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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지리산국립공원과 지리산 마을 주민들의 자연 보호 

실천을 살핀다. 이를 위해 그들의 자연에 대한 관념을 살피고, 그

들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보호

지역(protected area)인 국립공원은 “국민의 공원”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낭만적, 원형적 ‘자연’에 대한 모델을 현실화하는 공

간이다. 국립공원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지리산에서 살아온 사람들

은 삶의 터전인 지리산에 존재하는 여러 동식물, 그리고 신령

(spirit)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연구자는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있는 한 마을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국립공원 지역 내 특정 

‘자연’이 구성됨에 따라 주민들이 지리산의 여러 비인간 동식

물, 신령과 맺는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공원은 국토 개발에서부터 산림녹화, 생물 다양성 보전 등 

다양한 시대적 목표에 따라 자연을 구성해왔다. 이를 논하기 위해, 

먼저 일제 강점기부터 이루어졌던 산림 관리와 국립공원 지정 움

직임에서부터 현재의 멸종위기종 복원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

한 정책을 통시적으로 살폈다. 오늘날 국립공원에서 최우선으로 

추구되는 것은 자연을 그 자체로 보호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자연

은 그 자체의 내적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자연이다. 그렇기에 인

간이 생태계 내 동식물과 관계 맺고, 개입하는 것은 자연의 훼손

으로 여겨진다. 결국, 국립공원 내 자연은 인간이 없는 ‘야생’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인간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구

제하여 인간이 없는 야생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국립공원을 포함한 보호지역에서는 자연을 보호하고, 야생을 구

성하기 위해 자연과 문화를 분리해내는 실천이 이루어진다. 그 목

적에 따라 국립공원 내에서는 그 이전부터 경계가 그어졌던 숲과 

마을, 야생 동식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더욱 견고해진다. 오늘날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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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의 토종 반달가슴곰이 재도입되었다. 그러나 ‘토종’이면

서 동시에 ‘야생’인 반달가슴곰을 만들기 위한 국립공원공단의 

개입은 그들이 지향하는 원형적 자연에 대한 정의와 모순을 일으

키게 된다. 

자연과 문화의 분리와 순수한 자연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단

지 모순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 국립공원공단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낳는다. 지리산이라는 공간을 인간이 없는, 인간이 개입해

서는 안 되는 야생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획은 그곳에 오랫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지리산 주민들은 국립공원 내에서 구성되는 원형적 자연과는 다

른 자연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있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동식

물을 자원으로 이용하고, 동시에 지속적 이용을 위해 보호해왔다. 

동식물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마을과 산에 거하는 신령들과의 관계

도 중요시했다. 국립공원의 자연과학적, 생태학적 지식에 근거한 

근대적 자연에 대한 이해와 다르게 주민들은 동식물이 인간과 분

리된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일부 동식물과 인간은 상

호의존적 관계에 있었다. 나아가, 동식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

녕(well-being)은 신령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크게 의

존한다. 

마을에서 치르는 산신제나 당산제와 같은 의례 및 주술적 사고

와 실천은 주민들이 실제로 동식물과 신령의 관계를 일상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대화된 한국에서 여전히 의

례를 강하게 지키는 모습은 단지 산신이나 당산에 대한 신앙심만

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주민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 

그리고 친족의 안녕을 보장하고, 불운을 방지하기 위해 신령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주는 의례나 의식을 치른다. 

마지막으로 국립공원과 마을을 비교하면서, 국립공원의 자연 보

호가 상기 언급한 주민들의 자연에 대한 이해와 비인간과의 관계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국립공원 내에서 특정 

‘자연’에 대한 모델을 기준으로 자연이 구성되면서, 주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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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 동식물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거나 기존의 관계가 

사라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지리산국립공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자연’이 

구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살폈다. 지리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민들의 생업과 신앙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자연에 대한 보편

적, 객관적 이해를 전제하는 근대적 사고와는 다른 자연에 대한 

사고와 관계 맺음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했다.

주요어 : 지리산, 국립공원, 산촌민, 보호지역, 인간과 비인간 관계, 야생, 

토종, 신령

학  번 : 2019-29824



- iv -

목     차

 I. 서론 ·········································································· 1

1. 문제의식과 연구 질문························································ 1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정리········································ 6

    1)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 ··················································· 6

    2) 보호지역(protected area) 연구·········································· 11

3. 연구지 소개 및 연구 방법 ·············································· 15

    1) 연구지 소개 ·········································································· 15

    2) 연구 방법 ··············································································· 20

II. 국가의 자연 관리 역사와 지리산의 변화 ··········· 24

1. 산림 관리와 녹화의 꿈 ···················································· 24

1) 일제의 애림과 산림 관리 ···················································· 24

2) 푸른 산: 산림녹화의 흐름 ··················································· 27

2. 국립공원 설립과 자연 보호 관념 및 실천···················· 30

1)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 30

2) 국제기준 도입과 생물 다양성 논의 ·································· 37

3) 자연과 문화의 분리······························································ 42

III. 산촌민의 자연과의 관계와 보호························· 53

1. 지리산 산촌민의 생업과 신앙·········································· 53 

1) 지리산에서의 생업과 지식·················································· 53

2) “할매산” 지리산과 마을 신앙········································ 66

2. 지리산 동식물, 신령과의 관계와 의례·························· 72

1) 지리산 “할매”와 신성한 동식물 ···································· 72

2) 관계와 의례: 산신제와 당산제를 중심으로····················· 79



- v -

IV. 산촌민의 자연과의 관계와 지식의 변화: 국립공원의 

자연 보호를 중심으로················································· 88

1. ‘야생’의 구성: 반달가슴곰을 중심으로···················· 88

    1) 국립공원의 야생과 토종 동식물 만들기 ························ 88

    2) 산촌민의 야생과 토종의 분류 ·········································· 94

2. 산촌민의 새로운 관계와 보호·········································· 100

    1) 야생 동물에서 마을 구성원으로 ···································· 100

    2) 국립공원과의 협력과 새로운 보호··································· 105

3. 지리산의 변화에 따른 산촌민의 관계 및 지식 변화·· 112

    1) 국립공원의 보호와 숲의 변화 ··········································· 112

    2) 기후 이상과 생업 변동 ······················································· 119

V. 결론 ············································································· 127

참고문헌········································································· 133

Abstract ·········································································· 147



- vi -

표   목   차

<표 1> 면담자 목록···································································· 22

<표 2> IUCN 카테고리의 분류와 정의··································· 38

<표 3> A 마을 농사력 ······························································ 119

그 림  목 차

<그림 1> A 마을의 위성 사진·················································· 16

<그림 2> 조선일보, 1938년 5월 18일자 신문 기사············· 31

<그림 3> 경향신문, 1980년 2월 22일자 신문 기사············· 35

<그림 4> 지리산 심원마을 철거 정비 및 복원 사업·········· 45

<그림 5> 반달가슴곰 안내 가이드 ⓒ 권혜윤 ···················· 47

<그림 6> 국립공원공단에서 나누어 주는 종 ⓒ 권혜윤···· 48

<그림 7> 종복원기술원의 반달가슴곰 가계도······················ 50

<그림 8> 출렁다리와 마을 옆 야산과 계곡 ⓒ 권혜윤······ 56

<그림 9> 고사리밭에서 채취한 고사리 ⓒ 권혜윤·············· 64

<그림 10> 마을 앞당산인 솟대 ⓒ 권혜윤···························· 71

<그림 11>‘A 옛길’ 안내문 ⓒ 권혜윤································ 93

<그림 12> A 마을에 있는 반달가슴곰  ⓒ 권혜윤·············· 103

<그림 13> 반달가슴곰 생태 학습 프로그램 ⓒ 권혜윤······ 110

<그림 14>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숲의 모습 ⓒ권혜윤······ 115



- vii -

일러두기

□ 본 논문에서 연구지인 마을 이름과 마을 주민들의 이름을 모두 익명

으로 처리하였다. 

□ 면담 내용은 면담 참여자의 발화를 그대로 받아적되, 필요한 경우 연

구자가 대괄호를 통해 표준어 표기법을 표기하였다. 면담 내용을 중간에 

생략한 경우 ‘(중략)’ 표시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뤄

지는 내용일 경우, 볼드체로 강조하였다.

□ 쌍따옴표(“”)는 연구 대상의 말을 그대로 옮겼거나, 저서, 논문, 신

문 기사의 내용을 직접 인용할 때 사용하였다. 홑따옴표(‘’)는 강조 표

시를 위해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민속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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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의식과 연구 질문 

지리산국립공원 지역에 둘러싸인 A 마을에서 현장 연구를 하던 6월의 

어느 아침, 마을 스피커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국립공원이 복원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마을 근처에까지 내려왔다는 내용이었다. 이윽고 

마을 반장님은 연구자에게 곰이 마을 근처로 새끼를 데려왔다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일러주었다. 다음날 커다란 반달가슴곰 마크가 그려진 국

립공원 차량이 마을에서 벽소령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도착했다. 국립공

원 옷을 입은 직원 셋은 곰을 추적하기 위한 기다란 안테나를 들고 차에

서 내렸다. 무슨 일이냐는 연구자의 물음에 담당자는 근처에 곰이 있어 

귀에 달린 부착기 신호를 확인하러 왔으며, 아직은 마을에 위험하다고 

여겨지지 않아서 회수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몇몇 주민들은 예전부터 

마을 근처에 나타나던 올무에 발이 잘린 일명 “삼발이(KF-52)”일 것으

로 추측했다. 며칠 전 KBS 지리산 반달가슴곰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삼

발이”가 맞다고 직원은 확인해주었다. 그들은 곰을 더 자세히 추적하기 

위해 다시 차를 타고 떠났다. 결국, 인근 마을에 방문하고자 했던 연구

자의 계획은 갑작스러운 곰의 등장으로 인해 수포가 되었다. 이는 오늘

날 지리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적 사건이다.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 야생 동식물을 복원, 보호하는 강력한 조치는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주민들은 나물과 

약초를 캐고, 수액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 국립공원에 의해 복원된 곰

을 종종 마주치게 되었다. 반달가슴곰이 실제로 사람을 공격한 적은 없

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은 언론과 지역주민 

교육 프로그램에서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곰을 

만나는 경험 자체에서 오는 공포가 너무 커서 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연구자에게 털어놓았다. 60대 여성 주민인 문정연 씨는 “여기는 사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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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곰이 먼저야.”라며 화를 냈다. 곰을 포함한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역시 보호하는 국립공원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은 사유지에서조차 농작물

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단 한 그루도 벨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리산 자연환경 훼손의 원인으로 주민을 꼽는 국가와 일부 환경 단체에

도 분노했는데, 주민들은 “우리도 나름대로의 보호”를 하고 있다고 주

장했다. 연구자는 다수의 주민들이 입을 모아 말했던 이 “나름대로의 

보호”에 대한 궁금증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산촌민(山村民)의 생활공간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자연 관리 대상이었

던 지리산은 1967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보호라는 목적하에 체

계적으로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관리해왔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추

상적인 자연 보호라는 정책이나 담론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제

도적으로 동식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면서 자연환경을 물질적으로 변화시

키는 작업은 산촌민의 삶의 터전인 지리산을 바꾸어놓았다. 산에서 밭을 

일구고, 벌목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두에서 기술한 사건처

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리산 곳곳에 풀려난 곰들은 마을 주민들과 충

돌하며 일상적 공포와 불편함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다시 말해, 산과 

숲, 그 안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립공원의 ‘위로부터의’ 자연 보

호는 주민들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단순히 그들이 자연 보호와 

관련한 생태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렇기

에 연구자는 인간 문화와 분리된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국립공원의 보호

와 달리,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연과 관계 맺으며 이를 보호하는가

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보호지역(protected 

area)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공원(national park)이 만들어가는 

‘자연’은 무엇이며, 이 자연환경을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국

립공원과 주민 각각의 보호 실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

근의 보호 정책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본 논문은 우선 보호지역에 관한 선행연구 위에서 국립공원과 주민들

이 자연에 대한 관념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이 다르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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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안하여, 인류학적 현지 조사를 통해 국가와 주민들 각각의 자연 보호

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인류학 내에서는 보호지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과 지역과 연계된 환

경운동가, 정부 간의 관계와 각 행위자가 해당 자연을 어떤 방식으로 이

용하고 보호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Orlove and Brush 1996). 

특히 보호지역의 정책과 담론은 그곳에 원래부터 거주하던 사람들이 환

경과 맺어오던 상호작용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을 띠곤 한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인류학자들은 원주민이 환경과 맺는 관계에 관심을 

두고, 이를 ‘그들의 관점’에서 서술하려고 노력해왔다. 본 논문 또한 

위 보호지역 연구의 문제의식을 따라가며, 동시에 국가와 주민을 분석함

에 있어 강정원(2020)의 논의를 참조하고자 한다. 만일 주민들의 삶을 민

속세계, 국립공원을 체계세계라 명명한다면, 그 둘이 단지 대립하거나 

억압하기만 하지 않고,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정태적이지 않으며, 인간이 환경을 이해하는 방

식이 변화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경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인 존

재다. 본 논문의 연구지인 국립공원 또한 마찬가지다. 국립공원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자연환경을 구성(construct)한다. 보호지역이 만들어가는 

자연은 곧 주민들의 환경 그 자체가 되며, 주민들이 세계를 바라보고 인

식하는 새로운 방식이 된다(West, Igoe and Brockington 2006: 252). 보호

지역은 서구의 야생 보호(wilderness protection) 운동과 환경 보호 담론

을 기반으로 자연환경을 만들어간다. 

보호지역은 “인간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곳1)”이라는 야생에 대

1) 보호지역의 시초라고 불릴 수 있는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 야

생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 워시번 탐사대(Washburn party)는 그곳에 미국 인디

언들의 흔적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옐로스톤 지역이 “인간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곳(never trodden by human footsteps)(Spence 1999: 43)”이라고 주

장하고, 이후에는 그들이 공원을 무단 침입한다며 제재하기 시작했다

(Kalamandeen and Gillson 2007: 167). 이처럼 국립공원은 그 시작에서부터 태곳

적의 순수한 야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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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상력에 기반해있다. 환경을 훼손하는 인간 개입으로부터 자연을 보

호하기 위해, 인간과 유리된 순수한 자연과 야생2)을 구축하는 작업은 물

질적으로, 담론적으로 이루어진다(Ibid.: 256). 

자연은 언제나 인간에게 이용됐고, 그런 인간의 해로운 개입으로부터 

무방비한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근대적 자연관은 언제나 자연과 문화

를 대립적인 관계로 사유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그 대립으로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뒤따른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국립공원과 같은 국가 기관의 위로부터의 보호가 거주민의 보호와 상충

하는 상황에서 볼 수 있듯, 모든 인간 집단이 자연을 문화 발전의 자원

으로 간주하거나 조건 없이 보호해야 하는 순수한 자연으로 상정하는 것

은 아니다. 가령, 주민들이 산나물이나 약초를 캐며 산의 식물들과 맺어

온 관계들이 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끊어지는 것 역시 하나의 사례이다. 

위로부터 하나의 모델로써 부과되는 보호 정책은 다양한 자연 이용과 관

계 맺음을 놓치도록 만든다. 본 논문은 그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환

경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전통적으로 살아온 산촌민이 다양한 동식물

과 자연과 관련한 신령과 관계하는 다른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보호지역에 대한 인류학적 논의와 함께 생태 인류학적 논

의 또한 주요하게 참조하고자 한다. 1980년대부터 생태 및 환경 인류학

은 기존에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왔던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을 비판하며, 

환경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더욱 포괄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자 

했다(Brondízo, Adams and Fiorini 2017: 17-19). 각 인간 집단에게는 자

2)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야생’이라는 개념은 자연 중에서도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인간이 없는 공간 혹은 존재로 정의된다. 동시에 본 연구는 이와 같

은 ‘야생’ 개념이 자연과 사회, 인간과 동물, 야생과 길들임 사이의 이분법을 

영속화한다는 비판(Cassidy 2007: 1)을 참조한다. 야생을 인간의 영역과 분리된 

어떤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경우, 이는 그 분리가 뚜렷하게 이

루어지지 않은 상황 또는 현상을 적절히 포착해내지 못하며 동시에 자연으로부

터 인간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사

용하는 야생은 자연과 문화가 분리된, 인간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연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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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 문화와 상동한 고유한 개념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서구적 전통에서 

출발한 인류학 내에서 줄곧 전제해왔던 ‘자연’이나 ‘문화’와 완전하

게 일치하지 않는다(Strathern 1980). 유로-아메리카의 자민족중심주의적

인 ‘자연’에 대한 비판의 흐름 중에서, 본 논문은 필리프 데스콜라

(Descola 2013)의 이론을 주요하게 참조하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그는 

인간이 비인간(non-human) 타자와 내면성(interiority)과 신체성

(physicality)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를 식별하는 근본적인 사유 모델을 제

시한다. 그는 이 모델을 통해 애니미즘, 토테미즘, 자연주의(naturalism), 

아날로지즘(analogism) 존재론을 재규명하며,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그는 유로-아메리카의 자연주의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방식으로 자연환경과 그 요소들,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도식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위의 문제의식을 따라, 지리산국립공원과 주민들의 자연에 

대한 관념과 이에 대한 보호 실천을 살피고자 한다. 논문의 각 장의 구

성과 이를 이끌어가는 세부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논문의 II장에서는 마을과 분리된 ‘야생’을 구성하고자 하는 국립공

원의 실천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자연 보호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여러 정책에 따른 지리산 자연환경의 변화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자 한다. 현재 국립공원 내에서 자연과 문화가 분리되어 

가는 과정 또한 추적한다. 

III장은 산촌민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환경인 지리산과 숲의 동

식물, 그리고 신적 존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중

심으로 구성된다.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지리산의 비인간과 맺는 관계를 

살피고, 그 관계 속에서의 의례를 중심으로 한 보호의 관계 양식을 보고

자 한다. 

IV장은 국립공원의 야생 보호 정책에 따라 III장에서 논의했었던 주민

들의 지리산에 대한 보호와 비인간과 맺는 관계에 어떠한 변화들이 생겨

나는지에 대해 다룬다. 비단 국립공원의 야생 보호 정책뿐만 아니라 지

리산 자연환경 그 자체의 변화에도 주목해보고자 한다. IV장은 특히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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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지리산에서 큰 화두인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정리

1)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본 연구

의 문제의식과 이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인류학 및 민속학 분과 내에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는 적극

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그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명

석(2012)은 ‘지식의 통섭’을 이야기하며 생태 인류학이 사회문화를 연

구하는 인류학과 자연과학을 매개하는 접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생태 인류학이 자연과 문화의 이원론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통섭

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을 전망했다. 

생태와 관련된 전통지식 혹은 민속 지식을 다루는 연구에는 가령 인

지 인류학적 접근을 취한 조숙정(2014)의 어민들의 바다 생태환경의 민

속 구분법에 관한 민족지 연구가 있다. 어민을 비롯한 농민의 문화적 관

심이 높은 생태환경에 대한 토착 명칭과 지식에 대한 치밀한 민족지 연

구는 한국의 민족 생물학, 그리고 나아가 한국인이 자연을 개념화하는 

인지 체계에 관한 연구를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김재호(2017) 역시 마찬

가지로 민속 분류법과 민속과학에 기초하여 민속 토양학(ethnopedology)

을 통해 농민들의 ‘논토양’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살펴보았다. 어민

이나 농민 모두 자신의 생업에의 필수적인 관심 속에서 생태환경에 대한 

분류와 지식체계를 축적해왔다. 박선미(2010)의 산나물 채취 활동의 전승 

지식에 대한 논문은 주민들이 처한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공간적 특

성을 고려하여, 그들이 근대적인 생물 지식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실용

적인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았다. 민족과학은 인간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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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밀접하고 유의미한 자연현상 또는 생물 등을 고유한 방식으로 구

분하고, 분류하고, 인지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의미화된 자연에 관한 연

구인 셈이다(조숙정 2014: 4). 이는 근대의 생물분류법이나 자연과학만이 

유일한 생태에 대한 분류가 아님을 보여주면서, 생태에 대한 일상적, 민

속적 지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나아가, 범위를 보다 확장하여 박경용

(2011)은 주낙 어업 어민들을 대상으로 천체에 대한, 우주에 대한 전통지

식까지 다루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자연’은 문화적으로 의

미화되고 인지되는 대상이며, 자연 그 자체의 변화나 역동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가령, 연구자가 현지에서 볼 수 있었던 인위적인 자연환경의 변

화, 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환경의 대규모 변동 등, 자연환경 자체의 

변화에 따라 주민들의 민속 지식 또한 함께 변화하거나 아니면 그 기상 

정향(Carbonell 2012: 63-64; 조숙정 2015: 324)이 함께 상실되고 있는 상

황을 살피기가 어렵다.

단지 생업과 관련된 생태 민속 지식뿐만 아니라, 의례나 신앙의 측면

을 살펴보는 것 또한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중요하

다. 생태적 조건에 따라 마을민속을 새롭게 분석한 김재호(2009)는 라파

포트의 관점을 동원하여, 생태적 조건과 상당히 무관하다고 여겨졌던 동

제나 호미씻이를 다시 조명했다. 생태와 관련된 신앙이나 의례는 자연을 

인지하는 민족과학과는 다른 측면에서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자연환경을 

이해하는 측면을 보여준다. 특히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동일한 신앙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속학에서 민속문화와 전통의 생태학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연구들

(조정현 2010; 이영금 2014)이 있다. 또, 한국의 풍수지리나 산신 신앙을 

언급하면서 서구의 과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환경을 

사유해왔다는 연구(임재해 1998; 2002)도 있다. 그러나 전통의 생태학적 

가치의 재발견과 그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에 가까우며, 

현재를 살아가는 실제 사람들의 민속 생활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군다나 민속 전통이 반드시 생태 친화적이어야 할 이유 또한 없다. 나

아가 생태 문제에 있어, 생태 친화적인 민속과 현대의 파괴적인 과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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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대립 관계를 설정하기는 어려운데, 오늘날 그 둘은 상당히 많이 중

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IV장에서 주민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 

기술에 새로운 과학 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현지에서의 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현재 자연과 관련한 민속 생활을 파

악함에 있어, 기존의 민속 전통과 기술을 지나치게 생태 친화적이라고 

전제하고 분석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물론 배영동(2015)의 지적처럼, 서구에서 유입된 과학적 지식체계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한국 고유의 생태 이해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근대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과 실천을 미개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는 한국의 자연환경을 한국인들이 그들의 관

점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인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

다. 그의 지적처럼 연구자 역시 민속학 내에서 지금까지 주요하게 다루

어지지 않았던 한국의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 즉 사람들이 자연환경

을 어떻게 분류하고, 관계 맺는지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자연을 둘러싼 민속 생활을 다룸에 있어, 국가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 본 논문이 다루는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혹은 지

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보호 및 개발사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이

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함한희(2004)의 새만금간척개발사업 연구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와 주민들의 민속 지식과 지역 정체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이는 지역 개발과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구도를 보여주면서,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이 변화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본래 지니고 있던 생태 지식과 생태 의례 등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

지를 그려낸다. 특히 해당 논문에서는 개발과 보호 사이의 첨예한 갈등

을 다루고, 또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마을의 민속이 함께 변화하는 모습

을 포착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보통 국가와 민속 사이의 갈등과 관계를 다룰 때, 곧잘 국가는 민속 

생활을 인위적으로 변형하거나 훼손하는 부정적 존재로 그려진다. 하지

만 양자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 속에 있으며, 이는 강정원(2020: 

18)의 체계세계와 민속세계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나아가, 연구자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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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인 지리산 마을 주민들의 민속을 원시 공동체나 비근대적인 사람들

로 타자화하지 않기 위해, 원시적이라 여겨지는 민속 세계에도 수단 합

리성이 주도하는 체계 또한 함께 존재했다는 그의 문제의식을 참고한다. 

그의 논의에 기대어, 연구자는 현지에서 주민들이 불운을 방지하기 위해 

주술과 의례가 국가 기관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행하는 다양한 과학 

기술 및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자 한다3). 

기존의 민속학적, 인류학적 연구들은 인간이 자연환경을 인식하거나 

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기술 등을 기술하는 데에 중점을 맞춘다.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자연환경을 하나의 고정된 변수로 설정하고, 

자연에 적응하는 방식과 이를 이용하는 기술에 집중한다. 자연적 신앙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그 신앙적 가치와 의례가 생태 친화적인지에 대한 

당위적 논의에 한정되어 있거나 단지 그들에게 이 자연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마무리된다. 본 연구는 단지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해가는 전통을 발전 및 유지해왔다는 논의에 멈추지 않고, 

자연에 대한 특정 관념에 따라 자연을 변화시킨 과정을 역사적으로 검토

해보고자 한다. 또, 산촌민이 그 변화 속에서 여러 비인간 동식물 및 신

적 존재와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그들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파악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그리고 본 논문의 현지에서 얻을 수 있었

던 민속학적 자료를 최근의 생태 및 환경 인류학적 이론적 논의로 분석

하고자 한다.

본래 “문화적 변이(variation)”에 관심을 가지며 자연과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과 그 관계에 관심을 두었던 생태 및 환경 인류학은 1980년대 

즈음, 생태 인류학 연구의 기본적인 분석 틀이 되었던 자연과 문화의 이

3) 불운에 대응하는 문제는 위험성에 대한 계산이나 확률의 문제와 관련이 깊

다. 베르그송은 ‘전-논리적’이란 표현으로 여러모로 논란이 되었던 인류학자 

레비-브륄이 원시 사고는 확률(chance)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잘못되

었다고 말하며, 확률은 그 자체로 문명사회의 발명품이라고 말했다. 레비-브륄

은 위험성(risk)을 계산하는 근대의 확률 같은 것은 없겠지만, 국가가 주요한 사

회 조직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은 사회에서는 통계학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로 점성술과 같은 주술 등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Keck 2020: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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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법 그 자체를 문제시하기 시작했다. 서구 인류학의 ‘자연’ 개념이 

모든 인간 집단의 ‘자연’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이론이 될 수 없는 비

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Strathern 1980; Brondízo, Adams and Fiorini 

2017: 17). 본 연구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따라 각 인간 집단이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 환경과 관계 맺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공원이 ‘자연’을 구축하는 방식과 산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살아

가는 산촌민이 그 자연과 맺는 관계의 차이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상징 생태학(symbolic ecology)을 이야기한 필리

프 데스콜라(Philippe Descola)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 그는 서구의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연’을 보편적인 인식론으로 여겨왔던 서구중심

주의를 비판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환경과 관계 맺는 방식을 모색하고자 

제안하였다. 데스콜라(Descola 2013: 116-122)는 자연과 문화라는 이분법

적 개념 대신, 자와 타의 구분, 인간이 인간 아닌 비인간(non-human)과

의 내면성(interiority)과 신체성(physicality)의 유사성과 차이라는 근본적

인 사고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주의를 포함한 네 가

지 존재론을 제안하는데, 여기에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자연주의, 아날

로지즘4)이 포함된다. 

 인간과 분리된 ‘자연’과 대립하거나 그것을 정복하는 것으로서의 

‘문화’는 데스콜라에 의하면 근대 서구의 존재론인 자연주의

(naturalism)로 명명된다(Descola 2013). 자연주의는 인간 아닌 비인간 동

식물을 같은 신체로 이루어진 종적 존재로 파악하지만, 그 정신이 다르

고 인간에게만 영혼이나 정신 등이 있다고 여긴다. 근대 서구의 자연주

의는 인간은 비인간 존재들과 동등한 의식을 가진 주체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여긴다. 그렇기에 자연주의의 존재론은 인류학 민족지에서 흔

히 등장하는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을 흥미롭지만 잘못된 표상으로 간주

한다(Descola 1996: 88).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환경주의 담론과 그에 기

4) 아날로지즘은 인간과 비인간이 내면성과 신체성에 있어 모두 불연속적이라

는, 차이를 전제한다. 농경 사회나 유목 문명에서 아날로지즘은 광범위하게 나

타나는데, 여기에서는 각 존재가 위계적으로 질서 지어지며, 이에 따라 보호와 

같은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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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 야생 보호 실천 역시 데스콜라가 명명한 자연주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데스콜라의 논의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자연 보호 및 환경주의와 같

은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에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국립공원에서 이

루어지는 ‘자연’의 인위적 구축은 자연과 문화의 분리로 인해 오히려 

그 둘이 섞이게 되는, 잡종(hybrid)의 증식을 만들어낸다는 논의와 연결

된다(라투르 2009; Descola 1996: 89). 나아가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해 동

식물의 유전자를 보호하고, 문화와 분리된 원형의 야생과 자연을 구축하

기 위해 기존의 생태계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국립공원의 실천은 그들

이 애초에 전제하고 있는 ‘자연’의 정의와 동떨어지게 된다. 

2) 보호지역(protected area) 연구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던 1980~1990년대에는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환경 및 생태 

인류학의 연구 대상 범위를 확장하는 시도 또한 이루어졌다(Milton 

1996). 기존의 생태 인류학이 다루었던 토착민(indigenous people)에 관한 

연구나 토착민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민족 생태학

(ethnoecology)’만으로는 지금의 환경과 인간의 변화를 모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Kottak 1999: 26). 이와 함께, 보호지역이나 그 하위 범주

인 국립공원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인류학 연구 역시 비슷한 시기에 많

아지기 시작했다(Orlove and Brush 1996: 330). 본래 보호지역은 유럽이

나 아시아에서 왕족들이 사냥을 위해 혹은 자신들의 사유인 숲을 보존하

기 위해 구역을 나눈 것, 혹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식민지 자원 수탈

을 위해 산림 보호 구역을 지정한 것에서 출발했다. 오늘날 보호지역은 

일반적으로 야생 동물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지정된다. 

원주민의 관점에서 보호지역을 조망하고자 하는 인류학자들은 서구의 

개발사업과 토착민들의 자연 친화적인 이용 방식을 비교하며, 그들이 지

속 가능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Colchester 199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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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원을 이용하는 토착민들의 ‘지혜’는 1950년

대부터 주목을 받아왔으며 스튜어트(Stewart 196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생태적으로 고귀한 야만인(ecologically noble savage)(Redford 

1991)”이라는 인식은 토착민의 자연 보호와 보존, 개발을 둘러싼 다양

한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며, 토착민을 하나의 고착화된 모습으로 그려낼 

위험이 있다(Nygren 1999: 274). 그들을 생태적으로 친화적인 존재로 고

착화할 경우, 그들을 전근대에 박제된 존재로 간주하게 되며, 반대로 그

들이 토착 지식을 벗어나 국가의 개발 정책을 수용할 경우 그들을 변질

된 존재로 그려내게 된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드시 국가나 개발과 대립

한다고만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국가에 의해 마냥 억압되고, 

수동적으로 그들의 정책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주민들은 

때로 환경주의 정책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스스로 일종의 환경주의자

가 되기도 한다(Agrawal 2005). 아그라왈은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변형 

및 확장하여 환경성(environmentality)이라는 개념으로 주민들의 주체적

인 실천을 설명했다.

IV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주민들의 보호와 이용, 개발에 

관한 생각은 주민들이 지리산이라는 공간에서 자연환경과 맺는 특수한 

관계와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웨스트(West 

2006: 48)의 파푸아뉴기니 민족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미(Gimi) 사람 

중 젊은 층은 보존(conservation)이 농촌 개발의 일환이 될 것이라 기대

하며, 보존을 수용하지만, 노년층은 ‘보존’의 개념 자체를 쉬이 받아

들이지 못한다. 기미 사람들이 자연환경과 맺는 전통적인 관계에서 죽음

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인간과 동식물 모두 죽은 뒤 다시금 숲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들에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자체는 너무나 낯

설다. 그렇기에 기미 사람들에게는 보존을 위해 숲의 땅 일부분을 내어

준다는 것은 그들이 숲의 비인간 혼령, 조상 등과 맺었던 사회적 관계와 

자기 자신 자체를 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의 민족지 사례는 근대적 환경 보호 정책이 그곳 거주민들이 숲, 

그리고 그곳의 비인간 존재들과 맺어온 관계를 쉽게 무시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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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 환경 보호 정책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태도

를 환경 보호와 생태 지식에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자연

환경과 관계 맺는 방식이 국가의 발전과 개발을 목적으로 한 자연 이용

과 서구의 자연 보호를 위한 환경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만약 그들의 일부가 개발에 찬성한다고 한들 본래 “생태적으로 고귀한 

야만인”이었던 그들이 변질하였다고 낙인찍을 수도 없다. 

보호지역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을 인간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유대-기독교적 전통에 근거한 서구의 ‘자연’은 

길들지 않은 야생적 자연을 인간이 지배해야 한다는 가정에서부터 시작

한다(Colchester 1994: 2)5).

보호지역에서 주로 다뤄지는 위 ‘자연’에 대한 관념을 토대로, 연

구자는 국립공원이 자연에 대한 특정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가상적 자

연’에 기반한 하나의 모델이라는 웨스트와 브로킹턴(West and 

Brockington 2006: 609)의 논의를 참조하고자 한다. 그들은 가상주의

(virtualism)6)라는 개념을 통해 보호지역은 가상적인 자연을 추상화하여 

모델화한 것이지만, 모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그 모델을 따라가고 있

음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보호지역은 자신들의 모델에 따라 새로운 우

주론을 형성해가고 있다(West, Igeo, and Brockington 2006: 255). 한국의 

5) 이는 국립공원이라는 공간을 처음으로 구상했던 예술가 캐틀린(Catlin 1841)

의 표현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인간과 짐승을 모두 담은 국민의 공원”,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의 야생성과 생동감”이라 표현한다.
6) 이는 캐리어와 밀러(Carrier and Miller)의 Virtualism: A New Political 

Economy(1998, Oxford, UK: Berg)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그는 이 개념을 경제학

의 모델이 사람들의 복잡한 사회적 맥락에 따른 의사 결정을 반영하지 못한다

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고안하였는데, 이 추상적 모델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모

델에 따라 현실을 바꾸고자 할 때 ‘가상주의’가 된다. 그러므로 보호 구역이 

상상하는 야생과 자연은 단지 개념적 차원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실천적 

차원으로도 확장되어 실현될 수 있다. “가상주의는 개념적 그리고 실천적 층위 

둘 모두에서 작동하는데, 세계가 개념적인 것의 구조에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실천적인 노력이기 때문이다(Carrier 1998: 2; West and Brockington 2006: 609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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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곳곳에서 보호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보

호지역은 점차 거주민의 새로운 환경이자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공단이 어떻게 인간과 분리된 순수한 자연, 즉 야생의 

공간을 구성해가는지 II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들이 어떻

게 국립공원 지역 내에서 새로운 자연을 만들어가고자 하는지 그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그들이 상상하는 ‘자연’이 무엇인지 보

여주고자 한다.

환경주의 담론, 보호지역의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야생’을 

대하는 태도이다. 크로논(Cronon 1995)이 지적했듯, 야생 또는 황야

(wilderness)는 인간의 창조물이다. 그는 과거에는 위험한 미지의 공간으

로 여겨졌던 ‘야생’이 지구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이 부상함에 따라 

에덴과 같은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인간 없는 자

연이라는 야생의 공간을 구축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없는 야

생의 공간 자체가 여러모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매튜스 

또한 세계 각지의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이 으레 그러하듯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형적 자연을 꿈꾸고 만들어가고자 하지만, ‘자연적’으로 

보이는 숲 역시 자연과 문화의 사회자연적 혼성물(socionatural hybrid)임

을 지적한다(Mathews 2011: 89-90). 

이 ‘에덴’에는 야생 동식물만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사람도 거주해

왔으며, 그렇기에 보호지역에서 관리자들은 원래 그곳에 살던 원주민

(native)과 갈등을 빚게 된다. 보호지역 관리자들은 원주민들이 비과학적

으로 혹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보호법

에 따라 불법적으로 산림을 이용할 경우 처벌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대립

한다. 그렇기에 보호지역에서는 원주민의 퇴거(eviction)와 강제 이동

(displacement)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Brockington, Duffy and 

Igoe 2008: 73). 이런 방식으로 야생과 마을을 단절시키는 보호주의는 장

기적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공원과 야생 보호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도

록 만들 수밖에 없다(Knight 2000: 12). 본 논문 또한 국립공원의 야생과 

마을, 자연과 문화를 분리하는 방침이 그 속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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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파악한다. 

본 연구의 주된 문제의식을 보호지역 관련 연구의 흐름 위에 두고 이

를 이론적 토양으로 삼는다. 보호지역을 다룬 여러 민족지와 마찬가지로 

지리산국립공원에서도 국립공원 공단과 주민들의 갈등은 주요한 문제로 

부상한다. 연구자는 국립공원의 규제와 이에 따른 주민 생활에서의 변화

를 기술하고, 이들의 갈등을 다룬다. 대신, 양자의 충돌을 권력 그 자체

의 논의에서 찾기보다는 양측이 자연환경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3. 연구지 소개 및 연구 방법

1) 연구지 소개

천왕봉에서 조금 내려와 서쪽으로 가면 향적사(香積寺)가 있고, 또 서

쪽으로 50리쯤 가면 가섭대(迦葉臺)가 있고, 대의 남쪽에 영신사(靈神
寺)가 있다. 서로 20리를 내려가면 공허한 벌판이 있는데, 편편하고 

기름져 종횡이 6ㆍ7리가량 되고, 왕왕 저습한 데가 있어 곡식을 심기

에 알맞다. 해묵은 잣나무가 하늘을 가려 있어 그 낙엽에 무릎이 묻

히고, 한가운데서 사방을 돌아보면 끝이 뵈지 아니하여 완연히 하나

의 평야다. 돌아서 남으로 시내를 따라 내려가면 ○○ㆍ신흥(新興)ㆍ

쌍계(雙溪) 등 세 절이 있다. ○○사7)에서 서쪽으로 꺾어 20리를 가면 

칠불사(七佛寺)가 있고, 쌍계사에서 동으로 고개 하나를 넘어서면 불

일암(佛日庵)이 있다. 

『속동문선』 21권, 「유지리산록(游智異山錄)」

본고의 연구지는 지리산 중앙의 깊은 골짜기 상류 해발 400ｍ 지점에 

있는 한 산골 마을이다. 위 「유지리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전

7) A 마을은 조선 전기에 있었던 ○○사의 이름을 따서 사하촌으로 형성된 마

을로 추정된다. 위 구절은 「유지리산록(游智異山錄)」에 남아있는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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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있던 ○○사의 이름을 딴 마을로, 역사가 깊은 마을이다. 깊은 골

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은 사방으로 산에 둘러싸여 있으며, 마을 주변은 

온통 녹색 숲으로 차 있다. 마을과 야산 사이에는 사시사철 흐르는 계곡

이 있으며, 이 계곡의 물은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고 한다. 이 계곡

을 건너는 커다란 출렁다리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 출렁다리가 

넘치도록 계곡에 물이 차올랐었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계곡 너머에는 반

달가슴곰이 사는 생태 학습장과 토종 꽃으로 구성된 옛길이 조성되어 있

다. 

<그림 1> A 마을의 위성 사진. 마을 이름은 익명 처리.

주민들은 야산에서 밭을 일구기도 하고, 채집 활동을 활발히 하고, 또 

종종 계곡에서 소소한 낚시를 한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산의 높은 곳에 

자라는 고로쇠나무로부터 수액을 채취하여 판매하는데, 이는 그들의 생

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한 생업이다. 과거에는 장터로 나가 

채취한 임산물과 목재, 담배 등을 팔기도 했다. 지금은 마을 법인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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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어 있으며, 생태 마을 사업 등을 활발히 하며 관광 사업 또한 주민

의 소득 중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국립공원공단의 관리지역으로 둘러싸인 마을은 자연환경이 상당히 깨

끗하다. 주민들은 마을의 청정한 자연환경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데, 그들은 계곡 하류에 가기만 하더라도 물과 공기의 맛이 감각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또 유일하게 제작되는 공기 캔에 이

용되는 공기가 마을에 흐르는 계곡 상류에서 포집되며, 해당 공기 캔 공

장은 마을 입구 조금 밑에 있다. 마을은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 공기캔 

공장으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다. 지리산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생업

은 본문에서 더 구체화하기로 한다.

지리산의 여러 마을 중에서도 해당 A 마을을 연구지로 선정하게 된 

데에는 마을의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이다. 첫째로, 마을 내 거주 공간

을 제외한 주변의 야산과 계곡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국립공원 관리지

역, 공원자연환경지구8)라는 점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리산국립공원의 규

제를 일상을 살아가며 겪으며, 그 규제의 정도가 다른 마을보다 심하다. 

국립공원 규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A 

마을은 적합한 연구지였다. A 마을이 국립공원과 맺고 있는 관계로 인

해, 연구자는 지리산국립공원 또한 이 논문의 주요한 연구 대상이자 연

구지로 삼고자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

이다. 본 논문에서 지리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지역을 가리키며, 지리산

국립공원 공단(National Park Service)은 기관을 가리킨다. 

마을의 두 번째 특수성은 그들이 2014년에 산촌생태마을 사업 차원에

서 국립공원에서 복원한 반달가슴곰 두 마리를 마을로 인수했다는 점이

다. A 마을은 “우수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되었고, “탄소 없는 마을”

을 표방하며 꾸준히 생태 관련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다. 마을은 국립공

원의 규제 때문에 그들과 갈등하면서도, 그들의 생태 관련 사업에 적극

8)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공연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이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들이 사는 곳으로 지리산에서는 대부분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연공원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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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연을 이해하고 또 이용

하는 방식에 있어 국립공원과 주민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 접점까지도 볼 

수 있는 복합적인 장소라는 점에서 해당 마을을 연구지로 선정했다.

A 마을은 유독 산골 마을 중에서도 “산촌생태마을” 사업과 같은 

마을 활성화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다. 주민들은 그 이유를 집성촌

이라는 마을 특성에서 찾았다. A 마을은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부터 

경주 정씨(慶州鄭氏) 집성촌으로 형성되었다고 추측된다(하동군 2012: 

12). 마을 토박이들은 과거에는 약 80퍼센트 가까이가 경주 정씨였다고 

회고했다. 

A 마을은 집성촌인 탓에 마을 내 혼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혼인을 위해 이웃 마을 혹은 타지의 여성을 데리고 와 혼례를 치르곤 했

다. 외지에서 온 여성들은 연구자에게 “마을 전체가 시댁”이라는 점이 

다소 불편했다고 털어놓았다. “한 번 외지인은 평생 외지인”이라는 이

야기가 외부인들에게서 나올 정도로, 같은 성씨 간의 내부 결속력은 매

우 강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집성촌 일가 간의 깊은 내부 결속력은 마을 운영에 있어 장점이 된

다. 다수의 토박이 주민들은 친족 간의 깊은 유대감이 마을을 활성화하

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했다. 정병수 씨는 확실히 A 마을이 다

른 농촌 마을과 비교하면 마을 사업이 더 활발한 편이며, 주민들끼리 갈

등도 적은 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보통 마을 사업을 할 때 마을 어

른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어른들의 의견을 마을의 젊은 사람

들이 무시하면서 마을 내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A 마을의 경우 그

러한 종류의 갈등이 매우 적다고 한다. 마을 노인들이 젊은 주민들에겐 

곧 집안 어른들이었고, 집안 어른들에게 젊은 청년들은 곧 자손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연구자에게 들려준 주민 중 한 명인 문정연 씨는 

30여 년 전 마을로 시집을 온 외지인이다. 문 씨 역시 마을 전체가 시댁

이었던 점에 공감하면서 집성촌이 지닌 특징에 관해 이야기해주었다. 마

을 어른들의 목소리가 매우 컸고, 친족 관계가 어느 정도 마을 조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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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사례 I-1]

문정연: 그때는 깊었죠. 마을 활성화가 많이 됐지요. 어르신들이 돌아

가시나니까 그래요. 그때는 다 계셨거든요,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얼추 다 살아계셨어요. 그러니까 얼추 다 살아계시니까 대

단했지.

연구자: 어떻게 대단하셨어요?

문정연: 어른들이 말 그대로 법이지. 옛날에예.

연구자: 마을 어른이 아니라 집안 어른이라서요?

문정연: 네, 여기 동네에. 그때는 우리 힘도 못 썼어.

연구자: 젊은 사람들이요? 마을 관리도 어른들이 하셨나요?

문정연: 그런 관리는 말고. 마을에 쉽게 말하면 추장, 그런 힘이 있고. 

우리는 말 그대로 청년이니까 힘으로 하잖아예. 

연구자: 결정권을 좀 많이 가졌다는 건가요?

문정연: 그거지예.

연구자: 그게 혹시 마을 안 역할 분담이랑도 관련이 있었나요?

문정연: 관련이 조금 있었지예. 조금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 

(문정연, 50대, 여성)

마을에는 상포계(喪布契)가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이 상을 당하면 주민

들이 돌아가며 꽃상여를 메고 장례 준비를 도와준다. 각 가정에 한 명씩

은 계원으로 참석한다. 정병수 씨는 “장례 품앗이”라 표현하며 상포계

나 두레 같은 풍습이 남아있는 마을들이 “소통이 잘 되고 좋아. 화목

해.”라며 마을의 유대감과 화합을 자랑했다. 마을에 머무르면서 정 가

(家) 주민들이 혈연 공동체라는 생각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가 정병수 씨와 집성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무실에서 나

와 마을을 걷고 있을 때, A 마을 사람들의 혈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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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이웃이자 친척인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연구자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묻자, 정병수 씨는 능청스럽게 딸이라고 답

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웃으면서 “내가 정씨 사람들은 다 아는데 어디

서 거짓말이야. 내가 정씨 혈족은 다 아는데.”라고 말했다. 위 집성촌의 

특성은 III장에서 마을과 지리산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바탕이 된다.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있는 마을이라는 것, 그리고 집성촌이라는 특수

성뿐만 아니라 A 마을에서는 여전히 매년 정월 초하루에 당산제를, 그리

고 경칩 이전에 고로쇠 산신제를 챙긴다. A 마을은 현대화된 국가의 산

촌 사업에도 참여하면서도, 전통 의례를 계속해서 유지해나간다는 특수

성을 지니고 있어 본 논문의 연구지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인류학적 현지 조사를 통해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주 

연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2020년 11월부터 연구자는 사전 조사를 통해 

마을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마을 반장님과 법인 대표님과 접촉하

여 연구에 대해 설명해 드렸다. 아쉽게도, 코로나-19 상황으로 회관에서

의 정기적 모임이나 행사 등이 모두 취소되었던 상황이었다. 연구자는 

마을 대표자들과의 사전 조사 면담에서 지리산국립공원과 종 복원에 관

한 마을 사람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연구 대상을 좁혀 나갔다. 사전 조사를 통해 마을 

반장님으로부터 반장님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장기 투숙하며 현지 조사를 

수행할 것을 허락받았다.

본 논문은 IRB 심의(No. 2105, 2021년 5월 18일)를 거쳤으며, 해당 연

구 윤리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모

두 가명으로 처리되었다. 본격적인 조사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이루

어졌으며, 이때 마을에 체류하면서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

다. 원래 4월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반달가슴곰 축제는 코로나로 취소되

었다. 대신 마을 법인에서 운영하는 반달가슴곰 생태 체험 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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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소규모 예약을 받으며 진행되었는데, 연구자는 봉사원 자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마을 주민이 나물을 채취하러 가는 

현장에 따라가 함께 일을 하며 생업 활동의 양상을 파악하고, 약초를 다

루는 주민이 진행하는 산 약초 수업에 참여하여 약초에 관한 지식 습득 

과정을 관찰했다. 또, 국립공원 직원과 면담을 하기 위해 국립공원사무

소에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면담은 주요 연구대상자(key informant)인 마을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받거나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자들을 모집했

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연구자가 준비한 각 항목에 따른 질문

지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면담 참여자의 성별, 나이, 직업 그리고 관심사

에 따라 질문은 계속해서 수정되고 추가되었다. 면담 대상자는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토박이’들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마을

로 시집온 여성들과 한 명의 귀촌 인구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면담 대상

자는 마을 ‘토박이’였다.

면담자의 인적 사항은 다음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본 연구를 수행

하면서 주민들의 인적 사항 중 필요한 정보는 세대 구분을 위한 대략적

인 나이와 성별, 그리고 마을 토박이 여부였다. 그 외 직업이나 직책 등

은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에, 본문에서 각 면담자를 소개하면서 간

략하게 서술한다. 주민들의 생업 활동 모두 산에서의 채취 활동을 기본

으로 하고 있기에, 특별히 직업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했

다. 다만, 세대별로 마을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특히 의례와 관

련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에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나이는 중요

한 요소였다. 

마을은 성별에 따른 생업 활동과 하는 일이 뚜렷하게 분리된 편이었

는데, 과거엔 여성들이 산에 가는 비중이 남성들만큼 많았으며 산중에 

비박하는 일 또한 흔했다고 한다. 그러나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어 오늘

날에는 산에 오르는 사람 중 중장년층 남성의 비율이 높다. 특히 산의 

고지대에서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었

다. 나아가 동물을 사냥하고 죽이는 일 역시 주로 남성의 일이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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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운영, 생업 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성별 역시 주요한 요소 중 하

나라 생각되어 면담자의 남녀 성비를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고자 노력

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면담은 면담자가 요청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자의 집에서 면담이 불가한 경우, 법인 사무실이나 마을 회관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국립공원과 관련된 기사, 공식 자료집을 검토하였으며 마

을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안내 책자 등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또, 

지리산 반달가슴곰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와 같은 미디어 자료도 참고하였

다.

No 가명 나이 성별 비고

1 정은호 50대 남성
마을 토박이, 마을 반장 직책, 

고로쇠 협회장

2 정선미 50대 여성 펜션 운영,

3 홍은희 80대 여성 정은호 씨의 어머니

4 최지수 50대 남성 마을 토박이, 펜션 운영

5 김태우 70대 남성 마을 토박이, 마을 이장 직책

6 이지연 60대 여성 김태우 씨의 아내

7 정선덕 60대 여성 민박집 운영

8 김호성 70대 남성 민박집 운영, 마을 토박이

9 장지윤 50대 여성 민박집과 카페 운영

10 김유석 60대 남성 에어캔 공장 관리자

11 문정연 60대 여성 민박집 운영

12 정철민 60대 남성 마을 토박이, 민박집 운영

13 정병수 60대 남성 마을 토박이, 마을 법인 대표

14 홍정숙 80대 여성 과거 민박집 운영

15 정희연 90대 여성 마을 토박이

16 이숙자 70대 여성 특이사항 없음

17 김정수 60대 남성 슈퍼 운영, 약초 채취

18 최시현 70대 남성 마을 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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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면담자 목록

19 김은영 60대 여성 최시현 씨 부인

20 정민수 50대 남성 지리산국립공원 직원

21 김태식 50대 남성 마을 토박이, 토봉과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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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의 자연 관리 역사와 지리산의 변화

1. 산림 관리와 녹화의 꿈

1) 일제의 애림과 산림 관리

일제 식민지 시기의 산림 관리는 기존 조선의 산림 관리와 다른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일제의 산림 관리는 산림 수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에, 해방 이후 산림 황폐화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당시 산림 관리

뿐만 아니라 해수 구제를 목적으로 야생 동물 특히 맹수들을 무차별적으

로 사냥하였는데, 이는 현재 환경부가 제시하는 반달가슴곰 멸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오늘날의 산림 관리뿐만 아니라 1960년대의 

국립공원 지정의 과정과 그 역사를 살피는 데에 있어 일제 식민시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은 여러모로 필요하다. 

일제는 조선을 자원 수탈 공급지로 간주하여, 1910년부터 조선임야분

포도를 작성케 하고, 1918년에는 조선임야조사령을 공포하여 산림 수탈

의 기반을 닦았다. 산림녹화에 대한 논의는 일제 식민시기에서도 언급되

는데, 일제는 1920년대에 산림녹화를 위해 임야소유자들을 삼림조합에 

강제로 가입시켜 1년에 2회 정도로 입산을 극단적으로 제한한다. 지나친 

입산 통제 그리고 이후 행한 개벌교림과 같은 정책은 일제의 비현실적인 

산림 정책으로 평가된다(최병택 2008: 298).9) 

1930년대 전시 체제로 돌입하면서 일제는 조선의 나무를 벌목하기 시

작한다. 일제는 조선인이 산림을 이용하고 산에 출입하는 방식에 “야

9) 일제는 임야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극도로 제약하고, 입산을 지나치게 통제하

여 조선인들의 불만을 샀다. 동시에 ‘우량목’ 대량 식재를 위해 산림에 자생

하던 나무를 대량 벌채하고 새로운 수종을 심는 ‘개벌교림’을 추진했다. 이는 

숲의 자생력을 훼손하는 방침이었고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최병택 

Ibid.: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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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라는 낙인을 찍고, 조선인이 자연을 다루는 방식이 미개하므로 이

를 지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다(Ibid.: 296). 일제는 자신들의 산과 

나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여 이를 가꾸는 애림(愛林)을 내세우며 이를 

조선인의 야만적인 자연 이용 방식과 대조했다.

이후 미 군정에서도 부활 논의 대상이 되었던 “애림계(愛林契)”는 

1930년대에 자연촌락 단위로 조직되었던 계로, 1933년 사라진 삼림조합

의 역할을 대신했던 조직이었다. 본 연구는 산림 조직이나 법 제도 자체

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기에, 애림계가 지닌 효용성 등에 대해서 언급

하기보다는 일본과 조선의 서로 다른 ‘자연’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 애림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비교와 대조를 통해 일제 강점

기 때 한국에서 유지되었던 자연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애림”은 숲을 사랑한다는 사상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일

본의 전형적인 자연관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관이 메이지 시

대에 형성된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것임을 주장하는 연구(Thomas 2001)

에 기대어 페드만(Fedman 2020)은 산림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메

이지 시대의 “애림”을 한국과 연결한다. 이 “애림”은 곧 국가가 지

방의 숲에 국가적·제국적 지배를 실천하는 산림 국가주의(sylvan 

nationalism)를 형성하는 데에 일조한다. 나아가 “애림”은 한국을 비롯

한 여러 국가에 대한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의 정당화 수단이 되기도 했

다(Ibid.: 25-26).

앞서 말했다시피, 일제는 조선인의 자연 이용 방식에 매우 부정적이

었다. 조선 후기에 산림이 황폐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분분하지만

(최병택 2021: 51-52), 온돌 사용으로 인한 벌목은 조선인의 자연 이용의 

무지함으로 이해되었고 그것은 곧 그들을 문명화해야 한다는 식민 지배

의 정당화 사유가 되었다(Fedman 2018: 29). 사이토 오토사쿠(齊藤音作)

는 조선인들의 애수애림(愛樹愛林) 정신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그것을 조

선인의 풍습에서 찾았다. 그는 한국인들이 풍수상의 기(energy)를 방해하

거나 악령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식목을 거부했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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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털어놓는다(Fedman 2020: 179). 구체적으로는 가령, 묘 근처에 나무를 

심으면 그 뿌리가 관에 침입할 시 그 자손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믿음, 

나무뿌리가 온돌 아래로 침입하면 가족이 죽는다는 믿음 등이다. 사이토

는 식목일의 식민지적 기원에 가까운 기념 식수일을 지정하여 조선인을 

조림사업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했다(고태우 2017: 165). 

양국의 자연에 대한 이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임업가인 아사카와 

다쿠미(淺川巧)는 식물 조사 과정에서 숲과 나무에 대한 민속 신앙을 조

사하며, 물질적 자연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신앙 차원까지도 함께 이해하

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Fedman 2020: 108). 그는 산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과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인간 영역과 들어맞는

지, 자연과 문화의 연결 고리를 파악하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고 파

악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시도야 츠토무(石戶谷勉)도 당시 임업시험장

의 정태현과 함께 마찬가지의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와 같은 양국 간의 협력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당국과 조

선이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애수애림과 식수(植樹) 관념을 조선인에게 불

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 식수일에는 황제가 친히 참석하였고, 식수일 

행사를 통해 조선인에 대한 지배를 더욱 강화시키고자 했다10)(고태우 

2017: 166). 

일제 강점기 당시의 산림녹화는 과한 통제와 비효율적인 산림 관리 

방식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고 평가된다. 거기에 더불어 조선 임야를 

일본의 자본가에게 공급하기도 하는 등의 산림 보호는 개발 또는 이윤 

추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Ibid.: 185). 게다가 주민을 동원하는 데에 

실패하는 것은 식민지의 자연 보호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일제 식민지 시기의 산림 관리 정책은 그 이후까지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이다. 오토사쿠의 

10) 사이토는 4월 3일로 식수일을 정하였는데, 이는 봄이 오는 시기를 맞춘 것

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첫 신화적 지도자인 진무(神武) 천황의 죽음을 기리는 

기념일이다. 이는 내선융화를 도모하는 일제의 방식이다. (Ibid.: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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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령은 1961년까지 지속되었으며, 기념 식수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

숙한 식목일로 1947년에 변경되었다. 또, “애수애림”의 결핍, “남벌폭

채” 등의 낙인찍기는 이후 관료층이나 지식인층이 일반 산촌민들을 생

태적 지식이 부족한 시골 사람으로 낙인찍는 데에 똑같이 동원되었다

(Ibid.: 186). 나아가, 애수애림이 결핍된 조선인의 미개한 산림 관행의 기

저에 있는 조선인의 비인간 동식물, 신령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무속 신

앙을 ‘미신’으로 규정했다. 자연을 이용하거나 이해하는 올바른 방식

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담론이 일제 “애림”을 거치고,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점차 강화되었다.

일제의 폭력적인 산림 관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옳은 ‘자연’의 관리

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선인을 미개하다고 폄하했다. 하지만 오늘날

까지도 국가가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실천에서는 일제가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의 낙인이 존재한다. 

2) 푸른 산: 산림녹화의 흐름

한국전쟁 이후 산림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A 마을 주민들 역

시 당시 지리산은 지금처럼 ‘푸른 산’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꼬랑”으로 숨어드는 반란군을 색출해내기 위해 군인들

은 마을과 숲을 샅샅이 뒤지며 산에 불을 질렀다. 마을 밑에 있는 절에

서는 시체를 날마다 태웠고, “뼈따구 튀는 소리”와 “노랑내”가 마을

까지 퍼져왔다고 전했다. A 마을 근처의 빨치산 토벌 활동은 1953년 9월

에 마무리 지었다. 한국전쟁과 토벌 이후, 지리산의 마을과 숲이 황폐화

되었다. 본 절에서는 민둥산을 푸른 산으로 만들고자 했던 산림녹화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산림보호임시조치법(1951)의 제정으로 산림계가 본격적으

로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산림황폐를 초래하는 각종 행위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전란과 토벌로 인한 황폐화는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의 입산을 막지 못하여, 무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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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벌목 등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최병택 2008: 317-318). 하지만 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되어 북쪽의 연료 공급이 단절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입산과 벌목을 무작정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 당시 진행되었던 녹화사업, 특히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1973)에서 연료림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농촌 연료를 대체

하는 방안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연료림 조성사업에서도 볼 수 있듯, 해

방 이후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서 산림녹화는 그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 개인의 “푸른 산”에 대한 꿈 역시 당시에 매우 강력했다. 

그는 여러 우방을 방문하고 난 뒤 돌아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국 

강산의 푸른 옛 모습을 되찾는 것이 조국의 부흥과 근대화의 첩격이라는 

것을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수차례에 걸

친 우방 방문에서 푸른 산과 풍요한 사회가 정비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고 더욱 확고해졌습니다11).” 박정희를 포함한 당대 정권에게 자

연은 경제적 가치를 담보하는 자원이었으며 동시에 선진국의 지표가 되

는 근대화의 척도였다. 자연을 경제적, 전략적, 환경적 이유로 관리하는 

것은 근대 국가의 구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Mathews 2011: 19). 

1964년에 대대적으로 벌어진 지리산 도벌 사건은 산림청 신설과 화전 

정리사업을 촉발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임송자 2017). 지리산 일대 국

유림에서도 도벌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 자료를 보면 연구지가 위치한 

○○ 계곡 근방에서도 국유림 도벌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지

리산의 화전민과 주민 여럿이 도벌 단의 정보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화전 정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국가는 지리산의 숲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이동 또한 통제했

다. 여기에 더해 1960년대 말 발생했던 “김신조 사건”으로 국가 안보

가 위협받게 되면서, 국가는 깊은 지리산 자락 곳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

르는 간첩의 존재에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장예지(2018: 76)의 

11) 1967년 『산림보호』 4월호, 이경준·김의철 (2010) 『민둥산을 금수강산으

로』, 기파랑, pp. 1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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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이는 비단 지리산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었

다. 무장 공비와 독가촌 주민 그리고 군은 “위태로운 동거”를 했으며, 

국가는 산 곳곳에 흩어져 살던 거주민들을 밀집시켰다. 본고의 연구지인 

A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A 마을 주민인 최시현 씨는 당시 군인들이 숲 곳곳에 살던 과거를 

떠올리며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사례 II-1]

최시현: 69년도인가. 저기 ○○에 있는 사람들 일부는 여리 오고, 대

성의 일부 다섯 채는 저기 해가지고 다 내려왔지. 독가촌, 독가촌.

연구자: 정부에서 왜 모았어요?

최시현: 아, 그때 당시에 김신조 간첩 내려오고. 그때 당시에 간첩이 

많이 내려와 있었거든. 그래서 다 모았지. 그때 당시에 여기에 전화기

가 들어왔어, 산중에. 비상 전화.

연구자: 간첩 신고하라고 만든 전화에요?

최시현: 그렇지, 대성 살 때요. 저 뭐 우리 때만 해도 소개(疏開) 안 

했을 때 [북한] 군인 대위가, 대위인가 소령인가 군인이 하나 와 있었

어, 원대성에.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었는데, [남한] 군대에서 완전 무

장해가지고. 그 뒤로 사람들 싹 다 소집한 거야. (최시현, 80대, 남성)

국가는 시급한 안보 문제로 깊은 산중 곳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한곳으로 모으게 되었다. 국가의 입장에서 산 그리고 산에 사는 사람들

은 빼곡한 숲과 깊은 골짜기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잠재적 위험이었다. 

그랬기에 그들은 엄중한 관리의 대상이었다. 

최시현 씨는 이는 비단 박정희 정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도 공비를 토벌하기 위해 군인들

이 산을 수색하고, 산 곳곳에 불을 질렀던 것을 회상했다. 산림녹화는 

물론이거니와 이념 갈등과 전쟁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국가는 산을 

공적 공간으로 관리하고자 했고 했어야만 했다. 국가는 통제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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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숲속에 사는 산촌민을 마을로 끌어내리고, 마을과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비상 전화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국가는 숲에 사는 

사람들을 숲 바깥으로 이동시켰고, 점차 ‘자연’은 마을과 분리되었다.

2. 국립공원 설립과 자연 보호 관념 및 실천

1)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숲과 마을 공간을 분리하는 데에 박차를 가한 것은 지리산이 국립공

원으로 지정되면서이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은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

원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야생 보호의 사상12)과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부터 움트기 시작했다. 당시 자연을 자원으로 

이용하거나 개발의 터전으로 삼거나, 혹은 휴양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

하던 시대에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던 일은 획기

적이었고, 미국의 국립공원 제도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된다. 아시아에서

는 1931년 일본이 국립공원 제도를 시작한 것이 최초였으며, 이후 일본

은 한국과 대만에도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손용훈 2016). 

12) 헨리 데이비드 소로(Henry David Thoreau 1817-1862)와 환경운동가 존 무어

(John Muir, 1938-1914)이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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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조선일보, 1938년 5월 18일, 

“전촌박사답사보고를 기초로 지리산국

립공원화”

당시 일제에 의해 추진되었던 조선 최초의 국립공원으로는 금강산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었다. 1904년 경원선 철도 부설권을 획득

하면서 일제는 금강산 관광을 전면 앞세우며 금강산 경관을 통해 식민 

통치의 성과를 과시하고자 했다(김지영 2021). 일제가 지리산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1935년에 구례군 주민들이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해달라는 요구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총독부는 타무라 박사에게 지리산 

일대를 조사하도록 했다(지리산국립공원본부 2019). 일제의 지리산의 생

태에 관한 관심은 일찍이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의 <지리산식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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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고서(1915)>에서도 나타난다.

꾸준히 이어져 온 일제의 지리산에 대한 여러 갈래의 관심 중에는 언

급했듯, 제국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립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

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일제의 알피니즘에 따라 1920년대 후반부터 

여러 산악회가 조성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지리산 역시 투어리즘과 

알피니즘의 장소로 변화했다(박찬모 2013). 

일제에게 지리산은 하나의 전시된 풍광에 가까웠는데, 이는 국립공원 

선정 움직임과도 관련이 깊다. 조선 팔경 중 하나로 지리산이 1930년대 

중반에 꼽힌 것은 국립공원 조성을 통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일제의 의

도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지리산을 관광지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 하나였

다(Ibid.: 136). 일제는 제국적 욕망과 우월성을 지리산 관광이라는 행위를 

통해 드러냈는데, 자연의 탁월함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가꾼 문화적 우

월성을 담지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선의 산이 민둥산이라는 점을 두

고 일제가 조선의 자연경관의 열악함과 그 이용 방식의 미개함을 문화적 

낙후성과 연결한 것과 같은 논리이다(박찬모 2012: 315). 반면,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산은 민족정신과 민족문화와 연결되는 공간이었으며, 이는 

위 산악순례사업 이후 이은상이 『조선일보』에 연재한 “지리산 탐험

기13)”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이후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국립공원 지정 논의는 

가라앉게 된다. 국립공원에 대한 논의가 재차 언급된 것은 박정희가 정

권을 잡은 이후였다. 박정희는 1962년 세계국립공원 대회에 정부 대표자

를 파견시켰고, 이후 그는 국립공원 제도의 기틀을 1963년부터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건 국민운동부 내에 “지리산 지역개발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산지 개발에 나서며 산림 개발을 통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

하고자 했다(지리산국립공원본부 2019: 46). 1963년에는 조사위원회의 보

고서가 출간되는데, 박정희 정권의 주요 목적에 맞게 개발 중심으로 보

13) 이은상은 지리산의 산신 신앙과 천신에 관심을 기울이며 이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당시 일제가 지리산을 하나의 전시된 공간으로 타

자화하여 이해했더라면 이은상은 지리산을 민족의 정체성이 깃든 자연적 공간

이라는 관념에 따라 재구성하였다(박찬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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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가 작성되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조사 위원들(김헌규 교수, 우한정, 

원병오 박사, 이정우 전문위원 등)은 지리산 자연환경의 우수함을 느끼

고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에 이바지했다. 이뿐만 아니라 

“구례 연하반14)” 회원들의 노력도 상당했는데, 이들은 당시 지리산에

서 벌어지는 도벌을 고발하여 정부에 자연보전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에 

힘 써달라 호소하였다(Ibid.: 49).

국립공원은 그 자체로 “자연의 회화화(pictorialization)(Neumann 

1998: 15)”이다. 이는 일제가 조선에서 국립공원 지정하기 위한 목적에

서도 잘 드러난다. 즉, 자연을 전시하는 것이다. 국립공원은 낭만화된 자

연에 대한 상상력에 기반하여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최초 국립

공원에서도, 자연경관을 통해 제국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했던 일제의 

국립공원 추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립공원은 국가의 대표적인 자연 

풍경을 보여준다는 그 의의15)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국가 정체성과도 

관련이 깊다. 

지리산국립공원이 처음으로 지정될 당시에 국립공원은 건설부에 속해

있었고, 이후 1991년에 내무부로 일원화되면서 관리가 더 체계화되었으

며, 1998년에서야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국립공원은 초기 건설부에 속해

있었을 당시에는 국토 관리와 국가 ‘개발’의 차원에서 이해되었지만, 

이후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자연 ‘보호’에 힘쓰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소병천 2011: 222). 이는 한국의 국립공원이 낭만적 자연에 대한 ‘보

호’에서부터 시작한 미국의 국립공원과는 사뭇 다른 역사적 흐름을 거

쳐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국 국립공원이 ‘보호’로 시작했던 미국이나 일본 국립공원과 다

른 부분은 여럿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국의 국립공원에는 사

유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애초에 한국의 국립공원은 자연 보호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자연 휴양지로의 목적이 더 컸기 때문에 국립공원 

14) 지리산 최초의 산악모임으로 구례중학교 교직원과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15)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이

다. (「공원법」 (1967. 3. 3) 제 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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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에 사유지가 존재한 것에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손용훈 

2016: 7). 그렇기에 국외 국립공원 사례와 달리, 국립공원 초기에 지역주

민들은 초기에 국립공원에서 제도적으로 강제 이동되지 않았다. 

한국은 초기에 미국과 달리 사람이 없는, 자연 그 자체를 보존하는 

국립공원의 모습을 강조하기보다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어우러

진 다양한 문화를 함께 보여주고자 했다. 미국에서는 국립공원 추진에 

있어서 인디언들을 역사에서 배제하고, 원시적 야생성을 지닌 자연을 낭

만화하였지만, 한국은 인간의 적정 이용과 개발에 초점을 맞춘 채로 국

립공원을 추진하였기에 자연을 “회화화”하는 방식에 있어 달랐다. 지

리산이 오래간 민중의 도피처로 인식되고 사용되어왔던 역사와 각종 불

교 사찰과 무속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그 자체를 자연과 함께 연

결 짓는 방식이 지리산국립공원의 특수성이다(Jin 2005). 그러나 국립공

원의 방향이 점차 환경 보호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특수성이 상당히 옅

어지게 된다.

국립공원이 점차 국토 차원에서의 자연 이용과 개발에서 자연환경 보

호 그 자체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을 국립공원의 관리 근간이 되는 「자

연공원법」의 변화에서도 볼 수 있다. 「자연공원법」은 1980년에 기존 

「공원법」이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되면서 처음으

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리산국립공원은 기존의 「공원법」에 따

라 설치되었다. 이후 13호 국립공원까지 구 「공원법」을 통해 지정되었

다. 「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에 대한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바로 “적정한 이용을 도모”라는 문장이다. “적정” 이용이라는 것은 

기존에 자연공원을 관람객들이 관광하고 휴양을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개

발하였던 것과 달리, 그 정도를 조절하여 자연 보호에 힘쓰겠다는 의미

로 해석될 수 있다(소병천 201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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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향신문, 1980년 2월 22일, “도벌(盜伐)・남벌(濫伐) 다시 활개”

「자연공원법」에 따라 주민들은 산을 이용하는 데에 강력한 제재와 

제한을 받기 시작했다. 1960-70년대 산림녹화를 위해 벌목과 화전이 일

절 금지되었지만, 연료 부족 문제로 산촌민의 도벌은 오래간 쉬이 해결

되지 않았다. <그림 3>의 기사처럼 1890년대까지도 도벌의 원인인 연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지리산, 태백산 등 깊

은 산골은 물론 평야 지대의 야산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도벌이 성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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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진 데다 기름값 등 다른 연료값의 인상

으로 나무를 때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설명

하고 있다. 기사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도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리산의 구례, 남원, 산청, 함양에서도 남벌

이 횡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A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었다. 마을이 깊은 

골짜기에 있는 탓에 대체 연료가 마을 안까지 들어오지 못했고, 주민들

은 불법을 무릅쓰고서라도 생존을 위해 나무를 벨 수밖에 없었다. 60대

의 정병수 씨는 돌아가신 부모님 세대가 초기 공원법하에서 겪었던 어려

움을 이야기해주었다.

[사례 II-2]

정병수: 옛날에 이 지역 사람들은 자기 집에 못 하나 박을 때도 국립

공원 애들한테 허가를 받았어야 해. 불법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공원 

직원들이 와가지고 되게 유세를, 지금 말로 갑질이 많았었어. 그때는 

이 보일라 같은 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나무를 땠잖아. 

산에 가서 나무를 때서 구들막에다가, 아궁이에다가 뎁혀서 밥을 허

고 그랬다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베는 것도 국립공

원 법은 불법이거든. 그러면 벌금 내야 돼, 잡혀 가야 돼. 산림법 위

반에 걸어가지고. 그래서 요 동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은 산림법 

위반 때문에 다들 전과가 하나씩 있을 거야. (정병수, 60대, 남성)

국립공원 직원까지도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자연공원법」을 

“악법”이라 칭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례 II-3]

직원: 옛날에는 공원 안에서는 나무 하나 못 벴어요, 진짜 악법이었어

요. 국립공원, 자연공원법이 최고 악법이라 그랬어요. (생략) 그때 당

시에는 영림서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국유림이죠. 그 사람들이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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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무를 숨기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생활이 

실제로 나무를 하는, 땔감밖에 없는데, 뭐라 해야 되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나라에서 벌목 해가지고 때라, 그런 것도 안 

맞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무가 없으면 추워 얼어 죽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국립공원으로 변하면서 그 법을 그대로 적용했거

든요. (국립공원공단 남부사무소 직원, 50대, 남성)

지금도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나무 하나 베지 못하는” 규제를 가하

고 있다고 주민들은 불평했다. 연료가 대체되고, 벌목 등이 주요한 생계 

수단이 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반감이 과거보다는 경감되었지만, 자연 

이용과 보호를 둘러싼 국립공원과 주민들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창고도 하나 못 지었다니까요,”라며 한 주민은 국가의 제재에 강력한 

반감을 드러내었다. A 마을은 숲에 둘러싸여 있어 숲과 마을의 경계가 

상당히 불분명한데, 마을에서 밭을 일구더라도 숲의 나무가 뿌리를 뻗어

오거나, 그 가지가 무성히 자라 밭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종종 생긴

다. 하지만 자신의 밭에 들어오는 나무도 절대 벨 수가 없어, 밭농사하

는 데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민들은 토로했다.

2) 국제기준 도입과 생물 다양성 논의

국립공원의 방침은 점차 변화했으며, 계속 변화하고 있다. 현재는 

IUCN 제도와 목표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한국의 특수성뿐만 아니

라 국제적인 기준에서 보편적인 자연 보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국립공원이 자연 그 자체의 보

호보다는 실용적 목적, 휴양의 목적하에 운영되었더라면, 자연 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이 도입되면서 그 목적과 운영 방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

다는 점을 통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은 IUCN 보호지역 내 국립공원 분류에 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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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관리를 하는 보호지역”임을 인증

하는 녹색목록(Green List)에 올랐다. 환경부는 국내 자체의 상황에만 맞

추어 국립공원을 조성하기보다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향후 국내 국립공원의 70% 이상을 IUCN 카테고리 II에 

부합하도록 변경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했다16). 

한국 환경부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IUCN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

며 그 지침을 따른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자원보전 이사는 “이번 사업

[국립공원 녹색목록 인증]을 통해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우수성과 체계적

인 관리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환경 분야에서 국제사회 신

뢰를 받는 국가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선

진적 면모와 자연 관리 방식을 연결 짓고 있다. 자연과 국가가 연결되는 

방식은 과거 박정희 정권이 ‘푸른 산’을 조국 부흥과 근대화의 척도로 

여겼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16) 2010년 1월 13일, 조선일보, “[포커스] 월출산·주왕산·속리산 국제기준 

국립공원으로 격상”

유형 카테고리 명칭 관리 목표

Ⅰ

a

학술적(엄정)보호구
역

(Strict Nature
Reserve)

-엄격한 자연생태계 보호(과학적 연구, 환경
교육 등을 위한 자연환경의 확보)

-교란 최소화, 대중의 접근 제한

b
원시야생지역

(Wilderness Area)

-원생지(야생지) 보호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야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이용 허용

Ⅱ
국립공원

(National Park)

-생태계 보호와 휴양
-자연상태/자연과 가까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적, 문화적, 여가 목적의 방
문객 이용 관리

Ⅲ

자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자연적 특징(feature) 보전(유일성, 자연성,
대표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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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IUCN 카테고리의 분류와 정의

생물 다양성은 국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상했다. 환경부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생물 다양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잘 보여주

었는데, 그는 <한국의 생물 다양성 보고서(2012)>에서 “식량 산업에서부

터 화장품과 신약 개발, 생태 관광에 이르기까지 생물 다양성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무한한 가능성”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생물 다양성 손실로 인한 비용이 세계적으로 연간 3조 달러에 달한

다”는 점을 짚으며 그는 생태적 위기와 그 가치를 시장 화폐 가치로 환

원하여 설명했다. 국가는 푸른 생태계와 풍부한 생물 다양성의 국가의 

선진성과 진보의 척도로 삼는다. 그는 “한국의 위상”을 논하며 국제무

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그에 “걸맞”는 환경 보존 정책을 

펼쳐야 함을 주장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풍요가 국가의 선진성과 

연결되는 논리는 일제에서부터 박정희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큰 틀에

서는 유사하다.

-연구, 교육, 해설, 대중의 감상 기회의 제공

Ⅳ

종 및
서식지관리지역

(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중요 종, 개체군, 군집 또는 환경의 물리적
특성 보호를 위한 서식처 확보 및 유지(관리
활동을 통한 보전)

-대중에게 야생 관리 및 서식처 특성을 감상
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한된 지역의 개발

Ⅴ

육상(해상)경관보호지
역

(Protected
Landscape/Seascape

-육상/해상 경관의 보전과 휴양
-전통적 토지이용, 건축양식, 사회문화적 표현
의 지속을 통해 자연과 문화의 조화로운 상
호작용을 유지

-지역에 적합한 규모나 유형의 관광, 휴양을
통한 대중 향유 기회 제공

Ⅵ

자원관리보호지역
(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생물 다양성과
기타 자연적 가치를 장기간 보호하고 유지)

-지속가능한 생산 목적을 위한 적합한 관리실
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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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벌어지는 야생 동식물 보호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종 복원 사업 등은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자연’에 대한 논의와 국내에

서 이루어져 왔던 ‘자연’에 대한 논의와의 접점을 만들어냈다. 생물 

다양성 논의에서 중요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역시 국제적인 흐름 속에

서 결실을 보았다. 생물 다양성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연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논의되며 최초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1948년에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이 설립되고, 1992년 나이로비에서 진행된 생물 다양성 

전권대표 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같은 해 6

월, 리우정상회의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에 한국을 포함한 159개

국이 서명했다. 한국은 2014년에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평창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환경과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국립

공원이 지정된 10년 뒤 1977년에는 「환경보전법」이 제정된다. 「환경

보전법」은 국가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1987년에는 이 법을 통해 최초로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 보호를 

위해 “특정 야생동식물”을 보호해야 할 것을 지정하고 고시했다. 1989

년에는 총 92종을 지정하였다가 1993년도에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179

종으로, 1996년에는 203종으로 확대했다. 이후 「환경보전법」에서 「자

연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면서 멸종위기종의 법적 지위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2년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종을 I급, II급

으로 나누어 지정하게 되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분류법이다.

이 중에서도 환경부와 지리산국립공원이 복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가

장 노력하는 종이 바로 반달가슴곰(Ursus thibetanus ussuricus)이다. 반달

가슴곰은 한반도, 특히 지리산에 서식하던 포유류이다. 환경부와 국립공

원공단에 따르면, 반달가슴곰은 일제의 해수구제와 전쟁, 근대화 등 인

간에 의해 멸종되었던 동물이기에 이를 다시금 복원해야 한다는 정당성

을 지닌다. 한국 반달가슴곰은 초식을 위주로 하는 잡식성이란 점에서 

복원 후보에 있었던 호랑이나 표범보다도 덜 위험하지만, 존재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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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화제성은 다른 산양이나 여우보다 높았다. 게다가 반달가슴곰은 

우산종(umbrella species)으로, 생태학적으로도 유의미한 종으로 판단되었

다. 반달가슴곰의 소화 기관은 먹이의 30%만을 소화하고 나머지를 배설

하기 때문에, 곰의 배설물을 통해 씨앗 종자가 지리산 전역에 퍼지는 효

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립공원의 복원 이유였다. 그 외에도 한국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모신적’ 존재라는 것 또한 문화적 차원에서의 

의의로 제시되었다.

반달가슴곰 종 복원에서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의 흐름이 함께 만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반달가슴곰은 1982년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1998년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되었다. 반달가슴곰은 2005년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는 종이 되었으며 위의 분류에 따라 I급으로 분류되었

다. 반달가슴곰은 국제적인 기준인 IUCN에 의해서도 적색 목록(Red Lis

t)17)에 오른 취약종(Vulnerable)이다. 동시에 반달가슴곰은 한국 문화재보

호법 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천연기념물은 자연 유산(natural 

heritage)으로, 역사적 또는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물 혹은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삼는다. 

복원에 대한 논의는 멸종위기종을 살리자는 명목하에 오래전부터 진

행되어왔지만, 특히 1998년 G-7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멸종위기종 복원기

술 개발사업(1998. 12~2001. 11)이 반달가슴곰 복원의 기틀을 마련했다.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복원에 대한 여러 기술과 해외 사례 연구가 뒷받침

된 상황에서, 때마침 2000년 11월 경남 진주 MBC 카메라에 지리산 반달

가슴곰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 반달가슴곰이 완전

히 멸종된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A 마을 주민들이 말하듯 지리산 주민들

은 멸종되지 않았음을 진작 알고 있었다고 한다. 야생 반달가슴곰을 포

착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은 박차를 가했다. 이후, 

국립환경연구원은 야생 동물을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러시아 불곰 

17) 적색 목록(Red List)는 1964년에 설립된 것으로 전 세계를 포괄하는 멸종위

기 동물, 균류, 식물 종들의 멸종위기 등급을 나눈 것으로, 전 세계의 생물 다양

성의 건강성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출처: IUCN Red Lis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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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기법을 활용하여 2001년 9월 8일, 지리산에 네 마리의 반달가슴곰

을 시험 방사하였다(국립공원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 2004: 6). 

시험 방사 네 마리 이후, 2004년에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곰 여섯 

마리를 지리산에 추가로 방사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원 사업에 착수하였

다. 이후 지속적 방사를 통해 2020년까지 최소 50마리 개체 수를 지리산

에 방사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던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74마리 개체를 

복원했다. 물론 이는 발신기가 부착되어 관리가 되는 최소 개체에 불과

하며 A 마을 주민들은 100마리가 넘으리라 추측했다. 

반달가슴곰이 복원되고 야생 동식물 보호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국립

공원은 이전과는 다르게, 야생과 자연환경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

를 인간의 영역과 분리하기 시작했다. 과거와 달리 환경주의 담론이 유

입되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 역시 국제적인 기준을 표준으로 상정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정책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 내용까지도 변화하게 되었다. 

3) 자연과 문화의 분리

반달가슴곰 복원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며, 국내외로 큰 성공 사

례가 되었다. 그러나 반달가슴곰을 복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국립공

원공단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재점화되었다. 

사업 초반부터 갈등의 불씨가 붙었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을 

방사할 때, 밀렵꾼으로부터 곰을 보호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곰을 방사하는 구체적인 위치를 공개하지 않는다. 시험 방사

된 네 마리 중 한 마리 역시 A 마을 위쪽에서 방사되었는데, 당시 근처

에 살던 A 마을 주민인 김정태 씨는 국립공원이 곰을 몰래 방사하게 되

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공단 직원에게 항의했었다.

[사례 II-4]

김정태: 원래 곰을 여기다 풀려 안 했어요. 다른 데 풀려 했었는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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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반대해가지고 몇 마리 풀었을 거야. 그 뒤에 몰래 풀었어요. 주민

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몰래 풀었어요. 이야기를 안 하고.

연구자: 공단에서요?

김정태: 예. 그래서 나하고 싸우고 이랬잖아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왜 몰래 하냐고, 얘기 안 하고.

연구자: 얼마나 많이요?

김정태: 그건 제가 모르죠. 몰래 풀었으니까. 몇 마리인지 알 게 뭐야. 

몰래 풀었어요.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할 것 같으니까 

몰래 푼 거야. 국립공원 자체가요, 61년도인가? 그때 저랑 아버지랑 

앞장서 하라고 했어요, 조건이 엄청 좋았어요. 그 당시 할 때는 산을 

좋게 해주고, 엄청 좋게만 해주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할 때 당시만 해도 그 사람들이 진짜 사탕발림 이야기 딱 하고 나면 

그냥 나 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곰 푸는 것도 주민들 동의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한테 이렇게 하자 해서 풀었을 거예요. 그

러고 곰 풀고 나서 반대를 하니까 몰래라도 푼 거지, 알고 나니까 반

대하잖아요. 왜 위험하게 곰을 푸냐 했더니 몰래 가서 푼 거예요. 다

들 위에서 본 사람들은 절차를 거쳐서 다 된 거로 알겠죠. 주민들하

고 협의하고 공청회 했다고 올리겠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했을 거

예요. 근데 여기[A 마을] 봤을 때 없어요. 몇 사람만 슥슥 해서 된 거

예요. (김정태, 70대, 남성)

국립공원공단과 지리산 주민들은 이제 다시 곰을 둘러싸고 갈등하기 

시작했다. 숲을 보호했을 때와 다르게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게 되면서, 

인간-야생(people-wildlife) 갈등 관계라는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Knight 

2000). 이 갈등은 국립공원이 자연과 문화를 분리하고자 하는 실천에 뿌

리를 둔다. 보호지역과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과 문화, ‘야생’과 ‘사

람’ 사이의 분리가 선명히 드러나며,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이 이분법

은 영속화된다(Münster 2012: 33). 
야생 보존 움직임이나 환경주의 담론은 서구의 근대적 자연관인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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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naturalism)18)로 설명될 수 있다(Descola 2013). 인간과 내면성

(interiority)의 차원에서 다른 비인간 동식물은 자연 자체의 작동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그렇기에 이에 개입할 경우, 자연의 순환을 훼손하고, 방

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보호지역에서는 자연과 문화, 야생과 마을, 동

물과 인간 사이의 연속성보다는 불연속성이 강조된다. 한국의 국립공원

뿐만 아니라 최초의 국립공원 역시 국가가 통치하고 소유하는 낭만적 자

연을 보존하고, 인간이 없는 자연 구역을 만들고자 했다. 국립공원 내에

서도 이 불연속성은 필수적이며, 중요하게 강조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립공원은 자연에 대한 특정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가상적 자연에 기반한 하나의 모델이다(West and Brockington 2006: 

609). 비록 보호지역은 문화와 분리된 ‘자연’을 추상화하여 모델화한 

것이지만, 그것은 단지 관념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기에 국립공원의 자

연 보호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그곳의 원주민(native)과의 갈등을 낳기 마

련이다. 근대적 환경주의에서의 야생 보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크로논

(Cronon 1995)이 지적했듯 그것이 인간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모순적

이게도 인간을 그 야생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지리산에서도 ‘야생’을 위해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배제하고, 이동

시킨 사례가 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던 지리산 심원마을

은 오래전부터 화전민이 살았던, 약 20가구 정도로 구성된 깊은 산골의 

소규모 마을이었다. 시간이 흘러 심원마을 주민들이 관광업을 주요 경제 

활동으로 삼게 되면서 식당, 펜션 등을 건설하게 되면서 1급수인 지리산 

계곡물을 오염시키게 되자, 국립공원공단은 심원마을을 철거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19). 심원마을은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한 마을이

며, 공단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와 심원

마을의 영역이 겹치기 때문이다.

심원마을 철거 및 정비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이루어졌다. 국립공

18) 인간과 비인간의 동일화 양식에서 ‘자연주의’는 내면성에는 차이가 있지

만, 물질성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인간과 비인간 동물들은 같은 유기체이지만, 

인간은 정신과 혼을 지니고 있는 반면 동물에게는 없다.
19) 2006년 4월 11일, 경향신문, “‘하늘 아래 첫동네’ 철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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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단은 211억 원가량의 보상을 주민들에게 치러주었다(환경부 2017). 

이후 심원마을은 “마을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변경되었고, 

2036년까지는 “반달가슴곰 특별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공단은 이

곳을 생물군집 서식지(biotop)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그림 4> 지리산국립공원 심원마을 철거 정비 및 복원 사업 (출처: 환경부)

결국, 심원마을은 철거되었고 해당 지역은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국립공원은 철거한 터를 핵심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생 

복원을 시작하고, 서식지 조성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공단은 이

후 모니터링 연구를 추진하고, 심원 내 CCTV를 4개소, 노고단 정상부에 

한 개소를 설치하여 심원 계곡의 “건강성 회복 과정”을 관찰할 것이라 

발표(환경부 2017)했다. 환경부는 2016년 심원마을 인근 세걸산 하부에서 

태어난 3마리 새끼와 어미 곰에게 맞는 서식지가 되리라 전망했다. 

심원마을과 같이 극단적인 사례보다 더 일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야생과 마을 사이의 물리적 경계선은 생명체들의 이동 통로에서 볼 수 

있다. 산에는 인간이 다니는 탐방로와 야생 동물이 다닐 수 있는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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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가 있다. 생태 통로(eco-corridor)는 야생 동물이 다닐 수 있는 통로

로 로드킬을 방지하기 위한 길이다. 최초의 생태 통로는 1998년 지리산 

시암재에 만들어졌다. 이후 생태 통로는 꾸준히 추가되어 2017년 정령치

에서는 복원된 반달가슴곰이 생태 통로를 이용하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마찬가지로 산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인간이 다닐 수 있는 길은 탐방

로로 제한되어 있다. 연구지인 A 마을에도 두 가지의 탐방로가 있다. 연

구자는 현지에 머무르며 국립공원 차가 다닐 수 있는 B 탐방로와 대성 

계곡 옆을 지나가는 좁은 산길인 C 탐방로를 걸어 다녔다. B 탐방로에는 

계속해서 지리산국립공원 차량이 오고 다녔는데, 주민들은 탐방로에 주

기적으로 오가는 국립공원 차량이 곧 주민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한다고 

믿었다. 화재 관리, 탐방로 오염 관리, 반달가슴곰 관리 등을 위해 국립

공원 차량은 거의 매일같이 남부사무소에서 A 마을을 지나 대피소로 향

하는 B 탐방로를 지난다.

반면, C 탐방로는 길이 B 탐방로보다 험했고, 비포장 길이어서 차가 

다닐 수 없었기에, 밤에는 절대 다닐 수 없는 길이었다. C 탐방로는 의

신마을 주민 중 두 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기도 했

다. C 탐방로는 입구에서부터 <그림 5>에서처럼 커다란 반달가슴곰 주의 

표지판과 현수막이 입구에서부터 걸려 있었다. 그 외에도 C 탐방로를 걷

는 내내 곰을 주의하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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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반달가슴곰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는?”이라는 반달가슴곰 

안내 가이드 ⓒ 권혜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과 마주치지 않기 위한 가이드로 총 네 가

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눈여겨볼 만한 것은 첫 번째 지시사항인 

“금속성의 종 또는 방울로 자신의 존재를 알립시다”이다. 국립공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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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산에 들어갈 때 매달고 갈 종을 일 년에 한 번씩 나눠준다. 

연구자가 만난 A 마을 주민들은 국립공원에서 나눠 준 종을 달고 다니

거나 종 대신 핸드폰으로 큰 음악을 틀고 산에 오른다고 말해주었다. 이

는 과거 주민들이 산에 들어가기 전에 큰 소리를 내 동물들이 미리 인간

을 피할 수 있도록 하던 ‘우김이[우궹이]’ 관습을 대체하는 물건이다. 

종은 인간과 야생의 경계를 지키는 하나의 물건이다.

<그림 6> 국립공원공단에서 나누어 주는 종 ⓒ 권혜윤

종이든 우김이이든, 시끄러운 소리가 동물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공단과 주민들은 모두 야생 동물은 본래 사람을 피해가게 되

어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동물에게 인간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중

요하다. 하지만 반달곰이 유독 “금속성의 종 또는 방울”을 싫어하는 

것은 곰의 타고난 습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인위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도 볼 수 있다. 반달곰은 방사되기 전에 야생 적응 훈련을 받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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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인 기피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훈련의 과정 중 일부가 MBC 

다큐멘터리 <곰>에 담겨 있다. 

국립공원 직원들은 곰에게 사람이 무서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존재

임을 각인시키기 위해 어린 곰이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철창을 마

구 두들기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막대기로 곰을 마구 찌른다. 인간을 

피하는 것 외에도 농작물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울타리 

훈련도 시행한다. 국립공원공단은 멧돼지와 곰의 피해로부터 주민들의 

농작물을 보호해주기 위해 전기 울타리를 설치해주는데, 전기 울타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곰들은 간혹 꿀을 먹기 위해 이 울타리를 부숴버리

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으로 영상에 담긴 훈련 내용은 다음

과 같다. 곰이 좋아하는 과일을 전기 울타리 안쪽에 두고 곰이 이를 먹

으려고 다가가게 되면, 곰은 곧 울타리에 감전되어 고통에 울부짖는다. 

이와 같은 훈련 방식은 동물 보호 단체에 의해 잔인하다는 비판을 받았

다. 그러나 국립공원 직원은 영상에서 인간과 곰이 마주칠 위험성을 낮

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야생 적응 훈련의 효과는 방사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정철민 씨(70대, 

남성)에게 연구자는 우김이를 대체하는 종의 효과를 물어보았다. 그는 

“곰이 저걸 제일 싫어해. 종소리.”라고 이야기하며 호루라기가 없으면 

소리라도 지르며 산에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산에 올라가기 전에는 

꼭 소리를 내고 들어간다고 했다. 정병수 씨는 방사된 곰들은 국립공원 

옷을 보면 까무러쳐 달아난다며, 곰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국립공원 

직원이라고도 농담 삼아 이야기했다.

연구자는 국립공원공단 직원에게 탐방로에도 곰이 나타나는지 물었

고, 직원은 그럴 일이 절대 없다고 답했다. 물론 훈련을 받음에도 불구

하고 등산객들과 접촉하여 먹이를 받아먹는 곰들도 존재했는데, 그런 곰

들은 발견 즉시 공단에 의해 회수되어 다시금 구례에 있는 종복원기술원

으로 돌아간다. 

[사례 I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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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규 탐방로에는 절대로. 곰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여기 들

어오지 마세요, 하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주 

탐방로에는 곰이 안 와요. 탐방로에 와서 돌아다니는 곰들은 적응을 

못 하는 개체들인데, 옛날에 그런 애들은 다 회수시켰어요. 지금은 그

럼 곰들이 없어요. 네, 그건 옛날이야기고. (국립공원 직원, 50대, 남

성)

인간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야생성 형성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가

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다. 그렇기에 공단은 야생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곰들은 즉시 회수하는 것이다. 

<그림 7> 종복원기술원의 반달가슴곰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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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조치 외에도 인간이 야생

에 친근감을 느껴 관계 맺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반달가슴곰들의 이름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2~2004년 최초 방사 당시에 곰들에게는 친

근한 이름(장군, 반돌, 반순, 막내)이 붙여져 산에 방사되었다. 2004년에 

추가로 여섯 마리를 방사했을 때에도 지리산 봉우리 이름을 따와 천왕, 

제석, 달궁, 칠선, 화엄, 만복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는 이 곰들이 지리산

에 소속된 곰들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친근

감이 느껴지는 이름이 곰들의 야생화와 사람들이 곰을 야생적 존재로 인

식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사람들은 산

에 있는 곰들에게 친근감을 느껴 죽은 곰의 장례식을 요구하기까지 했

다. 공단은 이처럼 곰을 “애완동물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에서 이후 

북한과 러시아에서 온 곰들에겐 자신들이 원래 지니고 있던 외국 이름

(장강, 송원, 라나, 레타)을 유지하게 했다20). 공단의 결정은 한국의 사회

적 관계로부터 절단된 외지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 사람들이 더 이상 친

근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

물에게 외래의 이름이나 토착의 이름이나, 어쨌거나 이름을 부여하는 일

련의 행위들이 모두 동물의 야생화에 방해가 된다고 공단은 판단하게 되

었다. 2007년에는 결국 이름을 폐기하고 관리번호로만 반달가슴곰을 부

르게 되었다. 이는 <그림 7>에서 잘 보인다. 가령, 가장 유명한 KM-53의 

경우를 보면 하이픈의 앞부분은 한국산 수컷(Korean Male)이라는 정보를 

알려주며, 그 이후 숫자는 방사 순서나 출생연도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 

뒤의 번호는 방사 순서를 나타내며, 전체 관리 코드에서 그 이후 덧붙여

지는 번호들은 출생연도와 방사 연도를 나타낸다. 

레비-스트로스(1996[1962]: 275-279)는 사회적 관계와 고유명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고유명사란 다차원적 체계 속에서 제 위치를 지

정해주는 수단으로 보았는데, 그는 이름을 분류체계에서 분리할 수 없다

고 보았다. 그는 관계가 소멸할 경우 고유명 또한 소멸하고, 새로운 관

20) 2010년 10월 24일, 연합뉴스, “지리산 반달가슴곰 ‘이름 대신 번호만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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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생기면 재명명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했다(Ibid.: 293). 명명이 곧 사

회적 관계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박세진 2016: 298)이라면, 이름을 잃

게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단절시키는 일일 것이다. 

2010년 10월 24일의 신문 기사21)에서도 나오듯, 사람들이 곰을 애완

동물로 여겨 야생 적응에 실패하게 만드는 사례가 속출하자 공단은 이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이름을 없애버린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결국 이름

을 붙임으로써 형성되는 친근감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고유명을 삭제하고 코드명으로 반달가슴곰의 이름을 바꿔버렸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이후, 국립공원공단이 사회적 관계를 끊어내기 위

해 고유명을 제거한 것과 달리 마을에서 몇몇 곰들과 새로운 사회적 관

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새롭게 고유명을 부여했던 것을 IV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1) 각주 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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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산촌민의 자연과의 관계와 보호

1. 지리산 산촌민의 생업과 신앙

1) 지리산에서의 생업과 지식

본 장에서는 A 마을에서 행해지는 의례를 중심으로 지리산에 거주하

는 산촌민, 동식물, 그리고 신령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논하기에 앞

서 우선적으로 마을의 지리적·생태적 조건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생업, 그리고 신앙 활동을 기술하며 분석

하고자 한다. 특히 마을에서 행해지는 당산제, 산신제 등 의례와 일상적 

생활에서의 주술적 행위를 중심으로 본 장의 내용은 조직된다.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마을의 지리적·생태적 조건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지리산 중앙에 있는 골짜기의 상류 해발 400

ｍ 지점에 자리 잡은 A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포위되어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마을의 지형은 산줄기가 마을을 감싸고 있는 모양새로 학

이 알을 품었다 하여 풍수지리에 따라 선학포란(仙鶴抱卵)형이라 불린다. 

또, 마을의 모양새가 배가 항해를 하는 모양이라 하여 행주형국(行舟形
局)이라 불린다. 풍수지리를 고려하여 주민들은 배의 순항을 위해 돛대 

역할을 하는 솟대를 마을 입구에 세우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앞당산

이라 부르며 정월 초하루에 이곳에서 당산제를 지낸다.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1972년에 생긴 군사도로는 1991년이 되어서야 

도로포장이 완성되었다(하동군 2012: 59). 그전까지 주민들은 시내까지 

지게를 지고 걸어 다녔다. 지금도 계곡 상류에 거주하는 A 마을 주민들

은 도로가 따로 없어 지게에 생활용품과 쓰레기 등을 운반하며 살아간

다. 1967년 지리산 A 마을의 모습을 기술한 동아일보의 기사에서는 이와 

같은 마을의 생태적 조건과 상황이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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智異山(지리산) 중턱 | 慶南河東(경남하동)군 花開(화개)면 산 입구에서 

벚꽃나무 이어진 산길따라 10여리, 다시 쌍혜사(쌍계사)·불일폭포를 

끼고 돌아 첩첩 산중 굽이굽이길 40여리를 숨가삐 올라가면 산속 마

지막 동네 A 부락이 산안개 속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다.  // 산을 

일구어 감자·고구마를 심어먹는 45가구의 화전민들. // 여수·순천 

반란사건, 그리고 6·25동란 때 이 산속으로 쫓겨온 빨치산들은 지어

놓은 초가집들을 불태우고 봄에 심으려 땅속에 감추어둔 감자씨마저 

약탈해가는 등 이 마을 사람들을 들볶아 1백 가구 남짓했던 마을은 

45가구로 줄었다. // 겨울이면 사람 키만한 눈사태, 여름이면 홍수로 

계곡물이 불어나 아이들 학교보내기란 엄두도 못낼 일. // 우체부조차 

들어오지 않는 이 동네 사람들에겐 대들보감이나 구하러 올라오는 지

게꾼이 유일한 세상 얘기 소식통이었으며 간혹 산 내려갔던 사람 편

에 편지라도 오는 날이면 동네 사람들은 하나뿐인 서당 선생님에게 

달려갔다. 

(하략)

<1967년 1월 11일, 동아일보, 3면, “오늘은 陽地 (7) 智異山火田民學
敎(지리산화전민학교) 元容勳(원용훈) 선생”>

위 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산속 마지막 동네”인 A 마을은 다

소 고립된 지형 탓에, 많은 부분을 자급자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마을 한쪽에는 작은 계곡이 흐르고, 계곡 바로 건너편에는 야산이 있다. 

주민들은 과거에 계곡 옆에서는 다랭이논(다락논)을, 숲속 곳곳에서는 화

전 밭을 일구었고, 담배나 삼베뿐만 아니라 보리, 감자 등을 재배하며 

살아왔다. 주민들은 화전 밭에 나는 감자가 특히 매우 맛있었다고 종종 

이야기해주었다. 화전 터에서 자라는 꽃 주변으로 토봉을 하기도 했는

데, 이는 토종벌이 전염병으로 멸종위기에 처하기 이전까지 농가 소득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 그뿐만 아니라 숯, 목재 등을 판매하곤 했는데 이

는 국립공원의 관리가 들어오면서 더 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에는 남녀 할 것 없이 험한 산에 올라가 나물과 버섯, 약초를 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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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점차 다른 생업 수단이 유입되면서 위험한 일을 굳이 무릅쓸 필요

가 없어졌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일이 많이 분리되었는데, 정병수 씨는 

“옛날에는 여자들이 많이 갔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안 가.”라며, 지금

의 7~90대 할머니들은 과거에 “산에서 비박도 하고 할 정도로 산을 상

대로 먹고 살았”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이 들어온 이후 오늘날에는 더는 산에서 밭을 일굴 수는 없

지만, 다른 방식으로 산에서 먹고 산다. 그렇기에 여전히 지리산 A 마을 

주민들은 산에서 먹고 사는 ‘산촌민’이라는 의식이 강하다.

[사례 III-1]

김정수: 지리산 A의 근본은 산을 상대로 먹고 사는 거야. 고로쇠를 

한다든가 산에서 산나물을 뜯는다든가 고사리를 끊는다든가. (김정수, 

60대, 남성)

오늘날 주민들은 계곡에서 소소하게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거

나, 때로는 섬진강에서 민물고기를 잡아 장터에 팔기도 한다. 연구자가 

마을에서 지낼 때, 초저녁이 되면 강도래와 비슷한 곤충이 하늘을 까맣

게 뒤덮곤 했다. 주민들은 계곡에서 나는 이 곤충을 잡아 미끼로 사용하

여 계곡 낚시를 한다고 말했다. 섬진강에서는 은어, 쏘가리, 참게 등을 

잡아 장터에 판매하기도 한다.

산에 개인이 소유한 경작지가 있는 경우, 고사리나 녹차 등을 재배한

다. 일부 노인들은 소일거리로 다른 이의 녹차 밭에 가서 녹찻잎을 따고 

하루 일당을 받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사업을 확장하여, 오미자나 녹차, 

버섯 등을 전국 각지로 판매한다. 주민들은 산나물이나 약초, 버섯뿐만 

아니라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여 전국 각지로 판매하는데, 특히 

고로쇠 수액이 A 마을 주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생업 활동 중 하나다. 

과거와 비교하면 산에서의 활동이 줄어들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A 마

을 주민들은 산에서 생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렇듯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의 입지는 숲과 마을의 경계를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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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만들었다. 주민들은 먹고살기 위해 들어간 깊은 숲속에서도, 집

이 있는 마을에서도 수시로 야생 생물들을 마주했다. 현재에는 국가에 

의해 방사된 반달가슴곰까지 마을 근처에까지 내려오고 있다. 

연구자가 정은호 씨와 면담을 하던 도중에 전화가 왔고, 서두에서 언

급했던 마을 밑까지 내려온 반달가슴곰이 현재 어디에 있다는 연락을 받

았다. 정은호 씨는 전화를 끊고 연구자에게 “여기 뒤에 어디 있대요, 

○○ 쪽으로 당분간 가지 마세요.”라고 일러주었다. 산 밑의 비교적 인

구가 밀집된 시내와 달리, 비교적 산의 높은 곳에 위치한 A 마을은 반달

가슴곰을 비롯한 여러 야생 동물과 접촉하기 쉬운 지리적 조건에 처해 

있었다.

<그림 8> 출렁다리와 마을 옆 야산과 계곡

과거에는 현재보다 더욱 그 접촉이 쉽게 일어났다. 연구자가 만났던 

홍은희 씨는 마을로 시집온 지 얼마 안 되던 시절, 마을 안에서 개우지

[개호지]22)를 마주쳤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당시 마을에 텔레비전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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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들어왔었는데, 딱 한 대만이 마을 선생님 집에 있었다고 한다. 연

속극을 보기 위해 저녁에 야산 인근의 집에서 지금의 마을 회관이 위치

한 선생님 댁으로 내려오곤 했었다. 십 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거리를 

오가던 어느 날, 홍은희 씨는 개우지와 맞닥뜨렸다.

[사례 III-2]

홍은희: 그거 연속극을 허는디, 나 처녀땐 시계가 없응께 모르니께, 

저녁 먹고 나면 그걸 하는거라. 저녁 묵고 아를 업고 저 우에서 요까

지 선생 집까저 연속극을 보러 와. 그런데 하루적에는 아를 업고 가

는디 아 그 등허리에서 꺽꺽, 아가 등허리에서 우는 거라. 나도 무서

운 거라. 그래서 골목으로 해서 올라감서 아가 시끄럽게 악을 쓰면서 

올라가는디, 그 우에 올라가면 전에는 길도 안 닦고 그랬으니까, 돌도 

하나 있고. 우리가 그 근방 사람들이 바가지로 떠먹는 샘이가 있는데 

거길 딱 올라성께로 불이 요래 비치는데 고래 요마 딱 비치는거라. 

요리 쳐다봉께 개우지라. (생략) 그게 전에는 개우지가 있었어. 개우

지가 있어서 골목에도 댕기고 그랬다는디. (홍은희, 80대, 여성)

숲과 마을의 경계는 불분명했으며, 언제든 침범 가능한 것이었다. 주

민들은 마을에서, 마을 근처 숲에서, 그리고 깊은 산 속에서 다종다양한 

동식물들을 마주쳤다. 멧돼지, 일반 뱀부터 독사와 구렁이까지 다양한 

뱀 종류를 마을과 집에서 맞닥뜨리곤 했다. 어린 학생 때부터 뱀을 능숙

22) 시골에서 보통 개호지, 혹은 개호자라고 불리는 동물은 여전히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 전문가들은 개호지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추론해보았을 

때, 멸종위기 I급인 토종 스라소니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한다(2003년 3월 24

일, 남도일보, “[땅에서 사라지는 동식물] 시라소니, ‘수십년전 지리산 일대 

서식’”). 연구자가 주민들에게 개우지가 무엇이냐 물어보았을 때, 주민들은 개

우지는 그저 개우지라며, 호랑이 새끼 비슷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국립공원은 

스라소니 역시 복원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복원사업에 착수하지는 

못했다. 반달가슴곰보다 그 실체가 더욱 불분명하며 번식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다. 남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절멸로 판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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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지리산에는 뱀이 많았고, 과거에는 뱀을 잡아 

장터에 파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연구자 역시 숙소와 지리산 산길

에서도 뱀을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었다. 면담자 중 일부는 멧돼지를 사

냥해 먹어보기도 했고, 과거에 뱀을 잡아 팔거나 술로 만들었던 가족을 

둔 주민과도 대화를 나눠볼 수 있었다. 

지금은 복원의 대상이 된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 사냥에도 주민들은 

활발히 참여했었다. 지금 복원된 반달가슴곰이 아닌 과거에도 반달가슴

곰을 본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주민들은 곰고기를 먹어보거나, 포수들이 

곰을 잡아 마을로 가져왔던 기억들을 풀어놓았다. 토종 곰이 많았다고 

기억되는 50~60년대에는 곰 사냥이 활발했었다. 당시 서울에서 곰쓸개를 

위해 지리산에 내려온 포수들이 마을에 여럿 머물렀었고, 마을 주민 중

에서도 포수들이 몇몇 있었다. 일반 주민들과 달리 포수들은 총을 이용

해 곰을 잡았다. 곰은 주로 눈이 오는 겨울에 잡았는데, 눈이 오면 곰의 

발자국을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포수를 따라다니던 주민은 당시의 

기억을 더듬었다.

[사례 III-3]

김태우: 옛날에 내가, 어떤 집, 그 ○○골에 곰 잡으러 간 사람들은 

곰 총을 두 개를 가져가. 에망총 하나 하고 카빈총 두 개 가져가. 카

빈총은 곰을 뚫지를 못해. 카빈총이. 총알이 곰을 못 뚫어. 두 개 가

져가서 곰 잡으러 가면 며칠 전부터 냄새 안 나게 청소 엄청 해가지

고 산에 가가지고, 음식도 안 먹고 딸기나무 많이 있는 데에 딱 숨어 

있는 거야. 그러면 곰이 내려와 이제. 공포를 딱 쏘면 카빈으로, 곰이 

그러면 팔 번쩍 들고 쫓아와. 앞발 들고 뒷발로 쫓아와, 위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에멍 가지고 하는 거지. 목에 하얀 자리를 딱 쏴야 하니

까. 몇 날 며칠 땅에 숨어있다든지 곰이 많은 곳에 묵어야 한다든지, 

거기에 냄새 숨기고 숨어 있어야지. 또 곰굴을 못 찾잖아요. 눈이 오

면은 옛날에 ○○산에 눈이 오면 포수 11명이 다 들어가 주위에 곰 

발자국 찾으러 다니는 거야. (김태우, 7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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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은 어미 곰을 사냥하고, 남겨진 새끼 곰을 키우기 위해 집에 

데려오기도 했다. 잡은 곰 고기 중에서 쓸개를 뺀 나머지는 마을 사람들

이 나누어 먹었다. 그들이 기억하기로 원래 지리산 야생 곰은 크기가 매

우 커서 장정 여섯 명이 시체를 겨우 끌고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김태

우 씨는 “곰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 좋다는 곰 발바닥 다 버려버리고 

고기만 먹은 거죠.” 비슷한 나이대의 김호성 씨 역시 곰고기 맛을 떠올

리며 기름이 많아 연하고 소고기보다도 맛있었다고 회상했다. 

반면, 총을 사용할 수 없었던 주민들은 덫을 두곤 했다. 이는 벼락 덫

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미끼를 두어 동물을 잡는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동물을 유인할 미끼를 밑에 두고 장대로 나무판자를 고정하고 미끼를 건

드리면 장대가 넘어지면서 판자 위에 쌓아둔 돌무더기가 순식간에 쏟아

져, 동물을 압사시키는 원리이다. 곰의 경우, 토종꿀을 매우 좋아했기 때

문에 꿀로 유인했다고 한다. 곰이 마을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잘 없었기 

때문에 산중에 덫을 두는데, 곰이 잡혔다는 것을 마을에서도 알 수 있게 

커다란 깃발을 장대에 매달아둔다고 한다. 덫이 쓰러지면서 깃발도 함께 

쓰러지는데, 마을에서 산에 세워둔 깃발이 사라지면 곰이 잡힌 것으로 

알고 회수하기 위해 산을 오른다고 한다. 

이렇듯, 주민들은 다양한 숲의 동식물을 채집하고, 수렵하며 살아왔

다. 주민들은 동식물을 자원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식물을 

보호하기도 한다. 그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혹은 그들이 신성

한 존재거나 혹은 신성한 존재와 연관이 깊은 존재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도 한다. 본 절에서는 지속적 이용을 위한 보호를 자세히 살피고, 후자

는 III-2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주민들은 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기에, 산의 동식물이 사라지면 

말 그대로 먹고살 수가 없다. 주민들은 산과 자신은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사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국립공원공단이나 환경 단체의 우

려와는 다르게, 자신들 역시 산을 아끼고 보호하며 살아간다고 주장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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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II-4]

정병수: 농산촌민들도 환경이나 이런 생태 관련 문제를 심각허게 받

아들이고 있어. 그리고 보전을 해야 되고, 보존을 해야 될 그런 문제

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민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

는거는 환경 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자기들은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반대를 한다는 거지. (정병수, 60대, 남성)

[사례 III-5]

김태우: 식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필요 없는 나무를 베지도 않아요. 

생활하기 위해서 나무를 벨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

해해줘야 하는데 좀 아니란 이야기죠. 산에 가서 나무를 베거나 채취

하는 것도, 동네에 약초 채취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씨를 안 말려요. 

전부 다 채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은요. 산을 항상 보호해가면

서, 한 번에 다 캐 버리면 내가 못 벌어먹잖아요. 주민들이 산을 훼손

하는 게 없어요. 산하고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근데 외지에서 온 사람

들이 크고 작은 걸 다 캐 버릴 수도 있겠지마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

아요. (김태우, 70대, 남성)

연구자가 봄에 지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 환경 단체 대표와 마

을 바깥에서 만났을 때, 그는 연구자에게 반달가슴곰을 복원하는 것이 

산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사람들이 산에 출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산에 출입을 

기피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산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산의 나물, 약초, 수액 등을 이용하는 행위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국가나 환경 단체의 입장에 A 마을 주민들은 

화를 냈다. 그들은 이러한 낙인에 익숙했지만, 여전히 불쾌한 주장이었

다. 앞서 II장에서 일제 또는 국가의 산림 관리와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

이 자연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 “미신” 혹은 “미개”로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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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찍었던 것과 같은 낙인은 표현을 달리하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

다. 이는 정병수 씨가 지적한 “밖에서 보는 시각”의 전형이기도 하다.

김태우 씨뿐만 아니라 ‘약초꾼’인 김정수 씨 역시 산을 상대로 먹

고사는 산촌민은 산과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했다. 

산과 “상부상조”하는 관계는 그들이 산을 스스로 보호하도록 만들었

다. 김정수 씨는 김태우 씨가 이야기한 “씨를 안 말”리는 방식으로 약

초를 채취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사례 III-6]

김정수: 예를 들면 약초꾼이 산에 갔어. 그러면 어느 당귀가 자라는 

자리가 있어. 그러면 당귀도 땅을 파야 채취를 하잖아. 채취의 대상이 

있는 거야, 무자비하게 채취하는 게 아니라. 일년생은 자라야 하니까 

두고, 삼 년생은 씨앗을 번져야 하니까 삼 년생도 두고. 그렇다고 이

년생을 다 캐면 삼 년생이 없잖아. 이년생 중에서도 실한 놈은 둔다

는 거지, 종자 역할을 하게. 내가 채취할 수 있는 이년생마저도 솎아

서 채취를 하는 거지. (중략) 지리산 산꾼이라든가 지리산 약초꾼은 

그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 나무 같은 경우도 칡넝쿨이 나무를 감고 

올라간다든가, 다래 넝쿨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 죽게 만들 것 같으면 

그 줄기를 잘라. 그 나무가 실하게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지나가면서 

숱하게 산불 관리까지 다 해. 지리산 산불 안 나잖아. 지리산에 산불

이 나면 자기네 생계가 위협을 받는 거야. (김정수 씨, 60대, 남성)

“지리산 산꾼이라든가 지리산 약초꾼은 그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

라는 김정수 씨의 말처럼, 지리산의 동식물은 인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들이 아니다. “상부상조”하는 관계인만큼, 인간은 필요

한 동식물을 이용하고, 풍족한 이용을 위해 식물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지리산의 동식물과 맺는 관계와 그 동식물들

을 보호하는 실천은 국립공원이나 외부 환경 단체에게는 적합한 방식으

로 여겨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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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들의 생태 지식과 실천, 그들이 동식물과 

맺는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의 생태 지식은 ‘메티스

(metis)’에 가깝다(스콧 2010[1998]: 469-475). 메티스는 보편적이라 여겨

지는 자연과학 지식과 달리 메티스는 암묵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다. 맥

락에 따라 가변적이기에 메티스는 경험과 분리될 수 없으며, 활동을 몸

에 익히며 쉽게 언어화될 수 없는 것들을 느끼고 읽는 과정을 필요로 한

다. 그렇기에 메티스는 과학적 지식의 패권 아래에서 곧잘 폄하되는데, 

이는 주민들의 자연에 대한 지식과 관계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쉽게 

무시되는 상황과 유사하다. 

스콧은 메티스와 같은 실용적 지식의 힘은 “환경에 대한 정밀하고 

기밀한 관찰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Ibid.: 489)”에 있다고 파악했다. 그렇

기에 메티스는 거의 언제나 지역적이다. 주민들은 자연을 자신과 분리된 

개체로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서 자연의 다종다양한 존재들과 관계 맺

으며 그들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을 축적해왔다. 그렇기에 여러 존재와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보호’는 자연을 가독성 있는 방식

으로 만들어내는 국가의 터널 비전에서 누락된다23).

주민들은 자연환경을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매우 능숙하다. 이 

감각은 그들이 험난한 산을 다닐 때, 큰 사고를 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은호 씨는 산에 올라가면 “돌들이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 살아있는 

돌들을 잘못 디디지 않고 무사히 산을 타는 법은 직접 경험해봐야만 안

다고 설명했다.

[사례 III-7]

정은호: 우리는 어렸을 때 자라보니까 산에 보기엔 그래도 못 올라가, 

완전 돌이야, 다 돌이야. 막 다니다 보면 우리는 딱 보면은 발 딛잖

23) 국가는 스콧(2010[1998])에 따르면 자연을 ‘자연 자원’으로 대체하여 공리

주의적으로 바라본다. 여기에서 가치 있는 식물은 농작물이 되고 그렇지 못한 

식물은 잡초가 된다. 국가는 자연을 자신에게 “가독성 있는 방식”으로 단순화

하여 바라보며, 이 과정에서 산촌 주민과 동식물 간의 상호작용 양상은 국가의 

“터널 비전”에서 누락된다(Ibid.: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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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 돌은 디뎌야 돼, 저 돌을 딛게 되면은 이 돌이 위험한 돌인지 

아닌지를 직감적으로 알아. 모양새를 보면 짚어야 할지, 안 짚어야 할

지 알아. 근데 경험 없는 사람들은 몰라. 그러면 히띡 넘어져. 길에는 

돌들이 다 안정돼 있잖아, 산에 가면 돌들이 살아있어. 돌들이 진짜 

살아있다니까. 지 맘대로 움직여. 우리는 살아있다 그러거든, 돌들이. 

그러면 돌을 밟으면 이 돌이 아니라 저 돌이 움직여, 이 돌도 움직이

지만 저 돌도 움직여. 돌이 저기 뭐라해야 되나, 돌 자체가 딱딱 고정

이 안 돼 있는 거지. 붕붕 떠 있는 그런 거지, 딱 맞물려 있는 게 아

니고. 길에는 그런 걸 다 정리해두잖아. 산에는 길이 없으니까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내가 밟을 돌이 움직일 돌일지 안 

움직일 돌일지 판단을 해.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제일 딛기 좋

으니까, 제일 딛기 좋으니까 딛는 거야. 그러다 보면 돌이 막 뒤집어

지면서 위에 돌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은호, 60대, 남성)

주민들이 자신의 자연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그로부터 언어화

될 수 없는 지식을 습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메티스는 긴급 상황과 

재난을 다루는 임기응변, 변덕스러운 환경 속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민함과도 관련이 있다(Ibid.: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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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고사리밭에서 채취한 고사리 ⓒ 권혜윤

연구자는 주민들이 위에서 언급했던 “나름대로”의 보호와 그 메티

스를 현지에서 조금이나마 경험해볼 수 있었다. 약초꾼 김정수 씨는 국

립공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이 약초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

을 일러주었다. 2021년 5월 첫째 주에 연구자는 김정수 씨를 따라 산약

초 수업에 참여했다. 김정수 씨는 약초를 배우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수이며, 그것이 약초를 제대로 이해할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나 

글로 된 설명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약초 간의 세밀한 차이들을 구별해

내기 위해 산약초 수업 학생들은 비슷하게 생긴 약초들을 만져보고,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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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맡고, 먹어도 보았다. 비슷하게 생긴 약초와 독초를 구별해내는 것

은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독초인 개당귀나 약초인 연삼을 헷갈리거

나, 곰취와 동이나물을 헷갈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앞서 김정

수 씨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나무 주변의 유해 

식물을 정리한다고 말한 것처럼, 약초 수업 도중에도 나무를 감고 올라

간 넝쿨을 노련하게 톱으로 잘라내는 학생이 있었다. 

약초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정은호 씨를 따라 그의 밭에서 고사리를 

채취할 때에도 이를 알 수 있었다. 정은호 씨는 어릴 적부터 봐왔던 나

물들, 달래, 찔레, 고추나물, 취나물 등을 하나씩 연구자에게 알려주었다. 

몇몇 나물은 직접 따서 연구자에게 생으로 먹으라고 주기도 했다. 또, 

고사리를 따기에 앞서 “아기” 고사리를 따지 않고, 밟지 않도록 주의

를 시켰다. 이는 미래에 고사리밭에 새롭게 자랄 고사리들이기 때문이

다. 또, 고사리를 끊을 때도 뿌리에 가까운 밑기둥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살짝 위인 곳을 끊으라고 당부했다. 연구자에게 정은호 씨는 기

둥을 만져보면서 꺾다 보면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러했다. 고사리 중에서는 이파리가 다 펴진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

들을 꺾어서 버려주어야 새로 나는 어린 고사리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다

고 했다.

지리산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실용적 지식, 메티스는 웨스트가 주

목하고자 했던 주민들의 풍부한 생태 지식의 한 사례이다. 그들의 과학, 

어쩌면 “구체의 과학”이라 불릴 수 있는 지식은 그들이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유용하다. 자신들 눈앞에 “현존하는 요인들의 재

결합(Ibid.: 489)”은 레비-스트로스(1996[1962])의 브리콜라주(bricolage)를 

연상시킨다. 

원형적 자연이라는 하나의 보편적인 모델로 제시하여, 그것을 하나의 

규범으로 현실을 만들어가는 국립공원의 방식과 주민들의 브리콜라주는 

대조된다(West and Brockington 2006: 609).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

민들의 생태 지식과 자연과의 관계는 수직적으로 모델을 부과하여 현실

을 바꾸고자 하는 국립공원의 방식과 다르다. 산촌민의 생태 지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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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세계를 예측하지 않는(unpredicting the world)(Wagner 1981; 

Viveiros de Castro 2019: S330에서 재인용)” 방식으로 이루어진다24). 이 

차이를 III장과 IV장에 걸쳐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2) “할매산” 지리산과 마을 신앙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산을 섬기는 산신 신앙이 있다. 한국에서는 자

연신 가운데에서도 산신 숭배가 가장 지배적이며, 산신을 가장 높은 신

으로 섬기기도 하며, 가장 많이 섬기기도 한다(임재해 2002). A 마을 주

민들 역시 산신을 섬기며, 산에 들어가서 임산물을 채취하기에 앞서 그 

산의 주인인 산신에게 자신이 해당 산에 출입할 것을 간단한 의식을 통

해 고(告)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리산의 산신은 한국에서의 그 신격의 지위가 특별하다. 산신 숭배

의 역사에서 특히 지리산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한국은 여성 산신

에 대한 신화가 많은 편인데, 지리산 역시 대표적인 여산(女山)으로 성모

천왕(聖母天王)이 천왕봉에 있다고 여겨지며, 지리산의 노고(老姑)는 할

머니 신으로 일컬어진다. 지리산은 다양한 종교와 정치적 맥락에서 그 

신성화의 양상이 다르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어머니인 마야(摩耶) 부

인으로 지리산 성모를 이해하며, 도교에서는 태을신(太乙神)으로 지리산 

신성을 이해한다. 유교에서는 모화사상에 따라 중국에 그 기원을 찾고, 

무속 신앙에서는 팔도 무당의 어머니로 지리산 성모를 이해한다(나경수 

2013). 

지리산 산신의 여러 명칭과 그 복잡한 유래에 따라 그 정확한 기원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주민들은 지리산 산신을 “할매”라 부르고, 때

론 “마고 할매”라고도 부른다. 지리산 산신을 모셨던 곳은 지리산 노

고단인데, 노고단은 천왕봉 산신의 노고 할머니 혹은 마고 할머니의 집

24) 카스트루는 브리콜라주는 와그너가 말한 “세계를 예측하지 않는 방식”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즉, 세계에 대한 관습적인 이해를 뒤집는 방식으

로 행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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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불린다(허남춘 2014: 128). 마고 할머니는 반야봉의 반야와 부부

가 되어 여덟 딸을 낳아 무당을 팔도에 보냈다는 무당의 시조모이기도 

하며, 천왕봉의 성모천왕이 엄천사의 법우 화상과 혼인하여 여덟 딸을 

낳았다는 설도 전해진다. 불교와 무속의 연관성은 이능화의 『조선무속

고(2002[1927])』의 279쪽의 한 구절에서 잘 드러난다.

무녀가 굿을 할 때면 한 속으로는 금속 방울을 흔들고 한 손에는 그

림 부채를 가지고, 웅얼웅얼 주문을 외고 빙글빙글 춤을 추면서, 불타

를 부르고 또 법우화상을 부르는데, 여기에는 유래가 있다. 세상에 전

하기를 지리산의 옛날 엄천사에 법우화상이 있는데, 불법의 수행이 

대단하였다. 하루는 한가로이 있는데, 갑자기 산의 개울이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물이 불어난 것을 보고, 물이 흘러온 곳을 찾아 천왕봉 

꼭대기에 올랐다가 키가 크고 힘이 센 여인25)을 보았다. 그 여인은 

스스로를 성모천왕이라 하면서 인간세계에 유배되어 내려왔는데 그대

와 인연이 있어 물의 술법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중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드디어 부부가 되어 집을 짓고 살면서 딸 여덟을 낳았고 자

손이 번성했다. 이들에게 무당의 술법을 가르쳤는데, 금속 방울을 흔

들고 그림 부채를 들고 춤을 추면서, 또 아미타불을 청하고 법우화상

을 부르면서 방방곡곡을 다니며 무당의 일을 했다(지리산 아래에는 

무당촌이 1백여 개가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세상의 큰 무당은 반드

시 한번 지리산 꼭대기로 가서 성모천왕에게 기도하고 접신을 한다고 

한다.

주민들은 모두 자신들이 “불교” 신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과거

에는 마을에도 무당이 있어 “집안 곳곳에 있는 신”을 찾아내기도 했다

고 말했다. 주민들이 믿는 종교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할매”의 명칭

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또 그들이 가리키는 신

25) 지리산에도 산악 좌정형 거인설화가 있다. 지리산 마야고, 마고는 키가 36척

이고 다리가 15척이라고 여겨진다(허남춘 201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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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성모, 천왕, 노고 등의 여러 신격 중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역시 

불분명하다. 하지만 A 마을 사람들은 보통 이들을 같은 “할매”로 칭하

며 부른다. 허남춘(2014: 139)은 노고와 마고 ‘할미’의 호칭의 역사적 

선후 관계를 따지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다만 그것이 ‘할미’에

서 출발하여 여성 신으로서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창조신에서 산신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지리산의 주민들은 지리산에 자연생태와 관련된 기복 

신앙을 가졌으며, 유학자 관료들 역시 지리산 산신에게 기우를 비는 제

문을 짓기도 했다. 조선 세종 때에도 특히 지리산이 비를 내리는 기우에 

화답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나경수 2013: 182). 

주민들은 지리산이 “악산”이라고 표현했다. 어떤 주민은 산신이 여

자라 까탈스러워 산 역시 험하다고 농담했지만, 동시에 그만큼 전국에서 

약초와 나물 맛이 제일 좋고 그 효능도 좋다고 자부했다. 이숙자 씨는 

지리산 “할매”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풀이파리 하나라도 지리산이 

좋은 거여”라며 지리산의 비옥함과 풍요로움을 연구자에게 자랑했다.

주민들이 산신과 마을 신, 자연신에 대해 그것이 “미신”일 뿐이라

고 이야기하면서도 신령들의 존재와 그들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연구자에

게 언급했다. 주민들은 홍정숙 할머니의 말처럼 산신을 산의 “주인”이

라 여기는 듯했다. 연구자가 면담했던 주민들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소

주를 따라 붓거나 고수레를 하거나 등, 아주 간단한 의식이라도 치르고 

들어가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연구자에게 그렇게 해야 마음이 안

심되기도 하고, 그냥 하던 것이니 한다고 대답했다. 

[사례 III-8]

홍정숙: 서울 것들도 산에 가면 다 산에 주인이 있는 거야.

연구자: 네, 들어봤어요.

이숙자: 다 있어. 집에도 다 신이 있고, 집에 들어오는 데부터 지신이 

다 있는 거야.

홍정숙: 터신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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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방에 들어가면 문 앞에도 있고, 집에도 다 전부 있고, 산에 

있고 길에 댕겨도 있고. 물에도 가면. 전체 다 있어. 시방 그런 걸 안 

해서 그렇지 무당들은 그런 거 다 챙기잖아.

연구자: 마을에 무당이 있어요?

이숙자: 지금은 없어. 무당이 그런 거 싹 다 찾았거든. (홍정숙, 80대, 

여성 / 이숙자, 80대, 여성)

한국의 전통적인 민속 신앙에서 산에도, 집안 곳곳에도 신이 있다는 

믿음처럼 A 마을 주민들 역시 산에도, 집에도 “주인”이 있다고 표현했

다26).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산에 올라갈 때는 고수레와 같은 간단한 의

식을 행하지만, 마을 주민 대다수가 장기간 행하는 고로쇠 수액 채취 기

간이 시작될 때에는 고로쇠 산신제를 별도로 지낸다. 이는 당산제와 함

께 A 마을 주민들이 오늘날까지도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의례 중 하나

다. 산신제는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기 이전, 보통 경칩(3월 5일) 이전에 

주관된다. 과거에는 돼지를 통째로 바쳤지만, 오늘날에는 돼지머리로 대

신하여 바친다. 산신제는 마을 청년회에서 주관되며 주민들뿐만 아니라 

고로쇠 협회 관련인, 국립공원공단 직원들, 고로쇠 관련 자재 공급자 등

을 모두 초청한다. 사람이 많으면 대략 5~6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한다. 

산신제는 험난한 산속에서 주민들이 무탈하기를 빌고 또 고로쇠 수액이 

잘 채취되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다. 정은호 씨의 말을 빌리자면, 산

신제는 일종의 “안전 기원제”인 셈이다. 

[사례 III-9]

정은호: 그런 건 산에 들어갈 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어쨌든 올해 같

26) “그[한국인]는 산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두려워한다. (중

략) 평범한 시골 사람이 바위투성이의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올 때, 그들은 자신

들이 침입자라고 느끼고 도둑질을 하였다고 벌 받을 것을 두려워했다. 나무꾼들

이 점심을 먹을 때에 밥 첫 숟가락은 산신에게 바쳐진다. (Jones 1901: 43)” 이

숙자 씨의 말과 위 자료는 한국인이 오래전부터 산신을 산의 주인으로 인식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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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에도 고로쇠를 하기 전에 이 동네 고로쇠 산신제를 지내거든. 

왜냐면 그게 이제 산에 들어가서 청년회에서 주관으로 하는데 산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안전 기원제 같은 그런 개념이야. (정은호, 50대, 

남성)

이숙자 씨의 말처럼 지리산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집에도, 방에도, 문 

앞에도, 산에도, 길에도, 물에도, 곳곳에 신이 있다. A 마을에서는 바람 

신, 일명 “영동 할매”라 불리는 풍신(風神)을 섬기곤 했다. 마을에서는 

“영등”보다는 “영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음력 2월 1일에 영동 

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풍습으로, 이 ‘바람’

은 보통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계절풍을 가리킨다. 2월의 가장 계절풍

의 특성처럼 영동 할머니는 다른 신들보다도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여겨진다(강성복 2011: 135). 

영동 할머니의 까탈스러운 성격은 주민들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다. 

홍은희 할머니는 붉은 것을 만지면 눈병이 난다는 속설을 실제로 겪었다

며 그것이 참 희한했다고 회고했다. 그 외에도 제사상에 올라가는 떡을 

주워 먹으면 입이 비틀어진다는 속설 때문에 어른들이 제사 음식을 건드

리지도 못하게 했다고 회상했다. 현재 A 마을에서는 영등제가 더이상 전

승되지 않고 있다. 마을 의례 중 그 전승이 끊긴 것이 많지만, 마을에서 

농사를 점차 짓지 않게 되면서 농업과 관련된 신에 대한 의례가 자연스

럽게 끊긴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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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마을 앞당산인 솟대 ⓒ 권혜윤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을 섬기기 위한 당산제는 초하루에 치러진다. 

마을 수호신인 ‘당산’은 앞당산과 뒷당산으로 나뉜다. A 마을에서 당

산은 특정 신령으로 인식되어 앞당산은 “할머니”로 불리며 뒷당산은 

“할아버지”로 불린다. 앞당산은 갈매기 모양의 새가 앉아있는 솟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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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으며, 뒷당산은 마을 뒷산에 있는 오래된 참나무

이다. 해가 바뀌는 날 새벽 12시에 뒷당산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때, 제

물을 차려두고 강신 재배하는데 이는 산신제의 성격에 가깝다(하동군 

2012: 256). 아침 8시 무렵에는 앞당산에 모여 당산제를 지낸다. 앞당산

에는 제물이 바쳐지는데, 여기에는 떡, 술, 과일, 돼지머리, 생선과 각종 

나물이 바쳐진다. 당산제를 주관하는 제간, 제주(祭主)는 일주일 전부터 

부정을 막기 위해 산가·상가 출입을 금하고, 부부관계와 육류 섭취를 

금한다. 

별도로 의례를 행하지는 않지만, 나무나 땅을 다룰 때 주민들은 특히 

조심한다. 특히 큰 나무에는 목신(木神)이 있다고 여겨져 쉽게 베지 않는

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에 따라 꼭 베어야만 한다면, 간단한 의식을 행

하고 벤다. 지신(地神) 역시 마찬가지다. 

마을 주민들이 주요하게 다루는 신령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토대로 

다음 절에서는 주민들이 이 신령들과 맺는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2. 지리산 동식물, 신령과의 관계와 의례

1) 지리산 “할매”와 신성한 동식물

A 마을 사람들은 “산을 상대로 먹고 사는” 삶을 산다. 그들은 산과 

숲, 그 안의 동식물을 자신의 생존을 위해 보호하기도 하고, 때론 신적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자신들이 그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동식물을 보호하

기도 한다. 본 절은 후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산촌민이 지리산 “할

매”를 포함한 여러 신령 및 동식물과 형성하는 다양한 관계를 집중적으

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주민들에 의해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비인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지리산 주민들에게 “할매” 산신과의 관계가 어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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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리산 “할매” 산신과의 관계에 있

어 주민들은 “지리산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는 지리산 산

신과의 관계에 있어 금기를 지키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A 마을 토박이 

주민들은 다른 곳과 다르게 지리산 사람들은 특히 개를 먹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례 III-10]

연구자: 지리산이 어떤 곳이세요, 할머니들께?

이숙자: 할매. 우리 지리산을 할매라 하잖아.

홍정숙: 산신이, 할매 산신, 산신님이 여자라. 

이숙자: 지리산에는 우리 여거 마을 사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은 개 

같은 거 막 잡아 묵잖아, 여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 지리산에 사

는 사람들은.

연구자: 왜요?

이숙자: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절대 손 안 대.

연구자: 왜요?

이숙자: 그냥 안 좋으니까.

연구자: 어떻게 안 좋아요?

홍정숙: 우리가 산에 못 들어가. 

이숙자: 지리산 그런 게 안 맞아. 우리 인간들하고 짐승, 다른 고기는 

먹어도 개고기 이런 건 절대. 우리 여 동네 사람들 절대 안 먹어.

연구자: 안 좋다는 게 어떤 식으로 안 좋다는 거세요?

이숙자: 부정을 타는 거지. 그렁께 민박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 가져오

면 손님들[한테] 안 받는다잖아.

홍정숙: 북한산에는 많이 있더만. 그러고 저기 영주도 가면 골짜기, 

골짜기 잡아먹는 데 있어.

이숙자: 지리산 사람들은 안 맞아, 안 맞는다고 봐야지. 내 몸에 안 

맞으니까 부정을 타는 거야. 그런 거 먹고 산에 가면 나한테 부정이 

오는 기야. 그런 거 절대, 지리산 사는 사람들은 절대. (이숙자,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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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홍정숙, 80대, 여성)

할머니들은 몇 주 이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지리산의 강한 특이성이라고 강조했다.

[사례 III-11]

홍은희: 그리고 시방 여긴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요 동네는 개를 더 

안 먹어.

연구자: 지리산이라서 더 그래요?

홍은희: 어, 산이 높으거덩. 산이 더 높응께. 전에 여기서 개 잡아 먹

고 그런 사람들 꼭 손해를 보드마. 꼭 손해를 봐. (홍은희, 80대, 여

성)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단지 나이가 지긋한 고령의 주민들에게서만 이야

기되는 것은 아니었다. 산에서 활발하게 생업 활동을 하는 중년의 주민

들 역시 연구자에게 자신들은 개고기를 일절 먹지 않는다고 했다. 왜 먹

지 않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들은 할머니들이 답했던 것처럼 산신이 

금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했다. 왜 하필 개고기인가에 대해서는 해

석이 분분했다. 불교에서 개고기를 금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는 극소수였다. 주민들 대부분은 개

가 산신의 현현인 호랑이27)의 먹잇감이자 장난감이기에 먹지 않는다고 

27) 호랑이가 산신의 현현이자 전령이라는 이야기는 한국에서 쉽게 받아들여지

는 믿음이다.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사 중 한 명이었던 조지 허버 존스(George 

Herber Jones: 44)의 1901년 기록을 보면 마을에 식인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

을 포식할 경우, 사람들은 산신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보냈다고 믿

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호랑이는 산신의 전령(messenger) 역할을 한다. 

실제로 연구자가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호랑이가 산신이라고 믿거나 

그것이 신령한 동물이라고 믿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연구자에게 과거에 호랑이 

새끼를 발견하여 예뻐해 준 A 마을 주민이 어미 호랑이를 보고 도망쳐 내려온 

일화를 들려주었다. 주민이 약초 가방을 두고 오자 호랑이가 그것을 다음 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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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또는 호랑이가 개고기 냄새를 맡고 쫓아오기 때문에 위험해서 먹

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호랑이는 멸종되었기에 실제로 산에서 호랑이

를 피하기 위해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기보다는 이숙자 할머니의 말씀처

럼 지리산 사람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것이 지리산 

산신과의 관계에 있어 금기시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설득

력 있다.

마을의 민속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개뿐만 아니라 고라니를 사냥했던 

과거에는 2월엔 고라니를 잡아먹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라니 역

시 산신의 장난감이기에 음력 2월에 잡은 고라니는 먹지 않는다는 이유

에서였다(하동군 2012: 142). 포식할 수 있는 동물을 특정 시공간에서 죽

이지 않고 보호하거나 기피하게 되는 것 역시 산신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물론 모든 동식물과의 관계가 산신을 포함한 신령들을 반드시 매개하

는 것은 아니다. A 마을에는 축산업이 들어오지 않았기에 동물과 맺는 

관계가 크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고로쇠나무와 같은 식물과의 관

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지리산 A 마을에서 유독 특이하게 나타나는 

비인간과의 관계는 바로 곤충에서 드러난다. 바로 토종벌과 주민들이 맺

었던 관계인데,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사례다. 

토종벌은 현재 낭충봉아부패병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고, 과거 토봉

을 하던 주민들도 현재 모두 양봉을 한다. 토종벌은 양벌보다 크기가 작

고, 도거(逃去)의 습성이 더 강하다고 한다. 양벌과 토종벌이 같은 공간

에 있으면, 토봉 농가가 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들은 토봉 농가에

는 양봉이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꿀을 채취하는 시기 또한 다른데, 

과거에 토종꿀은 12월 20일 정도가 지나야 떴다고 한다. 그 이전까지는 

벌이 꿀을 먹으며 생존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가, 한 해가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사람과 나눠 먹자는 의미에서 꿀을 뜬다고 한다(하동군 2012: 

침 마을 입구에 가져다주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한 할머니가 그건 그저 “미

신”일 뿐이라며 연구자에게 귀띔하자, 다른 할머니는 버럭 화를 내며 호랑이는 

그런 동물이라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고,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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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토봉은 꿀을 뜨는 방식이나 그 효능 때문에 값이 비쌌고, 그 덕분

에 양봉보다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으로는 쏠쏠했다고 한다. 

성공적인 벌 농사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기술이 필

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주민들은 그에 앞서 주인이 벌과 “인연”이 있

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인과 인연이 있다면 벌통이 벌과 꿀로 가득 차게 

되지만, 인연이 없다면 벌이 이유도 없이 죽는다고 한다. 나아가, 토봉을 

했던 주민들은 토봉이 집안 자체의 흥망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사례 III-12]

연구자: 그러면 주민분들이 뭐, 벌을 신성하게 보고 그러신 건가요?

김태식: 그럼요, 그럼요.

연구자: 함부로 대하지 않고.

김태식: 네, 옛날에 그래서 또 말이 있어요. 집안이 성하려면 벌이 잘 

된다고 했어요. 벌이 그러고 집이 뭐 안 좋고 그러려면은 벌부터 죽

는다, 이래요. 그 집안에 키우던 벌이 빨리 죽고 없어지고 그런데, 집

안이 성하려면 벌도 가만히 놔둬도 잘 크고 그렇게 된다는 설이 있어

요.

(중략)

김태식: 그 안[벌통]에는 모든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세계에 

있는 것처럼 다 있어요. 벌통 속에는. 벌 하나를 소중히 해야 돼요.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 함부로 하진 않아요. 다들 함부로 하진 않는

데. 정말 보고 있으면은 예뻐요. 일하는 것들이. 매력이 있어요, 상당

히 있어요, 키우면서. (김태식, 50대, 남성)

토봉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벌을 영험한 존재로 여겼다. 벌이 인간세

계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된 만큼, 벌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하며, 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벌통을 “하나의 

사회”로 이해했다. 각 벌이 하는 일은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으며, 벌통

은 하나의 인간 사회처럼 운영된다. 벌통을 돌보는 인간은 그 벌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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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김태식 

씨는 말했다. 그는 벌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가꾸고 돌봐주는 인간에게 

깊은 교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종벌의 영험함이나 인간과 토종벌이 맺는 긴밀한 상호의존적 관계

는 벌 주인의 장례를 치를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벌 주인이 죽었

을 때, 부고를 벌통에 끼워두면 벌들이 허리에 하얀 띠를 두르고 나온다

고 한다. 토봉 농사가 활발하지 않은 지금, 5~60대 중년층에게 이는 부

모님들이 이야기하는 미신이나 전설에 가깝지만, 7~80대 노인들에게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사례 III-13]

연구자: 주인이 죽으면 벌이 상주 노릇을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홍은희: 어, 맞아. 집에다 키울 때 초생[초상]이 나면, 부고를 써갖고 

딴 디 안 가고, 벌통에다가 붙이[붙여]. 갖다 붙이면 허리에 흰 띠를 

두르고 나와. 흰 띠를 전부 두르고 나와.

연구자: 실제로 보셨어요? 

홍은희: 어, 전에는 토종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연구자: 벌이 왜 그래요?

홍은희: 모르지, 어찌 된 판인가. 갔다가 그스그[거시기] 그렇게 허리

를 두르고 나와. 근디 초상이 나버리면 또 안 해. 시체가 나가버리면 

안 나와. 허리띠가 없어. 어어, 그거 보면 참 희한해. (홍은희, 80대, 

여성)

물론 토종벌이 주인을 위해 애도를 표하는 현상은 토봉을 하던 사람

이 반드시 죽어야만 볼 수 있었기에,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토봉을 비교적 활발하게, 그리고 오래 하던 노년층 중에서는 

이를 목격한 사람이 몇몇 있었다. 최지수 씨나 김정태 씨의 부모님 역시 

그들에게 토종벌이 “상주 노릇”을 하며 애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

야기해주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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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벌과 소통하고, 인간의 세계와 벌의 세계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근대적인 인간과 자연의 관계로는 설명되기 어

렵다. 마찬가지로 개고기 섭취가 금기시되는 이유가 신적 존재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 또한 설명될 수 없다. 앞서 II장에서 언급했었던 인간과 

비인간 동식물 간의 내적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자연주의에 따르면, 위에

서 설명한 벌과 인간의 관계는 잘못된 표상의 결과이다(Descola 1996: 

88). “미신”이라고 표현되거나, “초자연”이라는 범주로 묶이는 것 또

한 동일한 논리이다. 

주민들이 산신을 “할매”라는 친족 호칭으로 부르고, 벌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에 빗대는 사고는 아날로지즘을 연상시킨다. 아날로지즘 세

계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이 신체성과 내면성 모두가 불연속적이며, 그런 

차이를 지닌 요소들을 유사성을 통해 엮어낸다. 서로 분리된 것으로 여

겨졌던 것들을 유사성으로 묶는데,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존재의 특질, 

움직임, 구조적 변형 등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끼쳐 행운이나 불운

(misfortune)을 불러온다거나 아니면 그것들이 인간에 의해 역으로 영향

을 받는다는 식의 추론과 유사하다(Descola 2013: 201-202). 

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A 마을의 풍수 또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벌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처럼, 소우주와 대우주의 구별이 풍

수에서도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는 자연을 구성하

는 이질적인 기본 요소들인데, 이것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 작

은 부분들인 소우주에 다시금 나타난다(Ibid.: 206-207). A 마을은 풍수지

리에 따르면 배가 가는 모습이라 하여 행주형국으로 분류되는데, 행주형

국에 따라 당산나무와 솟대를 ‘돛대’로 간주하여 위치를 조정하였다. 

벌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듯, 풍수에 따라 마을 솟

대의 위치를 바꾸는 것 역시 마을의 안녕과 연결된다. 그렇기에 주민들

이 일부 동식물과 상호의존적 관계, 보호의 관계, 혹은 포식 또는 금기

의 관계에 속해있는 것을 단지 생존 혹은 자원 이용 목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주민들이 지리산을 “할매”라 부르고, 지신(地神) 혹은 목신(木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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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하여 땅이나 나무를 함부로 자르지 않고, 화를 입지 않기 위해 특정 

동식물을 보호하는 것을 “미신”이라 속단하여 낙인 찍는 것은 근대적

인 시각에 입각한 해석이다. II장에서 일제 강점기 당시 애수애림과 반하

는 조선인의 자연과 관련된 믿음을 개조하고자 했던 근대적 자연관, 자

연주의적 관점에서 이는 “미신”으로 이해될 것이다.

주민들의 비인간 동식물 및 신령과의 관계가 단순히 내적 믿음이나 

상상의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 실천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관계를 실제로 마을에

서 이루어지는 의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특히 여러 관계 

중에서도 ‘보호’의 관계에 집중하여 구체화하고자 한다.

 

2) 관계와 의례: 산신제와 당산제를 중심으로

보호는 위험으로 간주되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누군가 혹은 무엇을 

보호하는 일방적 관계를 전제한다. 다시 말해, 보호의 관계는 비대칭적

이고 의존적일 때 발생한다. 하지만 그 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

해를 보거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존재론적 층위를 연

결하는 의존의 연쇄(chain of dependence)는 보호받는 자와, 제공하는 자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Descola 2013: 328). 특히 인간이 비인간 동식물 

및 신령과의 보호 관계를 형성할 때, 이들 사이에는 위계적이고 비대칭

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용한 가축이나 식물을 보호하

거나 그들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신성(divinity)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신성은 그들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얻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호’는 포식과 증여라는 두 비대칭적인 관계를 포괄

하는 상호작용의 가치 체계가 된다(Ibid.: 329). 특정 동식물을 제물로 바

치는 것에서 포식의 관계가, 그 희생의 대가로 그들은 산의 동식물에 대

한 지배권과 자신의 안녕을 보장받는 것에서 증여의 관계가 ‘보호’ 안

에 포괄된다. A 마을의 고로쇠 산신제나 당산제 모두 유사한 원리로 작

동되는데, 이는 공희(sacrifice)로 설명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산신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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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제 모두 의례를 위해 가축을 살해하고, 산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하여 

신령에게 바치는 공희의 형태를 띠고 있다(임장혁 2019). 공희가 성립되

기 위해서는 인간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동물을 인

격(person)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들을 가축화하는 농업 양식 또한 필

요하다(Descola 2013: 226-229).

이들의 의존의 연쇄, 보호 관계는 왜 주민들이 특정 비인간 동식물을 

보호하고, 보호하지 않는지 설명해준다. 나아가, 이는 마을 안에서 이루

어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망과도 연결된다. A 마을에서의 현지 조사를 바

탕으로 해당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마을 주민들은 면담에 참여하면서, 자연신과 관련된 의례와 금기를 

“미신”이라 치부하며 연구자에게 그것을 믿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산골 마을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마을의 상당수는 현대화되어 있

다. 강정원(2020: 27)은 민속세계 역시 현대화되며 민간에서도 스스로 자

신의 신앙과 사고 체계를 “미신”이라 멸칭하게 된 상황을 지적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미신”이라는 멸칭으로 지칭하면서도, “하지만”을 

덧붙이며 그러한 “미신”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닥칠 불운을 걱정하기에 

지킬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주민들은 마을 전체에서 행하는 당산제

나 산신제와 같은 의례를 행할 때, 의례 절차상의 어떤 문제로 발생하는 

불운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 구성원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

는 점에 유의하고 있었다.

산신제와 더불어 당산제 역시 정은호 씨의 표현처럼 안전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당산제의 제주는 본래 마을에서 깨끗한 어른이 맡아 하던 직

책이었지만 그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현재는 마을 이장이 맡는다. 당산

제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역할이 중

요하다. 제주는 부정을 타지 않도록 대문에 금줄을 치고, 일주일 전부터 

목욕재계하며 앞서 기술했던 금기들을 지킨다. 

문제는 당산제가 치러진 이후에 마을에 크고 작은 불상사가 생겼을 

경우, 주민들은 당산제에 문제가 생겨 불상사가 생겼다고 간주하여 제주

를 비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제주는 비난의 대상이 되며, 불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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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막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람들은 제주가 금기를 불성실하

게 지켜서 제를 올리는 과정에서 부정을 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짐작한다. 당산제 제주를 맡은 경험이 있는 김태우 씨 역시 당산제를 잘

못 지냈다는 비난을 피하고자, 세세한 금기까지는 현실적 여건으로 지키

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큼직하게 지켜야 할 것들은 꼭 지킨다고 말했다.

[사례 III-14]

연구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김태우: 당산제를 잘 못 지냈니, 이런 말 들으니까. (김태우, 70대, 남

성)

이후, 정병수 씨는 위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사례 III-15]

정병수: 제간이 해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 집사장으로 제간을 정하

는 게 마을에 덕이 좀, 나이가 제일 연장자라든지, 마을에서 학식이 

높다든지 그런 분들을 제간으로 위촉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

가 당산제를 지내다 보니까 당산제 잘못 지내면 뭐, 동네에 사건 사

고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서로 제를 맡아서 안 지낼라 하는기

라. 그렇지, 책임감 때문에. 막 뭐, 동네 주민 중의 한 명 교통사고가 

나도 당산제 똑바로 안 지내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래

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꾀를 낸 게 마을 이장을 맡으면은 무조건 그

냥 당산제 제간이 된다. 그래 가지고 요즘에는 마을 이장이 무조건 

당산제 지내는 제간이야. 그래서 당산제 모시기 일주일 전부터 바깥

출입도 안 하고, 매일 목욕재계해야 하고, 상갓집에도 못 가고 그래. 

여자 옆에도 못 가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보면은 대나무 아직도 안 

치우고 있을 건데, 솟대 옆에도 묶여 있잖아. 지금. (중략) 당산제 모

시기 전에 보면 제간 집에는 금줄을 쳐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

고 그래. 요즘도 그리 해. 지켜야 되는 건 지키자. 그래서 요즘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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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지만 그렇게 하긴 해. (정병수, 60대, 남성)

이는 산신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산신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신제

를 주관하는 청년회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 결국, A 마을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신제를 “강행”했다. 

[사례 III-16]

정은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하기엔 찝찝한 거야. 혹시라도 안 했

다가 사고라도 나면은. 산신제 안 지내서 사고 났다 이래버리면 산신

제 주관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행을 했지. (중략) 올해는 10명 해가지고 초라

하게 제사만 지내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일단 그걸 해야 안정이, 마

음에 안정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와서 자기가 직접 또 공수를 

하고, 절을 하고 해, 그런 사람들은. (정은호, 50대, 남성)

주민들이 산신제나 당산제와 같은 “안전 기원제” 의례를 오늘날까

지도 강하게 지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위 질문에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

건이 있었다. 마을의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앞당산인 솟대 

옆에 자리 잡은 커다란 당산나무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당산나무는 신이 

깃든 나무, 즉 신목(神木)이다. 몇 년 전, A 마을에서는 새로운 도로를 

뚫게 되면서 당산나무 밑에 있는 하천 길목 공사를 하게 되었다. 공사로 

인해 A 마을과 시내를 잇는 버스가 좁은 길목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

다. 공사는 총 6개월의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다. 만일 당산나무를 베지 

않는다면 그동안 마을 주민들은 지리산 공기 캔 공장이 있는 밑으로까지 

내려가 버스를 타야만 했었다. 마을 원로 회의에서는 노인들이 버스를 

타러 마을 밑까지 내려가는 것이 너무 수고스럽기에 당산나무를 베어 버

스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나무

를 베자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네 명의 주민들이 결사반대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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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호 씨는 당시의 생생한 기억을 이야기해주었다. 당산나무를 함부로 

베어선 안 된다는 “미신적” 이유가 그들의 근거였다. 과반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였지만, 결국 그 극소수의 반대로 나무를 베는 것은 포

기되었다.

당시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정은호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례 III-17>

정은호: 못 베겠더라고, 솔직하게. 혹시 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생기면 상관없어. 다른 사람한테 뭔 일이라도 생기면, “그 봐

봐, 그 나무 베서 그렇게 됐잖아.” 이러면 베자고 한 놈만 죽일 놈 

되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시골의 미신은 아닌데, 시골의 어떤,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앙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 거부를 할 수가, 하지

를 못 하게 해. (정은호, 50대, 남성)

정은호 씨의 말은 주민들의 산신 신앙과 온갖 금기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시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농촌 사람들이 단지 산신에 

대한 깊은 신앙심, 숭배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의례를 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근거 없는 미신”

이라고 표현하며, 자신들이 단순히 신앙심에 기반하여 의례를 행한다는 

점을 부정했다. 주민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지키지 않으면 찝찝한” 양

가적인 심정을 드러냈다. 달리 말해, “미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산신

을 숭배하는 것은 근대화된 사고방식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도, 어떤 위험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 존재를 전면적으

로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은호 씨의 말처럼, “거부를 

할 수가, 하지를 못 하게” 하는 것이다.

“미신”임에도 불구하고 신적 존재, 그리고 그와 맺는 관계를 “거

부”,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정은호 씨의 말처럼 의례가 지닌 기능 때

문이다. 의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 대가가 자신에게만 오

는 것이 아니라 동료, 즉 이웃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글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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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Gluckman 1972: 3-4)에 따르면 인간의 불운(misfortune)을 설명하는 

일련의 신앙적 요소는 동료들의 안녕(welfare)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반대로 신앙이 없는 사회에서는 서로의 불운에 책임을 지는 

상호의존성을 보기가 어렵다. A 마을 주민들 간의 밀접한 관계는 글럭만

이 이야기한 “상호의존성”을 잘 보여준다(Gluckman 1972: 3-4). 

글럭만이 지적하듯, 현대 사회에서 과학 지식과 기술, 그리고 통계학

의 발전에 따라 운과 불운을 설명하는 방식은 정교해졌다. 그러나 “미

신적”이라 치부되는 불운에 대한 주민들의 해석 방법이 경험적 원인에 

대한 합리적 추론이 부족하여서 발생하는 것이라 치부할 수는 없다. 왜

냐하면, 주민들은 국립공원 직원들만큼이나 산과 숲의 생태 지식에 해박

하며, 산에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판단을 내린다. 그렇기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인과 결과를 특정하고, 사고의 경위를 추정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합리적인 설명 방법은 왜 하필 ‘그 사

람’이어야만 하는지 등의 특정성(particularity)에 대한 설명은 제공해주

지 않는다. 

A 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을의 불상사, 예를 들어 정병수 씨가 말

한 “교통사고”와 같은 일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은 비경험론적 원인을 

상정하는 인과 관계를 동원한다. 교통사고가 나는 원인은 얼마든지 설명

할 수 있다. 하지만 왜 하필 그 마을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했는지에 대

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추론과 다른 방식의 인과론에 근거한 

추론이 필요하다.

이 다른 인과론이란 산신과 당산과 같은 신령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다. 주민들이 “미신”이라 치부했던 영역, 주술의 영역이 하나의 원인

으로 들어오게 된다. 에반스-프리차드(Evans-Pritchard 1967[1937])의 아

잔데(Azande) 사람들에 대한 주술과 불운, 인과론에 관한 연구는 위에서 

언급했었던 특정성의 문제를 다룬다. 독립적인 두 사건 사이에 연결 고

리를 만들어낸 것이 주술적 설명이었다(Ibid.: 23). 

연구자가 정은호 씨의 소개로 만났던 최지수 씨는 서로 다른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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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이의 연결 고리를 비인간 신령과의 관계에서 찾았다. 그는 부모

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지신(地神)과의 관계가 잘못 풀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28)

[사례 III-18]

최지수: 여기도 큰 나무를 벨 때는 술을 한 잔 따라놓고 절을 하고 

그렇게 베는 거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 나무가 우리한테 좋은 것도 

있지만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집 옆에 있는 큰 나무는 태풍이 불

거나 넘어지면은 그런 거 벨 때는 술 하나 따라놓고 하는 게. 우리 

집을 지을 때도 터작을 할 때 술 한 잔 따라놓거든요. 땅신한테.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해해달라,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저 

역시도 몰래 집 지을 때마다 술을 한 잔씩 따라놨으니까.

(중략)

최지수: 혹시나 집을 지으면 옛날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고. 집을 지으면 3년 안에, 자식이 집을 지으면 부모가 돌아가실 수 

있다. 그게 우연치고는 동네에서 집을 짓다 보면 자식이 부모랑 살다

가 나와서 집을 짓게 되면, 3년 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많더라

고요.

연구자: 왜요?

최지수: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주위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한옥을 먼저 지었거든요. 저도 경험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요. 아, 내가, 제 느낌상, 터작을 하면서 술을 따랐지만, 돌도 깨고 그

랬기 때문에 좀 안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시니

까. 다른 집을 지을 때에는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도 3년이 

지나가면 별일이 없겠구나, 내려앉게 되더라고요. 어쩐지는 모르겠지

만 그래요. (최지수, 50대, 남성)

28) 한국의 민간신앙이나 풍수지리에서는 땅이 살아있다고 여기고, 땅에 신이 

있다고 믿어진다(임재해 1998). 땅이나 돌을 훼손할 경우, 그 지역의 사람들 또

한 화를 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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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자손이 지신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특정 시기에 특정 인물이 죽음이라는 

불운을 맞이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비경험적인 원인, 즉 지신과의 관계

에서의 문제로 지목된다. 경험할 수 없는 존재 또는 초월적 존재를 원인

으로 상정하는 인과론은 다른 여러 사례에서도 나타났다. 큰 나무를 벨 

때도 간단하게 의례나 의식을 행하고 베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A 마을 

주민은 “남자가 그런 걸 다 믿냐 그러는데 저도 큰 나무를 벨 일도 없

지만, 큰 나무를 베라고 그러면 안 벨 것 같아요.”라며 유난히 크고 오

래된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지리산에 있는 모든 마을이 A 마을처럼 자신의 이웃을 고려하여 의

례를 철저히 치르고, 신령들을 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의식을 행하진 않

을 것이다. A 마을이 유독 이웃의 안녕을 특별히 고려하여 신앙적 요소

에 힘쓰는 이유를 연구자는 집성촌이라는 특징에서 찾았다. 비록 오늘날

에는 집성촌으로서의 특성은 옅어졌지만, 약 20년 전만 하더라도 집성촌

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렇기에 그들의 기억 속의 마을은 여전히 집

성촌이었다. 그러므로 글럭만이 신앙에 기반한 사회가 동료의 복지를 책

임지는 경향성이 강하며, 책임을 서로 나누게 된다고 이야기한 대목에서 

이 ‘동료’는 A 마을에서 ‘친족’으로 대체된다. 

마을의 의례는 친족, 이웃, 인간들이 사는 마을 차원을 넘어선다. 글

럭만의 논의는 인간 아닌 존재와 위계적으로 맺는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친족이자 이웃들의 관계뿐만 아니

라, 의례를 통해 앞서 설명했었던 동식물-주민-산신의 관계 또한 원만하

게 유지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의례는 다른 상위 존재인 신령과 의사소

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 관계가 단지 주민들의 상상이나 ‘말’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연구자는 주민들에게는 이 관계가 실재하고, 그 근거를 주민들의 

강력한 실천에서 보고자 한다. 주민들은 반드시 당산제와 산신제를 행하

고, 웬만하면 높은 산에 들어갈 때는 소주를 준비하여 산에 올라가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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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뿌리고 올라간다고 한다. 심지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국가가 집

합 금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산 마을 주민들은 비밀리에 간소하

게 산신제를 강행했다. 국가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산신제를 강행한 이

유에는 신앙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산신제가 수행하는 기능 때문이라고

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은호 씨가 당산나무 일화를 통해 들려주었던 

것처럼 만일 다른 누군가가 다친다면 산신제를 주관하지 않은 청년회 임

원들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미래와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 사회와 국가

의 생존과 그 유지에 중요하다. 확률(chance)을 고려하여 위험성을 계산

하는 근대적인 방식을 도입하는 제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주술이나 점성술과 같은 신앙적 요소가 하나의 제도로서 작동한다(Keck 

2020). 이는 민속세계에도 체계(system)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강정원

(2020: 15)의 논의와도 흡사하다. 위 논의를 A 마을의 주민들에게 대입해

볼 경우, 자연을 관리하기 위한 국립공원의 과학 기술, 법, 제도의 역할

을 의례가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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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산촌민의 자연과의 관계와 지식의 변화:

국립공원의 자연 보호를 중심으로

1. ‘야생’의 구성: 반달가슴곰을 중심으로

앞서 II장에서 국립공원의 야생 보호가 순수한 ‘야생’적 공간과 존

재를 구성해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그 야생의 구성이 어

떤 역설을 지니고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지리산에서 살아가는 주

민들이 생태계 복원이라는 목적하에 반달가슴곰이 복원된 반달가슴곰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자연 보호 정책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환경 자체를 바꿀뿐더러, 사람

들이 자연환경과 맺는 관계 또한 ‘자연 보호’라는 모델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 그들의 모델은 가상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

이 그 가상적 모델을 따라가게 된다(West and Brockington 2006: 609). 

달리 말해, 보호지역은 자신들의 모델에 따라 새로운 우주론을 형성해가

고 있다(West, Igeo, and Brockington 2006: 255). 본 장은 보호지역에 대

한 위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1) 국립공원의 야생과 토종 동식물 만들기

사람으로 인해 흔적이 끊기고 모습이 없던 반달가슴곰들 되살리고 자랐으니 

어미의 품 안 지리산을 떠나 … 수도산에서 덕유산에서 속리산에서 

반달가슴곰은 살아갈 것이다. 백두대간과 정맥을 따라 남북을 오갈 것이다… 

반달가슴곰으로 인해 이 나라의 자연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반달가슴곰으로 

인해 우리가 대자연 앞에 겸손해지며 향기로워질 것이다.

<반달가슴곰과 공존을 위한 공동선언문, 2018. 5. 4.>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는 자연과 문화를 분리하며 자연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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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 국립공원이 설립된 이후, 국립공원공단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경계를 긋고, 인간과 곰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야생

적응훈련을 통해 반달가슴곰이 인간을 피하도록 만들고, 반달가슴곰의 

이름을 제거하여 인간이 반달가슴곰과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 것

이 그 실천들이다. 

국립공원이 ‘야생’의 공간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적인 요소는 ‘토종’이다. 국립공원은 1800년대 

초에 최초로 그 아이디어를 제기했던 예술가 캐틀린(Catlin)의 “국민의 

공원(nation’s park)”이라는 표현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의 자연이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립공원의 ‘곰 만들기’에서 토

종성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위 <반달가슴곰과 공존을 위한 공동선

언문>에서도 볼 수 있듯, 반달가슴곰은 토착적, 민족적 정서를 강하게 

담지하고 있다. 공단은 반달가슴곰 복원을 통해 지리산 전체, 백두대간 

생태계 전체를 복원하고자 한다.

이 ‘토종’의 기준은 현대식 자연과학의 생물분류인 린네식 분류

법29)을 따른다. 그 분류법을 따르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복원하고

자 하는 반달가슴곰은 척삭동물문(Chordata) 포유동물강(Mammalia) 식육

목(Carnivora) 곰과(Ursidae) 곰속(Ursus) 반달가슴곰(thibetanus ussuricus)

이다.

지리산 국립공원공단은 토착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목적과 부합하는 

반달가슴곰이라는 “모신적(母神的)” 존재를 복원 대상으로 선택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한 보고서에서 “모신적” 존재인 반달가슴곰이 “국민

의 영혼”에 자리잡고 있고, 이를 통해 “민족의 자긍심과 민족혼을” 

살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서술하였다(국립공원공단 지리산남

부사무소 2004: 5). 그렇기에 공단에게는 과거 한국산 반달가슴곰과 같은 

29) 린네는 인간을 동식물과 같은 질료로 이루어진, 유사한 물질성을 지닌 존재

로 인식하면서도 ‘호모(Homo)’는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

인 차원에서는 다르다고 상정했다(Descola 2013: 178). 린네식 분류법은 서구의 

자연과학이 인간과 비인간의 물질적 유사성과 내면적 차이를 잘 드러내는 분류

체계의 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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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종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기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의 반달가슴

곰은 지리산에 복원될 개체로 선정되지 못했다30).

공단은 러시아와 북한의 반달가슴곰을 같은 아종으로 확인하고 도입

했지만, 2004년 국립공원시민연대는 “혈통 문제31)”를 제기하였다. 혈

통 시비가 붙을 만큼, 토종이라는 기준은 국가와 환경 단체 모두에게 건

강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령, 국립공원은 유전

적 다양성과 건강성을 위해 가계도를 작성한다. 나아가 종복원기술원으

로 회수된 반달가슴곰들은 증식 및 전시용으로 사용되는데, 이들 중 몇

몇은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위해 인공수정을 통한 임신 및 출산의 과정

을 거치게 된다(양정진 2020). 반달가슴곰은 지연 착상이나 동면과 같은 

독특한 번식기작을 지니고 있어, 인공 번식에 성공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성공률 또한 낮다(환경부 2018). 같은 보도 자료에서 국립공원공단은 미

국 스미소니언 연구소와 독일 라이프치히 연구소와의 교류를 통해 인공

증식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왔다고 전해진다. 한국은 2018년에 세계 

최초로 반달가슴곰 인공수정으로 출산에 성공한 사례가 되었다.

국립공원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야생의 토종 반달가슴곰은 다종다양한 

실천을 통해 그야말로 만들어졌다. 야생-토종의 반달가슴곰을 위해 국립

공원은 우수리쿠스(Ursus thibetanus ussuricus) 아종을 복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에는 국립공원이 복원하고자 하는 우수리쿠스 아종만 있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 식용으로 사육되는 곰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일본이나 대만의 아종(Ursus thibetanus formosanus/ japonicus)이다. 

2021년 7월, 경기도 용인의 곰 사육장에서 반달가슴곰 두 마리가 농

가를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 마리는 그 과정에서 즉시 사살되었

30) 반달가슴곰은 총 일곱 가지의 아종으로 분류된다. 한국과 러시아 아무르, 

우스리, 중국 북동부에 분포하는 ussuricus, 이란과 파키스탄에 분포하는 

gedrosianus, 아프가니스탄과 중국남부에 분포하는 laniger, 네팔과 베트남에 분

포한 thibetanus, 중국 내 청해, 사천, 강서, 호북, 호남에 서식하는 mupinensis, 

대만과 중국에 서식하는 formosanus, 그리고 일본에 분포해있는 japonicus이다. 

(강재구 2010: 17)
31) 환경부 보도자료, “[중앙0623] 러 반달곰 ‘한국 토종과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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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UCN 규정에 따르면 특정 아종이 아닌 반달가슴곰 종 전체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종 전체가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다. 그런

데도 한국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는 순수한 토종 아종이 아니라는 점에서 

즉시 사살되었고, 이 사건은 여러 환경 단체의 비판32)을 받았다. 반면, 

토종에의 대우는 매우 달랐다. “콜롬버스 곰” 또는 “오삼이”라고 불

리는 KM-53은 지리산을 벗어나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했

지만, 국립공원은 해당 개체를 살리기 위해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해주어 

다시금 지리산에 방사했다. 

국가가 자연을 관리하는 방식에는 민족주의적 정서가 강하게 나타난

다.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야생을 정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Hamilton 2002; Noh 2019: 154에서 재인용). 국립공원처럼 국가의 자연 

유산을 자랑하거나, 국가의 정체성을 보여줄 만한 특이한 종을 내세우는 

것 역시 생태학적 민족주의(ecological nationalism)로 설명될 수 있다. 생

태학적 민족주의는 자연에 대한 헌신을 통해 국가 자긍심을 표현함으로

써 국가를 적법한 존재로, 또 굳건하게 만든다(Sivaramakrishnan and 

Cederlöf 2006: 6; Noh 2019: 155에서 재인용). 일제의 해수구제로 학살된 

한국 신화의 모신적 존재인 반달가슴곰을 되살리는 것, 동시에 한국의 

고유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반달가슴곰 아종을 선별하는 것은 모두 생태학

적 민족주의의 한 면모이다. 국가가 야생을 만들고, 완전하게 관리하고, 

동시에 그 야생에 민족성, 토착성과 같은 특성을 부여하는 실천은 단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기저에는 자연

과 국가, 민족을 엮어내어 국가의 자긍심, 정체성, 진보 등의 가치를 보

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립공원 내에서 적합한 야생 동식물이란 결국 인간의 접촉으

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유전적으로 순수한 토종이다. 이 야생과 토

종이라는 분류를 침범하는 혹은 위협하는 존재는 위해하다고 여겨져 제

거의 대상이 된다. 이는 토종 생태계와 우수리쿠스 반달가슴곰을 만들어

32) 2021년 7월 24일, 한국일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육곰, 더 이상 모르

는 척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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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이 유해한 생물을 규정하는 방식에

서도 드러난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생업 활동을 하며 자신에게 불편

하거나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반달가슴곰을 유해한 동물로 여기는 한편, 

국립공원은 토착 생태계에 위해를 가하는 여부로 유해조수를 구분한다.

[사례 IV-1]

직원: 우리 국립공원 이런 데서는 유해조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

태계 교란종은 있지요. 유해조수는 유해조수라 안 하고 야생 동식물

이라 해요. 야생 생물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인데, 밑에 주민들하고 이

게 좀 대립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농산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멧돼지를 잡아야 하고 우리는 개체수 조절 때문에, 자연 피라미드 때

문에 그걸 잡으면 안 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전기 울타리라든지 철

조망이라든지 거의 많이 해주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것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계속 잡아내는데, 우리 국립공원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조사는 해요. 잡지는 않아요. (국립공원 직원, 50대, 남성)

국립공원은 생태계 교란종, 식물 중에서는 돼지풀, 애기수영, 미국쑥

부쟁이 등 약 14종을, 동물 중에서는 황소개구리, 꽃매미, 큰입 배스 등 

7종을 제거해오고 있다33). 

A 마을에도 출렁다리를 건너 반달가슴곰 생태 학습장을 지나면, 국립

공원과 협력하여 조성한 산책로가 있다. 이곳 입구에는 국립공원사무소

에서 설치한 팻말에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이곳이 생태 가치 보전을 위

해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지리산 자생 야생화를 식재”한 생태계 완충 

지역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33)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자원> 자원보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https://www.knps.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70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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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 마을에 있는 ‘A 옛길’로 가는 길에 있는 안내문 ⓒ 권혜윤

국립공원이 순수한 야생, 또는 토종의 동식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

천은 모순적이다. 자연법칙에 따라 스스로 운영되는 ‘자연’을 만든다

는 것은 그 자체로 역설적이기 때문이다. 생태학적 민족주의라 논의되었

던 ‘토종’을 선별하고 만드는 과정, 야생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제

재, 외래종을 제거한 자생종으로만 구성된 산책길 등의 사례들이 모두 

위 모순을 보여준다.

국립공원에 의해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아 방사되는 반달가슴곰은 완전

한 ‘야생’이라 부르기도 모호하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길들여

진’ 존재라 칭할 수도 없다. 이 모호한 곰은 분류의 질서에 속하지 않

는 잡종적인, 변칙적인 존재로 여겨진다(Douglas 1975: 244-249; Lien 

2007: 214). 

자연을 초월적 존재로 물신 숭배(fetishization) 하는 환경주의는 근대 

서구의 자연, 즉 자연주의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연과 문화

의 이분법을 영속화한다. 하지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반달가슴곰의 사례에서처럼 다종다양한 문화적, 기술적 실천

을 통해 만들어진 야생의 토종 반달가슴곰은 결국 스스로의 정의와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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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이분법을 영속화하는 환경주의의 실천은 때로 

자연주의가 전제하는 ‘자연’을 용해하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Descola 1996: 97)34). 

2) 산촌민의 야생과 토종의 분류

본 절에서는 근대의 자연과학에 따른 지식과 분류와 다른, 개인적인 

경험, 기억, 감정을 통해 지식을 만들어내는 산촌민의 실천에 주목하고

자 한다. 공단과 달리 그들이 어떻게 야생을 이해하고, 토종이란 것을 

분류하며, 그들의 지식과 분류법이 어떤 실천과 접속하게 되는지 살펴보

고자 한다.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데에 중요한 야생과 마을의 경계, 토착과 외래 

등의 분류는 주민들에게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 애초에 주민들은 국립공

원 지역 내 설정된 지리적 경계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연구자는 출렁다

리 건너편 야산에 정해진 길이 아닌 곳으로 풀을 헤치며 올라가는 주민

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주민들은 산을 자신의 정원을 가꾸고 보호하듯

이 돌본다고 주장했다. ‘야생’이라 여겨지는 숲의 이곳저곳을 주민들

이 정원을 가꾸듯 돌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야생의 범주를 흐리는 일이

다(Descola 2013). 

연구자는 A 마을에 내려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토종을 보호하기 위해 

외래종을 제거한 A 옛길에 대한 국립공원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한 공간에 머무르면 토종이 되는 것이며, 본인들이 

경작하던 감자 중에도 외래종이 많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

다. 주민 중 한 사람은 연구자가 아직 젊어서 잘 모르는 것이라며, 공단

이 실제로 외래종을 나쁘다고 생각해서 제거한다기보다는 공단은 환경부

34) 데스콜라는 환경운동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서구의 우주론을 무비판적

으로 수용하여 그것을 영속화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의도치 않게 자연주의를 용

해하게 될 것이라 보았다. 가령, 굉장히 많은 숫자의 비인간 생명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로부터 인간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의존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반달가슴곰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 95 -

의 정책이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그

렇기에 공무원들이 외래종 제거에 목을 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물

론 주민들의 추론일 뿐이다.

하지만 그런 추론을 할 만큼 주민들은 외래종과 토종을 엄격하게 구

분하여 토종을 보호하는 공단의 방책에 큰 쓸모를 느끼지 못했다. 주민

들은 국가가 ‘야생’적 존재로 만들고자 했던 반달가슴곰에 대해서도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국립공원이 인간과의 접촉 여부로 야생성을 

판단하고, 생물분류법에 따라 토종과 외래종을 구별했던 반면 주민들은 

직접 곰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기준에서 곰을 분류하고 이해했다.

A 마을 주민들은 곰을 총 세 종류로 분류했다. 곰들은 총 토종-야생 

곰, 방사-러시아 곰, 그리고 마을에서 키우는 곰들로 나뉜다. 주민들이 

이해하는 토종-야생 곰은 국립공원이 분류하는 토종-야생 곰과 비슷하면

서도 다르다. 주민들은 생물분류에 무관심하기에 우수리쿠스 아종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아종만 같다고 해서 토종이라고 인식하

지도 않았다. 주민들은 마치 자신들처럼 지리산에서 “토박이”로 나고 

자라야 토종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므로 방사된 곰들은 그저 외국에서 이

주해온 곰들에 불과했다. 

주민들의 야생 곰은 과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곰이며, 절대로 산에

서 마주쳐선 안 되는 존재였다. 주민들에게 복원된 곰은 ‘방사 곰’, 

‘러시아 곰35)’, ‘손 탄 곰’으로 불렸다. 주민들은 곰이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국립공원 직원이나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를 통

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훈련 과정 자체가 사람들과 친

밀함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의 판단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주민들은 실제로 복원되기 이전의, 그들이 토종 곰이라 

부르는 곰들과 복원 이후의 곰들을 산에서 직접 경험하고 비교해볼 수 

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실제로 방사 곰들이 과거의 야생-토종 곰보다

는 훨씬 덜 공격적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35) 물론 실제로는 러시아 출신이 아닌 곰들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세세하게 그 

출신지를 따지기보다는 그 곰들을 모두 뭉뚱그려 러시아 곰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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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A 마을 주민들은 사람과 접촉한 적이 없는 과

거 야생 곰과 국립공원이 방사한 곰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립

공원공단이 토종의 야생 반달가슴곰을 만드는 조치들이 정작 그 곰들을 

산에서 직접 마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모순적으로 느껴진 것이다. 그 증거 

중 하나로 주민들은 과거 야생 곰은 마을로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 국

립공원에 의해 복원된 곰은 자주 마을 근처까지 내려온다고 설명했다. 

[사례 IV-2]

김호성: 토종 곰, 그거는 동네 있는 데 안 내려오고 동네에 있는 데에 

내려온 건 러시아에서 풀어놓은 곰이다 보니까 러시아 곰이 뭐, 묵을 

거 주고 사람이 친해 놓으니까 마을 근처까지 내려오지. 토종 곰은 

내려오지 않고.

연구자: 토종 곰은 더 이상 없나요?

김호성: 보이지 않지. 한 마리 살고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 러시아에

서 갖다 놓은 게 토종 곰 못 이기니까 내려오고 그러는 거지. 토종 

곰이 사납지. 토종 곰은 사람 보면 달려들어싸. 달려들고 사람이 옛날

에 곰에 죽고 그랬다 카던데. (생략) 우리 쬐깐해서 살 적에 포수들이 

와서 토종 곰 찾으러 다니고 그랬어. 지금은 토종 곰이 없어. (김호성, 

70대, 남성)

연구자가 만났던 산에서 생업 활동을 하는 남성 주민들 중 상당수는 

산에서 방사 곰을 자주 마주친다. 연구자가 주민들에게 곰을 마주쳤던 

일을 물어보면 주민들은 모두 격앙된 어조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

해주었다. 그들 모두 등골이 서늘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이었다

고 기겁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제는 곰이 무서워서 깊은 산에 들어가

기가 꺼려진다고 답했다. 

앞서 언급했던 “밖에서 보는 시각”과 주민들의 관점을 반달가슴곰

을 중심으로 재차 비교해볼 수 있다. 연구자는 마을 외부에, 그러나 지

리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환경 단체 각각에 속한 일원을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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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만날 기회를 얻었고, 연구자는 반달가슴곰이 복원되면서 주민들이 반

달가슴곰에게 느끼는 일상적 공포를 그들에게 설명했다. 한 환경 단체에 

소속된 한 활동가는 그것은 곰의 습성을 제대로 몰라서 생기는 공포이

며, 그렇기에 그 공포는 몰이해의 일종이라 답했다. 한국의 반달가슴곰

은 사람을 사냥해서 먹는 육식성이 아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곰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야생 곰을 만나면 죽은 거나 다름없지만, 그에 비하여 방사된 곰은 사람

을 공격할 확률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마을 토박이 출

신 직원도 때론 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더 잘 알 수도 있다는 점을 인

정했다. 그렇기에 그들의 공포를 단순히 “몰이해”라 치부하는 것은 부

적절했다.

주민들이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그들의 기억 속 야생 곰과의 관계 때

문이었다. 실제로 과거에 토종-야생 곰과 살았던 주민들은 당시 곰이 저

질렀던 끔찍한 일들을 기억했다. 주민 둘이 산에 올라갔다가 곰에게 공

격을 받아 한 명이 죽었고, 곰이 그 시체를 나무 위로 끌고 올라가서 마

을 사람들 여럿이 산으로 올라가 곰을 쫓아내고 나무 위에 있는 시체를 

끌어오기도 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한 주민에게는 산에서 곰에게 

공격받은 흉터가 머리와 팔에 잔뜩 있었다고 한다.

[사례 IV-3]

최시현: 그래, 저쪽에 범왕, 동생 집안사람, 그 아버지인가 곰에 그만 

그거 해버려가지고 죽었다 아이가. 우리 쬐깐했을 때. 둘이 갔는데 하

나는 곰에 물려 죽었고, 그래가지고 지고 돌아왔는데. 그 아저씨를 갖

다가 나무에다가 막 끌어올리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걸 보고 

도망와가지고. 내가 그 사람 뛰어오는 걸 봤어. 어렸을 때. 범왕 동네 

어른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징 두드리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시체를 갖고 왔지. (최시현, 70대, 남성)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를 ‘몰이해’로 치부하는 것은 그들이 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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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를 느끼게 되었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몰이해’이기도 하

다.

연구자는 주민들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을 토대로 곰을 분류한 

것이 단지 ‘분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방법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1년 5월 20일에 연구자

는 문정연 씨와 함께 최시현 씨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최시

현 씨의 아내인 김은영 씨 또한 있었다. 연구자는 그들과 반달가슴곰과 

과거 마을의 생활, 국립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론 

연구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세 명의 면담 참여자들끼리 마을의 과거 모습

과 반달가슴곰에 대해 자유롭게 수다를 나누기도 했다.

연구자는 그들이 나눈 담소에서 주민들이 곰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방

식이 단지 인식론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야생-토종 곰과 방사-러시아 곰이라는 주민들의 분류는 그들이 산에

서 실제로 마주쳤을 때 곰으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

존의 실천적 지식의 기반이 된다. 이는 최시현 씨, 문정연 씨, 김은영 씨

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IV-4]

최시현: 어렸을 때는 야생 곰을 많이 안 봤지. 왜냐, 야생은 사람을 

피해가버리니까. 쟈들은 사람을 안 피해.

김은영: 사람 냄새나면 가버리거든, 야생은? 얘네는 사람 보면 따라당

기는데 어떤 사람은 놀라서 기절초풍했다네.

최시현: 그러니까 곰, 내가 볼 때는 벌써 네 번 봤나?

김은영: 시커매가지고 억수로 크다. 팔 벌려가지고 서 있는데.

최시현: 그러니까 산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곰을 많이 봐요.

문정연: [곰이] 쉭 가나예?

최시현: 잘 안 가!

연구자: 잘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최시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곰은. 곰은 곰 보고 뛴다든지, 뭐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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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로 건드린다든지 하면 절대 안 돼. 곰은 피할 데가 없어.

김은영: 마주보고 뒷걸음으로 살살 피해야 돼.

최시현: 나무에도 못 올라가고, 물에도 못 가고. 바위 밑에도 못 ㄷ르

어가. 곰은 자기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 암만 커도, 머리만 들어

가면 들어가.

김은영: 곰은 숨을 데가 없다.

최시현: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살살 뒤로 빼든지. 나는 가

만히 서 있으니까 가더라.

문정연: 이거는 풀어놓은 거 아입니까? 진짜 야생 곰을 만나면 딱 엎

치가 가만히 있으래. 바로 누우면 창자 다 드러내삔단다. 무조건 엎치

가 있어야 된단다.

연구자: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알고 계신 거예

요?

최시현: 들은 이야기다, 어른들한테. (최시현, 70대, 남성 / 김은영, 60

대, 여성 / 문정연, 60대, 여성)

문정연 씨의 말에서처럼, 연구자가 만났던 주민들은 ‘진짜 야생 

곰’과 ‘방사 곰’을 구분하여 이해했다. 주민들의 경험에 따르면 과거

의 ‘진짜 야생 곰’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공격하거나 잡아먹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만나는 방사 곰들을 숲

속에서 마주쳤을 때, 그들은 주민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제 갈 길을 

가거나 사람이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방사 곰을 

만났을 때 모두 최시현 씨처럼 “살살 뒤로 빼”서, 즉 가만히 서서 뒷

걸음질 치며 산에서 도망 내려왔다고 말했다. 

곰을 만나는 일이 언제나 숲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되자, 주민들

은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과 경험에 기반한 지식에 따라 곰을 만났

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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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촌민의 새로운 관계와 보호

국립공원과 주민들의 관계는 지금까지 대립적인 구도로만 그려졌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과 주민들이 언제나 갈등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며, 

공단에서도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고, 동시

에 주민들 역시 공단의 목적과 부합하는 생태 사업을 마을 차원에서 진

행하기도 한다. 자연 보호를 둘러싼 공단과 주민들의 협력 관계를 살펴

보면서 동식물과 맺는 ‘새로운’ 관계와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야생 동물에서 마을 구성원으로

주민들이 관계 맺는 곰은 산에 있는 공포스러운 곰만이 아니다. A 마

을 주민들은 특이하게도 길들인 곰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A 마

을은 야생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져 기술원으로 다시 회수되었던 개체 중 

두 마리를 인수하여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연구자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A 마을을 연구지로 선정하게 된 주요한 특

수성 중 하나이다. 

A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베어빌리지(bear village)”, 말 그대로 

“곰 마을”이다. 사단법인 베어빌리지는 곰 두 마리를 생태 마을 사업 

차원에서 인수해왔고, 오늘날까지도 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 두 마리 곰

들은 2002~2004년 지리산에 최초로 방사되었던 4마리의 곰 중 “막내”

와 그의 딸이다. 법인 대표는 당시 마을에 곰을 데려오기까지의 어려운 

여정을 회상하며 연구자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례 IV-5]

정병수: 그렇다면 지리산을 근거로 복원 사업을 하니까 반달곰을, 우

리 주민들도 멸종 위기 동물 사업에 동참을 하겠다. 그 대신에 곰을, 

처음에는 두 마리가 아니라 좀 더 많이 데려오고 싶었어. 곰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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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테 줘라, 환경부에 요구를 했지. 환경부에서는 천연기념물이고 멸종

위기 1급으로 지정되어 있던 동물이다 보니까 민간단체에 안 줄라 그

래. 사인을 받기까지 5년이 됐어. 환경부, 국립공원, 그때는 종복원기

술원이 있었거든, 하동군청 이래가지고 관계 기관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까지 5년이 걸린 거라. 5년 만에 곰을 두 마리를 데리고 온 거

지. 그래가지고 곰을 데리고 와 보니까 이제 집이 좁잖아. 내는 처음

에 우리가 환경부에 환경역량평가 받고 저 위에 산 능선까지 울타리

를 치라고 허가를 받았었거든. 근데 건축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다 보

니까 이쪽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관리를 해. 그 하다 보니까 사

육시설 허가를 받으려다 보니까 자꾸 저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러다 자꾸 줄어들게 돼 버렸어. 허가를 좀 쉽게 

받기 위해서. 좀 아쉬운 거지. 그때 우리가 좀 넓게, 처음 계획대로 

허가를 받았으면은 곰이 좀 더 몇 마리 들어와서 살 수도 있었을 텐

데. 지금 와서 늘릴라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기라. 한 오백 메

타 철책을 넓힐라 하니까 2억이 넘게 드는. (정병수, 60대, 남성)

사실 연구자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보다 더 먼저 만난 것은 

이 곰 두 마리였다. 연구자는 마을에 도착한 다음 날에 바로 법인 대표

와 함께 출렁다리를 건너 곰 두 마리가 생활하는 생태 학습장으로 향했

다. 생태 학습장은 곰이 돌아다닐 수 있는 생태장, 그리고 생태장을 치

우거나 관리할 때 곰을 안전하게 가둘 수 있는 철로 된 우리로 공간이 

나누어져 있었다. 정 씨는 우리 앞에서 곰의 이름인 “산이(엄마)”와 

“강이(딸)”을 불렀다. 산이는 철창에 얼굴을 대고 있었는데, 정 씨는 

그런 산이의 콧등을 쓰다듬었다. 정 씨는 곰은 후각 기능이 뛰어나기 때

문에 후각으로 사람을 구별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자신들을 예뻐해 주

는 사람을 알아보고 애정을 나눈다고 말했다. 그는 두 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례 I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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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수: 주민들은 뭐 곰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지. 우리 마을 식

구나 마찬가지니까 저 아들이. 식구는 밥 같이 먹는 가족이잖아. (정

병수, 60대, 남성)

물론 모든 주민이 곰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곰 두 마

리를 처음 데리고 올 당시에도 모든 주민이 이에 찬성한 것도 아니었으

며, 여러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었다. 곰에 대한 거부감이나 곰이 

풍기는 냄새 때문에 산에 있는 곰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

었다. 지금도 소수이지만 곰의 존재에 여전히 불만을 품는 주민들도 있

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곰이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다. 

곰이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특히 마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지은 곰들의 이름에서 드러난다. 연구자는 II장에서 어떻게 국가가 곰의 

고유명을 지우면서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코드명을 부여했는지 

설명했었다. 그렇게 고유명이 지워졌던 곰들에게 마을 주민들은 다시금 

이름을 부여했다. 이름은 분류체계와 분리될 수 없으며, 관계와 위치 속

에서 파악된다. 그렇기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 재명명 또한 시작된다

(레비-스트로스 1996: 293). A 마을로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었고 “막내”는 최초 방사 당시 국립공원에서 지어주었던 

그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 두 곰이 마을로 들어온 이후, 마을 주민들은 무주 리조트에서 1박 

2일 세미나를 가지면서 곰 이름 공모전을 열었다. 공모 결과, 주민들은 

지리산의 “산”과 섬진강의 “강”을 따서 모녀의 이름을 짓게 되었다. 

해당 이름을 공모했던 팀에 소속되었던 민박집 여주인은 매우 뿌듯해하

며 연구자에게 본인이 소속된 팀에서 나온 이름이라며 자랑스러워했다. 

다른 주민들도 반달가슴곰의 존재를 포용하는 편이었다. 봄이나 여름

에 생태 학습장 바깥으로 풍겨 나오는 곰 냄새에도 다들 익숙해졌다. 주

민들은 마을 안에 있는 곰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같은 존

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곰들이 산에 있는 곰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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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존재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림 12> A마을에 있는 반달가슴곰 ‘강이’ ⓒ 권혜윤

주민들은 강과 산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구자가 마을 안

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마을의 곰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다

들 ‘있든 말든 나랑은 큰 상관 없다’라는 태도를 보였다. 마을 생태 

사업으로 들어왔지만, 큰 경제적 소득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애물단

지”가 된 것에 대해 크게 아쉬워했다. 그러나 곰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질문하기 시작하자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다. 마을 안에 반달가슴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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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연구자에게 은근하게 자랑하기도 했으며, 오히려 연구자에게 

곰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곰을 향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실제 야생 곰을 경험했던 고령의 주민들은 반달가슴곰 인수 초기에 

가장 반대를 심하게 했었다. “나중 겁나서 안 봤어. 처음에 들어올 

때.” 그들은 곰이 우리 바깥으로 탈출하여 마을 사람들을 해칠 것을 우

려했다. 사람이 사는 공간에 사람을 죽이곤 했었던 야생 동물을 들여온

다는 것은 여러모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대화를 이어가면

서 느낀 바는 그들 역시 곰을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상

당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숙자 씨 역시 초기에는 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곰들이 동면에 들어갈 때, 이불 같은 것을 내어주며 곰들을 돌

보는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 IV-7]

이숙자: 작년 겨울에는 우리 이불 못 씨는 걸 싹 [곰에게] 줬네. 그랬

더니 두리두리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가운데 [놔뒀어]. 올해는 짚을 

사서 넣어야 되겄다. (...) 우리 작년 겨울에는 통 잠을 안 자더래. 꼭 

앉아서 꾸벅꾸벅 눈을 감고 그러고 있다가. 밥은 [동면 때문에] 안 주

지. (이숙자, 70대, 여성)

주민들은 국립공원공단에 의해 복원된 곰을 돌보고, 곰은 주민들에게 

‘곰 마을’이라는 마을 정체성을 부여해준다. 돌봄과 정체성을 주고받

으며, 곰과 마을 주민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정병수 씨의 표현처럼 

곰을 마을의 구성원이자 “식구”로 받아들인 것 역시 새롭게 형성된 동

물과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창살에 손을 넣어 곰을 쓰다듬고, 아파하는 

곰을 달래주며 대화하고, 곰을 보살피는 행위는 곰과 소통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일부 주민들이 곰과 맺는 친밀한 관계는 과거에 곰과 맺었던 

전통적인 관계, 혹은 근대적인 자연주의적 관계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야생을 만들고자 하는 모순적인 기획은 야생의 것도, 길들인 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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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분류상의 모호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반달가슴곰을 만들어냈다. 산촌

민은 그 반달가슴곰과 이웃이자 식구가 되면서 동물과 새로운 관계를 맺

게 되었다. 이전 절에서 언급했듯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기획은 때로 

자연주의를 용해하는 뜻밖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Descola 1996: 97). 곰

과 이웃이 되어, 국립공원 내 구성되는 야생의 모델과 부합하지 않는 관

계를 형성한 것은 내면성에 있어 불연속적인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사회

적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전제하는 자연주의를 용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2) 국립공원과의 협력과 새로운 보호

국립공원 설립 초기에는 강력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과 공단 사이의 

갈등이 심했지만, 오늘날까지 그 갈등이 같은 강도로 유지되고 있지는 

않다. 공단은 주민들의 불만을 완화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규제를 일

부 풀어주기도 했다. 본 절에서는 주민들이 국립공원의 근대적 자연 보

호를 일부 수용하면서 기존에 동식물과 맺었던 관계와 보호 방식을 바꾸

어 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주민은 연구자와 면담에서, 국가의 보호 규제에 대해 이런저런 

불만을 털어놓다가 마지막 즈음에 사실 국가의 규제로 인해 마을이 혜택

을 보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다. 산촌 생태 사업 차원에서 반달가슴곰

을 마을로 인수하여, 마을이 ‘곰 마을’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

게 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종 복원이 지리산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에 큰 불편함을 불러오고 있는 것은 맞으나, 마을로 입주한 새로운 주민

이 된 곰들은 마을의 정체성이자, 하나의 관광 수단이 되고 있다. 이전 

절에서 논의하였듯, 국립공원이 복원한 곰을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

게 된 것 역시 기존에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맺어왔던 동식물과의 관계와

는 다른 새로운 관계이다.

종 복원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의 환경 규제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양

가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민들은 국립공원의 규제에 반대하며 불만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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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면서도, 그로 인해 마을 주변 환경이 깨끗하다는 점은 긍정했다.

[사례 IV-8]

정은호: 사실 여기 마을 자체가 주변이 다 국립공원이잖아요.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그나마 이제 뭐 난방도 기름이나 가스, 전기나 

이렇게 쓰지만, 옛날에는 다 땔감으로 했어요.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

를 해 와야 하는데, 그때는 산림청 직원들이 못하게 해. 결국에는 먹

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산에 가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못 하게 하는 거죠. 나무도 함부로 못 베게 하고. 

지금도 규제는 심해요. 심한데 주민들이 인식이 바뀌었죠. 규제가 심

한만큼 환경이 깨끗한 거죠. 이 계곡 같은 경우에도 요, 앞에 이 계곡 

있잖아요. 국립공원 아니면 이 깨끗함이 유지가 안 되죠. 위로 막 숙

박 시설들이 쫙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국립공원 내 취

락지구라 해서 여기 마을만 딱 허용이 돼 있어요. 마을을 벗어나서는 

아예 허가가 안 나요. 숙박이고 주택이고 아예 안 나요. 그래서 그나

마 깨끗한 환경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은호, 50대, 남성)

주민들은 국립공원 덕에 이렇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A 마을 위로는 모두 공원 관리지역이기

에 마을로 내려오는 계곡물은 생활 폐수가 섞이지 않은 물이다. 그래서 

A 마을 주민들은 계곡물을 그대로 끌어와 생활용수로 사용한다. 식수로 

사용할 때만 나무 찌꺼기 등을 거르기 위한 필터를 설치하여 사용할 뿐, 

그 외 모든 생활용수는 계곡물을 그대로 이용할 정도로 매우 깨끗하다.

공기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A 마을 계곡 위쪽에서 포집한 공기로 

만든 공기 캔은 마을의 자연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보여준다36). 주민들

36)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측정검사센터에서 벽소령 부근 공기 질을 조사한 

결과 이산화황(0.006ppm), 일산화탄소(0.3ppm), 오존(0.030ppm), 이산화탄소

(0.010ppm)으로 기준치에 한참 밑돌았다. 미세먼지 농도는 특히 미세먼지 농도

는 22㎍/m3, 초미세먼지 농도는 9㎍/m3로 확인됐다. (2017년 8월 14일, 연합뉴

스, “[마이더스] 사서 마시는 청정 공기... L당 1천8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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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과 공기의 깨끗함을 감각적으로 느끼는데, 계곡 밑에 숙박업소가 

늘비한 곳만 가더라도 물과 공기의 “맛”이 다르다고 표현했다. 

[사례 IV-9]

문정연: 우리는 수돗물 못 먹어요, 도시 가면.

연구자: 여긴 먹어도 돼요?

문정연: 이건 산 물이잖아, 지리산 흐르는 물.

연구자: 도시 물은 뭐가 달라요?

문정연: 네, 그렇지 약간. 냄새는 안 나는데 뭐라 해야 되지, 이 물하

고 차이가 있어. 맛이, 맛이 틀려. 우린 느끼지.

연구자: 공기도?

문정연: 확 달라. 거기는 갑갑해. 공기가 안 좋다는 걸. (문정연, 60대, 

여성)

주민들이 국립공원의 보호 관리를 인정하고 수용하듯이, 국립공원 역

시 마찬가지로 주민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지나친 단속을 줄이고 주

민들의 일부 행위는 눈감아주기도 한다. 법적으로 주민들의 임산물 채취

는 20kg으로 제한되어 있지만37), 주민들은 이 정도 양이면 생활하는 데

에 넉넉한 양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주민들의 주요 생업 수단인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이다.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에서는 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태 지식과 

국립공원의 과학에 근거한 생태 지식이 중첩되고 뒤섞이는 모습을 포착

할 수 있었다.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뭇과 단풍나무속에 속하는 큰 나무

로, 그 수액은 뼈에 이롭다 하여 골리수(骨利水)38)라 불렸다. 

37) 공원자연보존지구내 거주민에 대한 임산물 채취 허용(법 제18조 제2항 제1

호 사목 신설).
38) 이와 관련된 전설은 다음과 같다. 도선국사가 백운산에서 오랫동안 앉아있

다가 일어서는데 무릎이 펴지지 않아 옆 나무의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그것이 

부러지며 물이 흘러나왔다. 그 나뭇가지의 물을 받아 마시자 무릎이 펴지고 몸

이 건강해졌다고 한다. 이후 뼈에 이롭다는 의미로 ‘골리수’라 불리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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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방식은 시간을 거치며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가장 초기에는 나무에 직접 손도끼로 V자를 찍고 껍질을 까 올려 산죽 

이파리를 껴두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수액이 이파리를 타고 떨어지게 되

는데, 그 물을 바가지에 받았다. 사람들은 지게에 바가지를 백 개에서 

이백 개 정도 지고 산을 오르내렸다. 이 방법은 위생상의 치명적인 문제

를 갖고 있었다. 빗물이 섞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물보다 당도가 

살짝 높으므로 벌레나 쥐가 수액에 꼬이기도 했다. 이후에는 비닐로 된 

막걸리병을 나무에 못질하여 박아 이물질을 차단했다. 막걸리병 다음으

로는 비닐 호스를 사용했다. 비닐 호스를 잘라서 양쪽을 구부려 못을 박

으면 U자 모양이 되는데, 그 안에 물이 고이는 방식이다. 어쩔 땐 물이 

너무 많이 나면 비닐이 터져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금의 방식은 비닐 호스를 마을 근처까지 연결하여 받는 방식이다. 

그러면 수액 채취자는 초기와 마지막 수거 때만 산에 올라가면 되기에 

매우 편리하다. 더는 손도끼로 V자를 뚫지 않고 조그마한 구멍을 뚫는

다. 그리고 이를 6mm 호스와 연결한다. 나무와 직접 연결되는 호스는 

가장 얇은 호스를 쓰며, 그 호스와 연결되는 9mm 정도로 더 크다. 나무

와 연결된 호스는 전부 6mm, 메인 호스는 9, 12, 16mm로 다양하다. 호

스는 핏줄처럼 산에 퍼져 있다. 수액이 호스를 타고 집까지 내려오는 경

우도 있고, 각 가정이 설정해둔 집 바깥의 집수통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각 호스는 규정상 5년만 쓰게 되어 있다. 하지만 세척을 잘할 경

우, 5년 이상도 쓴다. 

수액 채취 방법을 바꾼 데에는 편리함의 이유도 있지만, 고로쇠나무

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다.

[사례 IV-10]

연구자: 그러면 이 수액 방법이 바뀐 게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바꾸신 거예요, 아니면 공원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정은호: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관에서는 이 고로쇠라는 게, 고로쇠 받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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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걸 좋아하지 않아. 국립공원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일이거든. 

어쨌건 환경을, 내가 고로쇠를 받지마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는 맞

아. 똑같은 거지.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자동

차를 타고 다니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 주민들한테는 어쨌든 고로쇠

가 생계기 때문에 파괴되는 줄 알지만은. 나무가 죽는 게 생겨, 분명

히. 고로쇠나무가. 왜냐하면, 자기가 관리를 잘 해주면 그나마 괜찮은

데 구멍을 이렇게 뚫잖아. 그러면 규정이 있어. 20센티 이상 나무에는 

구멍을 몇 개 뚫어라, 구멍을 뚫는 깊이 이런 게 다 규정39)이 돼 있

어. (정은호, 50대, 남성)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기술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 주민들의 보호

가 국립공원의 방향과 중첩되기도 한다. 주민들의 채취 기술은 그 자체

로 지리산 주민들의 ‘전통’이나 ‘토착’이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주

민들은 보호에 대한 관념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술 역시 수용하고 변용

한다. 그들의 생태학, 생태를 이용하는 기술 등은 그 자체로 잡종적이다

(Gupta 1998: 290). 주민들이 국립공원이나 산림청에 의해 강제적으로 혹

은 수동적으로 새로운 채취 기술을 수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A 마을 

주민 중 몇몇은 자체적으로 고로쇠 수액 관련 자재를 만들어 특허를 내

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판매했다. 

A 마을은 지리산 내에서도 특히 산촌 생태 마을 사업과 같은 마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원을 

받아온 A 마을은 산촌생태마을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토종 야생화

로 가득 찬 A 마을 옛길 사업이나 전국 최초로 민가에 설치된 반달가슴

39) 고로쇠 수액 채취와 관련된 지침은 국립공원이 아닌 산림청 지침에 해당한

다. “수액의 채취 및 관리 지침(2012. 8. 28)”을 따르며, 여기에 구체적인 호스

의 외경과 내경 길이가 규정되어 있다. 구멍은 지표면으로부터 2m 이하의 높이, 

구멍의 크기는 지름 0.8cm 이하, 깊이는 목질로부터 1.5cm 이하이다. 수목의 가

슴높이 지름이 10~19cm일 경우 구멍은 한 개만 뚫을 수 있으며, 20~29cm일 경

우 2개, 30cm 이상일 경우 3개이다. 한 개의 수목에 네 개의 구멍은 뚫을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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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생태 학습장 등이 그 이유였다. 이는 국가와 주민이 갈등 관계에 있

는 것만이 아니며 동시에 협력 관계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현재 A 마을

은 “탄소 없는 마을”로도 지정되어 생태 관련 마을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연구자는 2021년 4월 28일, 유료로 운영되는 반달가슴곰 생태 체험 

행사에 봉사원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인근 마을에 

있는 ○○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 두 명이었다. 가장 먼저 국립공원에

서 왜 반달가슴곰을 복원하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반

달가슴곰이 일제의 해수 구제와 전쟁, 산업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 등의 

이유로 인해 멸종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인간에 의해 멸종된 반달가슴곰

을 다시금 자신들이 살던 터전에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반달가슴곰의 습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다. 반달가슴곰의 초식 위주

의 식성, 상사리나 탱이를 만드는 습성, 나무나 굴에 들어가 동면을 하

는 모습 등을 사진 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법인 대표가 설명해주었다. 

<그림 13> 반달가슴곰 생태 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 ⓒ 권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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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학생들은 출렁다리를 건너 산이와 강이를 보러 갔고, 그곳에서 

학생들은 곰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며 곰을 관찰했다. 곰들은 체험 행사

에 익숙한 듯, 먹이를 주려고 학생들이 모이자 우리에서 바깥으로 나와 

학생들이 체험장 안으로 던지는 배를 주워 먹기 시작했다. 다시 법인 사

무실로 돌아온 뒤에는 마을 부녀회에서 준비한 직접 채취한 각종 산나물

로 구성된 음식이 제공되었다. 학생들이 떠나기 전에 법인 대표 정병수 

씨는 “탄소 없는 마을”이란 마크가 그려진 상품들을 걸고, 학생들에게 

반달가슴곰과 관련된 퀴즈를 냈다. 

마을의 체험 행사는 지리산국립공원의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의 긍정

적 측면을 홍보하고 있었다. 반달가슴곰 복원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 프

로그램으로 구성하고, 반달가슴곰을 직접 체험하게 해줌으로써 반달가슴

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주민들은 반달가슴곰 복원에 불만을 품으면

서도, 국립공원의 정책과 협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민들이 큰 경제적 이익을 좇기 위해 이와 같은 양면적인 모습을 취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초기의 기대와 달리 반

달가슴곰을 데리고 있는 것은 마을에 경제적 혜택도 가져다주지 않으며, 

그 외 여러 생태 사업 역시 김유석 씨에 따르면 큰돈이 되지 않는 사업

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단지 수

동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경제적 이익과 국가의 정책에 

타협한 부분도 있겠지만, 동시에 자발적으로 환경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

여하는 부분도 있음을 짚어낼 필요가 있다(Agrawal 2005).

국립공원공단 측의 보편적인 과학 지식, 생태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

전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과 주민들의 메티스를 연상시키는 지역적 지식, 

전통적 지식은 곧잘 대립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 두 지식을 분

리된 것으로 가정하고, 각 영역을 본질화하는 논의는 산촌민 자체를 타

자화하여 이해할 위험이 크다(Nygren 1999: 279). 주민들의 지역 지식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 상정하는 것은 실제 주민들의 복잡한 지식 실천을 

담아내지 못한다. 과학 지식과 지역 지식 사이의 엄격한 이분법을 넘어

서, 주민들의 지역 지식이 어떻게 과학 지식, 전지구적 지식과 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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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국립공원과 주민의 관계에서 주민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

서는 인간과 자연 관계에서, 지리산 자연환경 자체가 변화함에 따라 주

민들의 자연에 대한 지식과 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3. 지리산의 변화에 따른 산촌민의 관계 및 지식 변화

1) 국립공원의 보호와 숲의 변화

지리산 자연환경은 끊임없이 바뀌어왔고 지금도 바뀌고 있다. 지리산 

주민들에게 환경은 안정적이고 정태적인 것이 아니다. 특히 국립공원의 

자연 보호 관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변화하게 된 환경은 그들의 생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례 IV-11]

최시현: 아, 그러고 그 뒤로 뭐 먹고 사는 게 자꾸 바뀌지. 사람들이 

왜 생산해갖고 먹고 사는데 계속 바뀌어비리는 기라.

연구자: 어릴 때는 주로?

최시현: 담배 벌이. 잎담배 벌이. 주목적이 잎담배 벌이하고 산에 산

죽이라고 있어. 그리고 김, 하동 김 있잖아. 가을에 꼽으면 거기에 김

이 붙어. 그걸 갖다가 여쪽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다 먹어. 그걸 베 

가지고 베 가지고 파는 거지. 그래가지고 보리농사, 담배 농사, 나락 

농사. 여기 논이 많았어. 근데 지금 집을 다 지어놔서 그렇지. 그래가

지고 먹고 살다가 이제 농민들이 다른 것도 없고 세상이 자꾸 바뀌니

까 나락도 숲이 차니까, 30년 부산 살다 오니까 땅이 바뀌는기라. 주

민들이 해가지고 사는 게, 지금은 뭐 고사리, 고로쇠. 고로쇠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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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하지. 두릅도 많이 심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지. 벼농사는 

잘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고사리를 재배하고. (최시현, 70대, 남성)

최시현 씨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자꾸 바뀌니까”, 즉 “나락도 숲

이 차니까” 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폭이 줄어들었다. 주민들의 숲

이 찬다는 이야기는 II장에서 살펴보았던 산림녹화, 산림 관리와 관련이 

있다. 군데군데 나무가 없어 비어있던 민둥산은 이제 나무로 빼곡히 찬 

푸른 산이 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국가의 관리가 오히려 숲의 다양성

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자가 만났던 주민들은 예전과는 달리 산에 

나물과 약초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른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그들이 가장 크게 꼽는 이유는 숲이 지나치게 울창해졌기 때문이다. 

[사례 IV-12]

홍은희: 큰불이 나삐리야 더덕도 나고, 뭐도 나고 그러지.

연구자: 불이 나야 돼요?

이숙자: 산에 큰 나무가 없이 말금하게 돼야 나는 거지. 굵은 나무가 

다 막아버리니께. 굵은 나무가 다 천장을 덮이니까 밑에 작은 게 힘

을 못 쓰니까 클 수가 없어.

연구자: 불이 어느 정도 나야 한다는 건가요?

홍은희: 불이 나야 되는데 여기 국립공원이 채여가꼬.

(중략)

연구자: 나물이랑 약초가 많이 없어졌어요?

홍은희: 어, 없어. 저런 디도 전부 고사리 끊고 나물 하고 그랬는디 

시방은 못해.

이숙자: 취도 좋고, 개발딱주[단풍취]도 많고 그 취들이 여기 꼬랑으

로 많았는데.

홍은희: 개발딱주는 없어.

이숙자: 이제 없어졌을 거야. 지부도 꼬랑 쪽으로 가면 고사리만큼, 

지부도 탁 찼었는디. 참 좋았지,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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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희: 취도 좋고 그랬더만 없고. (홍은희, 80대, 여성 / 이숙자, 70

대, 여성)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 마을을 둘러싼 야산만 보더라도 빼곡하게 

높은 나무들로 차 있었다. 주민들은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숲이 울창하지 않았다며, 곳곳이 화전 밭으로 비어 있었고, 나무들 또한 

듬성듬성했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약초와 나물뿐만 아니라 숲에서 토끼가 사라진 점 또

한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과거에는 토끼가 많아 토끼를 많이 사냥했다

고 하지만, 지금은 한 마리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주민들은 토끼가 없

어진 것은 토끼가 먹을 작은 풀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큰 

나무가 조금씩 베어져야 하고, 산에도 불이 나야 더 숲이 비옥해진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국가의 산림 관리에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40).

40) 숲의 울창함과 화전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말은 생태학적으로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다. 토착민의 자연 관리 방식과 생태 지식이 실제 생태계에 긍정

적인 역할을 준다는 연구는 토착민의 지식을 재조명하면서 토착민의 불 사용이 

지구에 있는 식생의 1/4를 결정 짓는 요인이라고까지 주장했다(Stewart 1963; 

Lewis and Anderson 2002: 8에서 재인용). A 마을 역시 화전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던 곳이었다. 주민들은 연구자에게 인근 야산 곳곳이 화전 밭으로 비어 있었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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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숲의 모습 ⓒ권혜윤

화전을 많이 하던 주민들은 큰불이 나지 않게 불을 조절하여 화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화전을 하고 난 곳에는 각

종 질 좋은 약초와 나물이 올라오곤 했다. 화전 밭에서는 감자, 담배, 보

리를 생산했으며 화전 밭이 있던 곳에는 거름 때문에 두릅, 더덕, 도라

지 등이 풍부하게 자랐고, 각종 꽃이 피어 토봉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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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IV-13]

최지수: 저 어릴 때만 해도 앞산에 불이 많이 났어요.

연구자: 화전이요?

최지수: 화전이죠. 그땐 먹고살 게 없었어요. 불이 나면 산 더덕 있죠, 

두릅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걸 캐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불을 지르고 그랬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최지수, 50대, 남

성)

다른 토박이인 정철민 씨는 화전 밭에서 크게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

절하는 것을 일종의 “스킬”이라고 표현했다. 주민들에게 불은 하나의 

농업 수단이었으며, 자신들이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달리 말하자면 

길들여진 영역에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국가의 산림 관리에서 불은 야

생적인, 동시에 파괴적인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Mathews 2011). 결국, 자

연 파괴와 보호를 논할 때, 누가 해당 자연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에 따라 그 ‘파괴’라는 것은 종종 다르게 이해된다(Ibid.: 77, 138). 

A 마을에 있는 토종 꽃으로 구성된 길을 조성하는 데에 참여했었던 

김유석 씨 역시 위 논의와 유사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국립공원의 

관리가 지나치며, 오히려 “자연의 순환”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했다. 

[사례 IV-14]

김유석: 그 길[A 옛길]도 내가 들어오던 해에 만들었어, 그 길 만드는 

데에 참여도 했었고. (생략) 마을에 꽃길 조성을 하자고 해서 어디 비

용을 받아서 내가 그걸 꽃을 사고 옛길에도 그렇고 우리 꽃 종류를 

심었었어. 근데 그게 음지가 돼서 잘 안 자라더라고. 상사화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고, 하여튼 그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가 너

무 음지여서 큰 과목들이 많으면 우리 풀들은 못 자라. 어떤 거든. 사

실 그렇게 국립공원 관리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어. 무조건 못 

없애게 하는 건 아닌 게 옛날에는 나무가 너무나 산이 벌거숭이일 때

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전부 너무 큰 관목들이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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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밑에 작은 애들은 못 살아서 없어져 버렸어. 더덕, 고사리, 도라지 

이런 밑에서 나는 풀 종류들은 살 수가 없잖아. 띄엄띄엄 그래도 햇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큰 나무들, 관목들만 살지 밑에 

있는 한해살이풀들은 대부분 거기서는 못 사는 거야. 그런 종의 다양

성을 막는 것도 있어. 그래 보면은 나는 그래. 지리산 불나야 된다. 

그건 우리 인간들이 불을 안 내도 다른 큰 데서 보면 자연적으로 불

이 나서 그 자연 생태계를 다시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 이건 인간의 

과도한 통제가 오히려 생태계를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막는 거야, 자연

이 순환되는 거를. (김유석, 60대, 남성)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국립공원의 외래종 제거, 토종 식재, 과도

한 녹화가 자연의 순환을 막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화전을 하

면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화전 밭에서 토봉을 했던 과거의 풍습은 

화전이 금지되며 사라졌다. 산나물이나 약초 또한 수가 급감하였고, 주

민들은 이전만큼 활발하게 산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취 활동뿐만 아니라, 수렵 활동 또한 줄어들었다. 국립공원 지역 내

에서는 원칙적으로 수렵이 금지된다. 반달가슴곰은 국가가 지정한 천연

기념물이기에 지리산 안팎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주민들에게 유해조수

나 다름없는 멧돼지 역시 수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례 IV-15]

최지수: 문제는 여기가 국립공원 안이기 때문에 수렵 허가는 [안 돼

요]. 국립공원 밖에는 유해조수가 많으면 관할 지자체에서 풀어준다 

아입니까. 여기는 제일 큰 문제가 저 밑에서 수렵을 하게 되면 산돼

지가 다 도망을 이쪽으로 와. 저 밑에는 쉽게 말해서 수렵 허가가 된 

곳에는 산돼지가 없는데, 이쪽에는 산돼지가 몰려요.

연구자: 잡을 순 있어요?

최지수: 잡으면 걸리죠. 공원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죠. (중략) 옛날에 

사실은 요 주위에 밤[이 나는] 산이 많았는데, 올무를 많이 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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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은 곰이 많으니까 혹시나 돼지 잡으려다가 곰 다치면 천연

기념물이니까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아예 이쪽으로는. 한 15년 전만 

해도 덫은 주민들이 다 놨어요. 왜냐, 밤이 없으니까. [돼지가 다 먹으

니까] 생계를 위해서 놨죠,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전부터 하도 피

해가 많으니까 면사무소 가서 항의 방문하고 우리는 주민도 아니냐, 

너무 피해가 심하다. 국립공원도 찾아갔었어요. 우리 마을에 들어온 

것만이라도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공원법상 안 된다고 하더라

고요. (최지수, 50대, 남성)

반달가슴곰이나 멧돼지가 주민들의 농작물에 끼치는 피해는 상당하

다. 반달가슴곰은 양봉 농가에 침입하여 벌통을 부수거나, 훔쳐 달아나

기도 하며, 고로쇠 수액 호스를 씹어버리거나 발톱으로 찢어 훼손한다. 

고로쇠 작업할 때 주민들이 챙겨간 밥통마저도 훔쳐 갔다고 한 주민이 

말해줬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잠

재우기 위해 반달가슴곰 보험을 들었지만, 피해 보상액의 규모가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다.41) 멧돼지는 반달가슴곰보다 훨씬 더 개체수가 많고, 

더 공격적이어서 고사리밭 등에 침입하여 뿌리를 다 캐 먹고 밭을 헤쳐

놓고는 떠난다. 

과거에는 지리산 주민들이 지리산의 동식물과 수직적인 포식 관계에 

놓여 있었더라면, 현재에는 수평적 경쟁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Knight 2000). 농작물을 두고도 경쟁 관계가 형성되지만, 주민들은 곰 

때문에 더는 산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인간의 서식지와 곰의 서식

지가 점차 겹쳐지게 되면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점차 증

가하고 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곰 개체수에 대해 주민들은 수를 줄여

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이미 존재하는 천연기념물인 곰을 다시 

사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뮌스터는 보호지역이 자연과 문화, 숲과 

41) 2017년부터 배상액이 보험료를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2346만 원에

서 6676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9월 6일, 고대신문, “반달가슴곰 지키는 

편익, 지역주민이 체감해야”



- 119 -

경작지, 동물과 인간 사이의 “철의 장막”을 계속해서 견고히 유지하기

에 유독 인간과 동물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두드러지는 것이라 비판했다

(Münster 2012: 33). 국립공원 내에서 인간과 동물의 세계를 견고히 나눈

다면, 결국 한정된 지리산이라는 공간을 두고 인간과 동물이 경쟁 관계

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리산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기후 이상과 생업 변동

국립공원의 규제와 반달가슴곰 복원으로 산은 점점 이용하기에도, 올

라가기에도 어려운 곳이 되었다. 그러나 기후 그 자체의 변화는 국립공

원과 주민들, 동식물 모두에게 엄청난 위기가 되었다. 기후 위기는 지리

산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이다. 기후 위기

에 대한 여러 인류학적 민족지 연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논의의 흐름에

서 도시가 아닌 농촌의 마을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Smits and 

Martín 2019: 68). 특히 기후 위기의 영향 아래에서, 마을에서 인간과 인

간 아닌 존재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본 장은 

기후 위기가 마을,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비인간 동식물과 신령들에 어

떤 변화를 불러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주민들의 생태 지식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후 위기는 

주민들의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 특히 ‘절기’의 인식에 큰 변화를 주

었다.

논농사 밭농사 약초 및 나물 캐기
1월 산죽 베어다 팔기

2월

감자, 담배, 고추, 

삼 씨 심기, 보리밭

과 밀밭에 거름 내

기

3월 논갈기
나물 채취: 고사리, 취나물, 곤다리, 

연달림, 주머니 등

4월
못자리하기, 물

대기

콩 심기, 옥수수 심

기, 담배 모심기
나물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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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A 마을 농사력 (하동군 2012: 116)

절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시간관념으로 특히 계절 변화를 알려주는 기

준이 되며, 동시에 세시풍속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김태우, 민병희, 류영

희 2017). 태양력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한국은 태음태양력을 사용하였는

데, 태음력은 달의 위상 변화를 통해 한 달을 가늠하는 달력으로 계절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이를 12삭월 또는 13삭월로 정한다(Ibid.: 198). 24

기는 한 세(歲)를 24등분한 것으로, 매 기는 약 15.21일이며 2기는 약 

30.42이다. 과거에는 3삭월을 한 계절로 묶었다. 1~3월을 봄으로 규정하

고 시작한다. 각 계절에 들어갈 때에는 입(立)자가 들어가는데, 이 네 가

지 입을 사립(四立)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립이 있는 행이 ‘절기’에 

해당한다. 중기는 계절의 중앙에 해당하는 기를 지니고 있다. 각 계절의 

중앙에 위치한 춘분, 하지, 추분, 동지(2분 2지)와 4립이 천문학에 따라 

설정된 이름이며, 나머지 16개는 계절과 기상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Ibid.: 199). 각 절기는 계절의 변화, 기온 변화, 강수량의 변화, 농사 활

동 등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나물 채

취나 고로쇠 수액 채취 등의 활동을 할 때, 절기를 따랐다. 가령, 곡우

(양력 4월 23일)에는 못자리하고, 하지(양력 6월 21일)를 전후하여 3일 

5월 모내기

토란씨, 담배 모 심

기, 삼 베기, 보리

와 밀 베기, 감자캐

기, 고구마 심기

나물 채취

6월 모내기, 김매기
팥, 깨 심기, 담배 

옮겨심기

나물 캐기 중단: 나물이 쇠어 먹을 

수 없음

7월

김매기, 거름풀

하기, 나락 지키

기

김매기, 담뱃잎을 

뜯어다가 말리기, 

배추, 무 심기

8월
거름풀 하기, 나

락 지키기

김매기, 담뱃잎 뜯

어다가 말리기

약초 캐기 시작: 잎이 지면 뿌리로 

약기운이 몰려서 훌륭한 약재가 됨

9월 나락 지키기
밭작물 거두기, 보

리와 밀심기

10월

벼 베기, 벼 말

리기, 김장하기, 

지붕 얹기

산죽 베어다 팔기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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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모내기를 했다. 

A 마을의 1년은 대략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 주민들은 봄에는 산나물

과 약초를, 가을에는 버섯을, 겨울에는 고로쇠 수액을 채취한다. 연구자

가 현지에 갔을 때는 늦봄이었고, 주민들은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아

침마다 산으로 향했다. 아침에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편한 차림으로 

자신의 밭 또는 산으로 떠났고, 낮에는 산에서 생업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주민들은 해가 지기 전 여섯 시쯤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농사를 하는 데에 있어 절기가 중요하듯, 나물을 캘 때도 시간은 매

우 중요한 요소다. 산나물은 산의 낮은 곳에서부터 차례로 피며, 그 시

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부드럽지 못하고 

질겨져 맛이 없어진다. 최지수 씨는 산나물을 자신의 민박집에서 손님들

에게 대접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산나물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

다. 그는 산나물을 채취하는 순서를 알려주었다. 머위, 원추리, 두릅, 고

사리, 고추나물, 옴나물, 다래순, 곰취, 취나물, 들매순의 순서대로 채취

한다. 오후에는 채취한 산나물을 삶아서 따로 보관해둔다. 

겨울에는 고로쇠 수액을 채취한다. 수액은 경칩(양력 3월 5일)을 기준

으로 전후 15일 정도 동안 받아진다. 고로쇠 수액 채취에서는 특히 절기

가 매우 중요한데, 수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온 차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로쇠 협회에 소속된 정은호 씨의 말에 따르면, 밤 온도가 

영하 3~4도, 낮 온도가 12~15도 정도일 때 고로쇠 수액 물이 제일 잘 난

다고 했다. 기온이 너무 추워서도, 너무 따뜻해져서도 안 된다.

주민들은 산에서 먹고 살기에 기후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고로

쇠 수액을 채취할 때에도, 그 외의 여러 농작물을 재배할 떄에도, 산나

물을 채취할 때에도 기온에 크게 좌지우지된다. 더군다나 공기와 물의 

“맛”까지 감각하는 산촌민은 외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

다. 그러나 최근의 기후 변화는 인간과 환경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일그

러뜨린다(Carbonell 2012). 카르보넬(Carbonell 2012)과 조숙정(2015: 324)

은 기상 정향이 상실되면서 기후와 관련된 어민들의 전통지식이 사라져



- 122 -

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카르보넬은 어민들이 감각적으로 기후를 느끼며 

이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왔지만, 과학 기술이 유입되면서 또 동시에 기

후 변화로 인해 자연이 급변하면서 그 전승이 끊기고 있음을 논의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리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기후변화는 연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였다. 기후 변화

가 큰 문제라는 것을 연구자에게 알려준 것은 A 마을 주민들이었다. 주

민들은 면담 도중 꾸준히 연구자에게 기후 변화에 대해 먼저 언급하며 

그것이 가져오는 문제를 털어놓았다. 주민들은 연구자에게 “절기가 아

무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하소연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절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었던 시간관이 뒤틀린 셈이다. 기후 이상으로 산나물 역시 

차례차례 산 밑에서부터 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피어버리기 시작했

다. 꽃을 따라다니는 이동식 양봉 역시 마찬가지다. 이동식 양봉은 꽃을 

따라서 남부 지방에 갔다가 경기도 파주까지 올라가며 개화 시기에 맞추

어 양봉하는데, 위와 아래 지역이 구분 없이 개화하면서 수확량이 확 줄

어들었다. 양봉은 2020년에 수확량이 최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고로쇠나무이다. 주민들은 원래 

경칩에 고로쇠 물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1월 20일경에 물을 받는다고 한

다. 주민들은 올해에는 아마 12월쯤에 산신제를 지내고, 물을 받기 시작

할 것이라 예상한다. 시기가 앞당겨진 것은 그만큼 기후가 불안정해졌다

는 의미이다. 고로쇠 수액이 채취되기 위해서는 일교차가 적정한 수준에

서 유지되어야 한다. 고로쇠 수액을 채취해야 할 시기에 갑자기 최고 기

온이 20도 근처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고로쇠나무는 자연적으로 구멍을 

메꾸며 자신을 스스로 치료한다. 

고로쇠 협회에 소속된 정은호 씨는 수액을 얻는 데에 있어 기온이 중

요한 이유를 설명해주었다.

[사례 IV-16]

정은호: 올해 같은 경우 20도가 넘어버린 경우가 며칠 있어. 그러면은 

고로쇠가 이제 자연 치유를 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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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자연 치유요?

정은호: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버린다고. 구멍을 뚫었잖아. 그러면 이

게 상처가 피가 계속 나잖아, 우리도. 이걸 치유하지 말라고 코르크를 

갖다 박는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피를 뽑는데 애가 이제 15도까지 

가서는 지 상처를 치료를 안 해, 계속 물이 날 수가 있어. 근데 20도

가 딱 돼버리면은 지 상처를 치유를 해 버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부터 20도 올라가는 날이 한 이틀 정도 있어 버리잖아. 어느 정도 상

처 치유가 돼버리니까 물이 적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다시 가서 작

업해, 구멍을 또 뚫어야 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한 번 

더 뚫은 사람들이 물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나무에 상

처가 많이 나잖아.

연구자: 그러면 빨리 죽나요?

정은호: 죽을 수도 있지.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항간에서 그런 얘기

도 하지. 나도 한 번 가서 뚫어봤거든, 나는 너무 늦게 뚫어서 실패했

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 시기에 맞춰서 끝나기 전에 날씨를 딱 봐. 날

씨를 보고 아, 내일 모래 예를 들어서 며칠 있다가 온도가 영하 4도 

갔다가 낮 온도로 15도로 탁 풀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와. 그러면 

그날 2~3일 전에 작업을 하는 거야, 그날 받으려고. 왜냐하면, 지금 

물이 안 나니까.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가 돼버렸으니까 물이 안 나

거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날이 올 때 가서 한 이틀 작업

을 다시 하는 거야. 다시 구멍을 뚫어서. 그러면 나도 그러지 나무가 

빨리 죽지 않냐. 당연하지, 우리도 헌혈 한 번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

고 내일도 하고 그러면 안 좋지. 가지가 죽는 게 느껴져 사실은. (정

은호, 50대, 남성)

고로쇠 수액 채취량은 해마다 급격히 줄고 있다. 3년 전부터 채취량

이 급격히 줄기 시작하면서, 2021년 초겨울이 역대 최악이었다고 주민들

은 말했다. 

이는 비단 A 마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고로쇠 협회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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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은호 씨는 자재 공급량을 통해 B면 전체의 채취량이 실제로 얼마

나 감소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령, 고로쇠 관련 자재를 

1000t 주문해놓았는데 고로쇠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음 해에 주민들

이 신청하는 자재의 양이 급감한다고 한다. 이를 계산해본 결과, 해당 

지역 전체에서 대략 작년 대비 6~7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

이 꽤 정상적으로 나오던 2015, 2016년과 대비했을 때에는 그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 

연구자는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다녔고,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걱정을 가장 크게 했다. 어떤 주민은 앞으로 고로쇠 수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돈벌이 수단을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현재로서는 마땅

히 없다. 한 주민은 대안으로 자신의 땅에 나무를 심었다. 높은 산에 고

로쇠를 채취하는 것은 곰 때문에도 위험하기에 “내 땅이 있고 임야가 

있으면 나무를 심어라”라고 주민들에게도 알려준다고 한다. 그는 이전 

절에서 다른 주민들이 말했던 것처럼, 지리산에 숲이 우거지다 보니 영

양분이 줄어들고 나무들이 일찍 노쇠해지는데, 산에 있는 고로쇠나무들

도 그가 판단하기에는 모두 노쇠목들이다. 그러므로 대안이라면 고로쇠

나무를 위치가 좋은 곳에 심어 따로 물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주

민을 제외한 다른 주민들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고로쇠뿐만 아니라 봄에 나는 농작물들이 대체로 기후변화로 피해를 

보고 있다. 작년에 녹차는 동해를 입어 피해를 봤었고, 고사리도 마찬가

지였다. 절기상, 봄이 되었는데도 날씨가 풀리지 않자 고사리도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매일 같이 산에 오르는 주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산의 변화를 재빠르게 감지했다.

[사례 IV-17]

김유석: 그때는 내가 1월에 산에 가면 높은 산에 고로쇠 하러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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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눈밭이었어. 대부분 눈밭이었는데 한 4~5년 전부터 고로쇠 하

러 가면 거의 눈이 없어. 근데 어쨌든 그 쌓여있는 기간이 자꾸 짧아

지더라고. 백 년 정도 아니고. 십 년 전만 해도. (생략) 그러면서 지금 

나무들도 우리가 사는 지금 저 높은 데에 사는 전나무, 상나무, 이런 

나무들이 저 위에만 사는 침엽수림이죠. 제일 유명한 게 뭐 구상나무, 

전나무, 잣나무, 그리고 저 주목나무 그런 것들이 지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다, 올라가다 죽어버리고 없어. 고사해버렸어. 얘네도 이제 잘 

안 맞는 거야. 지 있는 자리에서는 온도가 안 맞는 거야,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죽어버린 거야. 저 위에 해발 천 이상에 좋은 나무 있

던, 위에 있던 것들도 다 고사해버렸다고 보면 돼. 아주 한 해 두 해 

만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마는, 주목나무 같은 것들도 원래 살아 천

년 죽어 천년 살아서 천년 가까이 살고 뼈만 남아서도 몇백 년 있는 

애들인데도 거의 없어. (김유석, 60대, 남성)

몇몇 언론에서도 지리산에서의 기후 이상에 따른 산의 변화에 관한 

기사42)를 보도했다. 기후 이상으로 인한 지리산에서의 고사목 문제는 심

각하다. 특히 지리산에는 구상나무의 수가 매우 많은 편인데, 구상나무

가 고사하는 증가 추이가 높아짐에 따라 숲의 경관이 푸른색에서 잿빛으

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기후 위기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국가 전체의 위기다. 그러

나 동시에 기후 위기는 국립공원에게 환경 보호를 위해 인간 개입을 최

소화할 하나의 이유를 제공했다. 고로쇠나무에서 수액량이 급감하자, 국

립공원은 점진적으로 고로쇠나무가 주로 자생하는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주민 출입을 금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연보존지구에서 

채취 활동은 불가하지만,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자신의 생계를 고로쇠나

무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던 탓에 공단도 출입을 전면 금할 수 없었다. 

고로쇠나무가 서식하는 고지대, 자연보존지구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

42) 2020년 6월 29일, 경향신문, “[기후변화의 증인들(2)] 사철 검푸르던 지리산

의 ‘회색 탈모’... 그 자리를 활엽수들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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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곳이 반달가슴곰의 동면 굴이 주요하게 분포된 곳이기 때문이다. 

공단은 인간과 곰의 충돌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결국 보존지구에

의 출입을 금지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기후 이상은 여러모로 

지리산 전체에 큰 위기를 안겨 주었지만, 동시에 공단의 입장에서는 주

민들의 고지대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안겨주기도 했다. 수액 채취

량이 줄어든 현재, 고로쇠나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들이 항의 역시 이전보다 적을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의 보상금액 역시 

이전만큼 크지도 않을 것이다.

만일 기후 위기와 국립공원의 보호 방침으로 인해 고로쇠나무 자체의 

접근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여러 변화가 생길 것이다. 고로쇠나무는 수

십 년간 주민들이 해오던 생업 활동이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오기도 할 만큼, 고로쇠나무는 A 

마을 주민이 지리산 식물과 맺는 관계 중에서도 핵심적이다. 더군다나 

환경 단체의 요구43)대로 고로쇠나무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면, 고로쇠 산신제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국립공원의 보호 조치 때

문이든, 기후 위기 때문이든, 고로쇠나무를 비롯한 특정 동식물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면 주민들이 동식물, 그리고 동식물과 관련이 있는 신령

과 맺어오던 관계까지 모두 함께 사라진다. 다시 말해, 기후 위기는 자

연과 관련된 절기와 같은 지식뿐만 아니라, III장에서 살펴보았었던 주민

들이 지리산 자연 속의 여러 비인간과 맺는 관계까지 모두 위기에 처하

게 만든다. 

43) 2005년 3월 1일, 한겨레, “국립공원 고로쇠 수액채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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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논문은 지리산국립공원 내 한 산골 마을에 대한 인류학적 현지 조

사를 통해, 국립공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보호 실천과 이에 따라 변

화하는 주민과 자연환경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보호지역으로서 국립공원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한 자연인 

‘야생’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분리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간이 없는 야생을 만들어가는 기획은 거주민과의 갈등, 인위성

이 없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한다는 모순 등의 문제를 낳는다. 연구

자는 보호지역이 만들어가는 자연환경과 그 정책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며 그들이 어떤 ‘자연’을 만들어가고자 했는지를 분석했다. 동

시에 해당 ‘자연’이 주민들의 자연환경 그 자체가 되어가면서, 주민들

이 지리산 자연환경과 맺어왔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고자 

했다. 

국립공원 내 자연의 구축과 그 실천을 살펴보기 위해, II장에서는 일

제 강점기에서부터의 자연 관리 역사를 검토하였다. 산이라는 공간이 국

가가 관리해야 하는 공공의 공간으로 거듭나면서, 산의 경관은 점차 변

화하였다. 헐벗은 민둥산에서 울창하고 푸른 산으로 변모하면서, 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주민들에게 가해진 여러 법적 규제와 낙인 등을 살펴보

았다. 국가는 인간이 산에 출입하지 못하게 입산을 금지하고, 산촌민이 

동식물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해왔던 실천을 파괴라 규정하고, 자연

과 관련된 신앙을 ‘미신’이라 낙인찍으며 근절시키고자 했다. 국가의 

자연 관리에 따라 인간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이 분리되어 갔으며, 그 경

계를 침투하는 존재는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국립공원 설립은 “국민의 공원”이라는 그 정의처럼, 국가의 아름다

운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인 당위가 내포되어 있다. 푸른 

자연, 풍부한 생물 다양성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진보의 기준이었다. 이

는 현재 이루어지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반달가슴곰 복원 및 증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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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국립공원은 야생과 마을 사이의 지리적 경계

를 그어 서식지를 분리하고, 생물학적 분류법에 따라 반달가슴곰을 토종

과 토종 아닌 것으로 구분했으며, 인간과의 친밀성 여부를 통해 야생성

을 판별했다. 반달가슴곰이라는 존재를 통해 연구자는 국립공원이 꿈꾸

며 상상하는 야생이 물질적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국립공원이 그리는 ‘자연’은 단지 가상의 추상적인 모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현실 세계가 되어간다(West and Brockington 

2006: 609). 

III장에서는 데스콜라(Descola 2013)의 이론을 주로 참조하며, A 마을 

주민들이 지리산과 그 속의 여러 비인간 동식물 및 신령과 맺는 전통적

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지리산 사람들의 생업, 신

앙과 관련된 민속학적 자료를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주민들은 

산과 마을에서 자신들의 안녕과 풍요를 보장받기 위한 의례를 산신과 당

산에게 지낸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는 주민들이 개인과 공동체의 불운에 

대처하고, 불운을 해석하는 데에 동원하는 동식물 및 신령과의 관계를 

논하고자 했다. 

데스콜라의 네 가지 존재론 중 서구 근대, 그리고 현대 한국인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자연주의(naturalism)에서는 인간은 비인간 동식물과 신체

적인 요소는 유사하지만, 내면적인 요소는 다르기에 인간은 인간 아닌 

동식물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와 소통할 수 없다(Ibid.: 122). 인간 아닌 존

재와 소통하고,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미신”이나 “잘

못된 표상”으로 치부된다. 연구자는 데스콜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보

호지역에 관한 인류학 연구의 문제의식을 따라, 근대적인 자연 이해와 

다른 주민들 고유의 자연에 대한 이해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특히 보호

지역과 같이 자연을 둘러싼 견해차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에서는, 국

가나 기관에 의해 쉽게 무시되는 원주민(native)의 사고와 실천에 주목하

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하다. 

III장 2절에서 주로 A 마을 주민들이 행하는 의례를 통해 그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의례는 신을 섬기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자신과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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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닥쳐올 불운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산신과의 관계를 잘못 

형성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크고 작은 불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의례를 담당하는 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 나아가 

친족들의 안녕을 책임지게 된다. 

산신이나 다른 신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람들은 특정 동식물을 

섭취하지 않거나 보호하며, 동시에 어떤 동식물들은 제물로써 바친다. 

나아가 비단 인간들만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

식물, 신령과도 그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

고자 했다.

IV장에서는 국립공원이 특정 ‘자연’을 만들어감에 따른 주민들의 

자연과의 관계와 지식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이루

어지는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위주로 국립공원이 만들고자 하는 ‘야

생’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산촌민의 ‘야생’에 대한 지식과 분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논하였다. 이를 통해 ‘야생’과 ‘보호’를 둘러싼 

국립공원과 주민의 분류와 지식의 차이를 간략하게 서술했다. 

다음 절에서도 계속해서 국립공원과 산촌민의 자연에 대한 지식과 관

계를 비교하면서, 논의를 이어갔다. 국립공원이 만들어낸 야생의 것도, 

길들인 것도 아닌 반달가슴곰과 마을 “식구”가 된 반달가슴곰 사례를 

통해 A 마을에서 동물과 맺는 새로운 관계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살

펴보았다. 

연구자는 원주민이나 지역주민들이 환경 단체나 과학자들, 관료들보

다 생태에 무지하거나 혹은 생태 친화적인 존재로 본질화하여 그려내지 

않고자 주의했다. 그렇기에 III장에서는 주민들이 재차 강조했던 자신들 

“나름대로”의 보호를 메티스(metis)와 지역 지식(local knowledge)으로 

풀어냈다(스콧 2010; Nygren 1999). 환경 보호의 다종다양한 실천 속에서 

보편적인 과학 지식과 지역 지식을 뚜렷하게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다. 

IV장의 2절에서는 위 논의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환경주의 담론과 과학 

지식을 수용하여 자신들의 전통적, 지역적 지식과 결합하는 실천에 주목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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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리산의 경관과 그 안의 생명체들이 국립공원에 의해 변

화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적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포착하고자 했

다. 국립공원의 ‘보호’가 만들어낸 울창한 숲이 어떻게 그곳 주민들의 

삶을 바꾸어놓았는가를 살펴보았다. 기존에 주민들 생활을 크게 차지했

던 수렵 채집 풍습은 대부분 사라졌다. 채집할 수 있는 식물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지나친 채집 활동 또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수렵도 

마찬가지로 전면 금지되어 주민들은 과거 필요에 의해 동물을 죽이기도 

했던 포식 관계에서, 이제는 같은 농작물과 서식지를 두고 다투는 경쟁 

관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단지 국립공원의 보호 정책에 의해서만 주민들이 자연과 맺는 관계가 

변화한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사를 짓고, 산나물을 채취하는 

시간이 뒤틀리게 되면서 자연과 맺었던 관계가 불안정해졌다. 절기에 대

한 지식이 사라지고 있을뿐더러, 일부 식물들이 기후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해당 식물과의 관계, 그리고 그 식물과 관련 있는 신령과의 관계 

또한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III장에서 다루었던 주민들의 지리산 자연

과 그 안의 비인간 동식물, 신령과의 관계는 국립공원의 보호에 따라 변

화되기도 하고,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며, 사라지기도 하고 있다.

이상으로 본문을 정리하고,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연구 과제를 

짚어가며, 추후 연구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자는 

지리산의 한 집성촌 마을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를 수행하면서 이 마을이 

지리산의 다른 마을과 어떤 유사성과 차이를 지니며, 다른 마을과는 어

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지리산이라는 넓은 

지역에서 A 마을이 지리산의 여러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특수한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해 파악해

야 한다. 지리산 “할매” 산신 신앙에 관한 내용 역시 마을별로 달라질 

수 있는지 역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로, III장에서 주민들의 자연과의 전통적 관계에서 통시적 관점을 

더 자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계속해서 5~60대 주민들과 

7~80대 주민들이 전통적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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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했었다. 마을에서 쭉 토박이로 살아온 사람은 오랫동안 외지 생활을 

하다가 귀향한 사람보다 III장에서 언급했던 비인간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과거 기억과 현재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연

결한다면, 마을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IV장에서 국립공원의 보호 정책과 기후변화 때문에 마을의 의례와 

주술 등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으리라 전망하였지만, 마을 자체의 인구 

구성과 세대교체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다. 본 논문

이 국립공원과 마을 그리고 ‘자연’에 초점을 두면서, 마을 자체의 구

성, 조직, 주민들 간의 관계, 세대 구성 등을 소홀히 다루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마을 자체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셋째로, 비교연구의 차원에서 본 연구의 내용, 특히 III장의 내용을 한

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산간 지역 혹은 해안 

지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지리산 자연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

수성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다른 산간 지역

과의 비교는 지리산의 “산신”이 신격으로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산 “할매”, 

즉 한국의 여산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나경수 2013; 허남춘 2014)는 민속학에서도 다

루어졌지만, 실제 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현지 조사는 

더 필요한 상황이다. 

추후 과제에 대한 제언을 이상으로 정리하고, 연구의 문제의식과 의

의를 재차 강조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립공원 내에서 구

성되는 ‘야생’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자연과 관계 맺는 다른 방식

을 탐구하고자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한국의 토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

해, 외래종을 제거하고 자생종을 우선시한다. 또, 토종 우수리쿠스 반달

가슴곰을 복원하여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들이 꿈

꾸는 토종의, 원형적 ‘자연’은 그 자체로 허구적이며, 그렇기에 여러 

모순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된다. 자율적 원리에 따라 스스로 운영되어

야 할 ‘자연’이나 ‘야생’은 국립공원공단이 적극적으로 자연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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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을 재배치하고, 살리고 또는 죽이면서 그 본래의 정의와 어긋나게 

되었다. 야생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원으로 회수하여 번식

용으로 사용하거나, 토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게 내버려 

두는 국가의 ‘자연’ ‘보호’는 이미 스스로 균열을 내고 있다

(Descola 1996).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닥

친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각 인간 집단이 이해하는 자연환경이 다르

다면, 또 그 자연환경과 맺는 관계가 다르다면, 그에 따르는 보호의 방

법 역시 다를 것이다. 근대적 환경주의가 자연에 대한 하나의 ‘모델’

을 제시하여 이를 곳곳에 부과하려고 한다면, 그것과 대조되는 브리콜라

주는 “세계를 예측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여 그 모델에 균열을 낸

다(Viveiros de Castro 2019). 본 연구에서 그 균열을 발생시키는 브리콜

라주는 주민들이 연구자에게 재차 강조하였던 “우리 나름대로”의 자연

에 대한 이해와 보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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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practice of nature protection of the Jirisan 

National Park and the villagers. To this end, this paper will study their 

ideas of nature and explore how they form relationship with it. As a 

protected area, the National Park is a space where the model of 

romantic, prototypical nature, pursued by the state, is actualized. People 

who lived on Jirisan Mountain for many years, have established 

relationships with various animals, plants, and spirits, even before the 

National Park was established. Through fieldwork in a village situated 

inside the National Park area, I aim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villagers’ relationship with various non-human animals, plants, and 

spirits in Jirisan Mountain as a particular ‘nature’ is formed in the 

National Park.

The National Park has constructed nature according to various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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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ifferent eras, from national land development to forest restora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To discuss this, I first examined the 

forest restoration and National Park designation movements which 

star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current restoration 

of endangered species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policies. Currently, 

the highest priority pursued by National Park is to protect nature in 

itself, and here, nature is something that operates by its internal 

principles. Therefore, humans building relationships with animals and 

plants, or any human intervention in the ecosystem, are considered a 

destruction of nature. Consequently, the National Park constructs a 

specific nature, which is ‘wilderness’, a place without humans. The 

National Park Service seek to protect and salvage nature from humans 

to make a place of wilderness.

In protected areas, including National Park, the practice of dividing 

nature and culture to construct wilderness happens frequently. In 

pursuing its objective, the boundary between forest and village, wildlife 

and human became much more solid. Today, Korean Asiatic black bears 

were reintroduced as restoration of endangered species began for the 

sake of the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Nevertheless, the intervention 

of the the National Park Service, in order to make ‘native’ and 

‘wild’ Asiatic black bears, causes contradiction with their own 

definition of nature.

The division of nature and culture, and the attempt to make a 

prototypical nature, not only cause a contradiction, but also cause 

conflict between the Service and the villagers. The plan to make 

Jirisan Mountain a place without humans, free from human-beings, 

inevitably cause resistance from people who have lived in that area for 

a long time.

Jirisan Mountain villagers hav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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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the prototypical nature built in the National Park. They use  

animals and plants as survival resources, while at the same time, 

protecting them for sustainable use. Besides animals and plants, the 

relationships the villagers have with the spirits of the village and 

mountain are also crucial. Unlike the National Park’s modern 

understanding of nature, based on natural science and ecological 

knowledge, the villagers do not assume that animals and plants existed 

in a separate world; in some cases, they are in an interdependent 

relationship. Furthermore, the villagers’ well-being rests not only on 

animals and plants, but also on establishing harmonious relationships 

with spirits.

Rituals like san-shin-je (mountain spirit ritual) and dang-san-je 

(village guardian spirit ritual) and magical thoughts and practices show 

us that the villagers keep in mind the relationships with animals, plants, 

and spirits in everyday life. The fact that these rituals are still strongly 

held in the village cannot be explained solely by piousness towards 

san-shin and dang-san, especially in modernized Korea. The villagers 

perform rituals that maintain an amicable relationship with the spirits in 

order to ensure the well-being of other villagers and kins and to 

prevent misfortune.

Lastly, by comparing the National Park and the village, I investigate 

how the nature protection of the National Park affects the villagers’ 

understanding of nature and relationship with non-humans as mentioned 

above. In the the National Park, as a specific model of ‘nature’ is 

constructed, a new relationship between villagers and non-human 

animals and plants has arisen, while the old relationships disappeared.

This paper examines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nature’ 

and how it changes within Jirisan National Park. Through fieldwork on 

the livelihoods and beliefs of villagers who have lived on Jiri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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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ain for a long time, I present that there is a different idea of 

nature and relationship with nature, distinct from modern thought, that 

presupposes a universal and objective understanding of nature.

Keywords : Jirisan Mountain, National Park, mountain villagers, 

protected area, human and non-human relationship, wilderness, native 

species, spirits

Student Number : 2019-2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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