea's first "harmful alien species for ecosystem" 

and are subject to eradication. To this end, this paper will analyze not only the scientific study 

of bullfrogs carried out from the 1970s to the 1990s, but also the articles of newspapers and 

magazines referring to or dealing with bullfrogs, TV documentaries on bullfrogs, literary 

works, etc. This paper will show how the biological characteristics of bullfrogs are interpreted 

and accepted differently over time, by simultaneously examining the public's perception of 

bullfrog and the change in scientists' perception. This paper will be meaningful in that the 

evaluation of certain organism shows that they are deeply related to the context of the times. 

This paper will present two arguments: First, the new scientific identity of the 

bullfrog, "harmful alien species for ecosystem" was formed together, influenced by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of the time, as well as the scientific research 

achievements of the bullfrog. When bullfrogs were designated as invasive species "harm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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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en species for ecosystem," scientific evidence of their dangers was insufficient. 

Nevertheless, bullfrogs have become organism to be eradicated at the national level. This 

change can only be understood by considering the situation that Korean society was in the 

1990s. At that time, conservation of ecosystem and biodiversity emerged as an important 

national agenda in Korea, and resistance to foreign was formed in the trend of globalization 

represented by the opening of agricultural markets. This repulsion was projected to alien 

species bullfrogs that disturbed the ecosystem, forming a negative perception of bullfrogs. 

With the high interest in the ecological problems caused by bullfrogs, the negative perception 

of bullfrogs justified the project to eradicate bullfrogs by protecting the native ecosystem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against alien species that threaten native species. 

Second, the change in the status of bullfrog analyzed in this paper shows how the 

category of “invasive species” could have been newly formed in Korea. In the past, the 

harmfulness of life has been assessed by how it affects humans. It was regarded as a 

harmful organism when it carried disease, damaged economic activities, or caused direct 

injury to humans. Standards for harmful organisms change from the 1990s. As conservation 

of ecosystem and biodiversity emerged as an important national agenda, problems with the 

voracity of bullfrogs, which had not been noticed before, were revealed. As the ecological 

problems caused by bullfrogs became widely known, bullfrogs, which were excellent food 

resources in the past, have become harmful organism to eradicate. The harmfulness of 

bullfrogs wa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sm that had previously 

been perceived as harmful organism. The bullfrog has become an organism that should be 

removed from nature in Korea, even though it did not threaten human health or economic 

activity. This shift in perception of bullfrogs was made possible by the establishment of a 

new level of assessment standards for ecology and biodiversity. The problems caused by 

bullfrogs have been explained as ecological disturbance phenomena, and alien species that 

cause problems similar to bullfrogs have come into the new category of “invasive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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