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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간단하다. 본고는 벵골 삼각주에 위치한 맹그로브 호랑이(벵골호랑이) 서식지인
순다르반스에서 인간과 호랑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관해 균형 잡힌 역사적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순다르반스에서 벵골호랑이는 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인 삶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순다르반스 사람들은 벵골호랑이를 태곳적부터
농작물이나 가축 등에게 해를 입히는 야생동물로 간주했다. 이곳에서 닥신 로이(Dakshin Roy),
호랑이 신, 반비비(Banbibi) 같은 정글의 토착신들은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에게 똑같이 숭배 받고
있다.1

1. 인간과 야생동물의 갈등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구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현대
환경보호 활동으로 인해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남아시아에서 생존과 방어 및 스포츠 차원에서의 사냥이
중단되었다. 동물을 무분별하게 도살하거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잔인하게 사육하는 일은 현대에서는

1 순
 다르반스의 토착민들은 언제나 큰 경외심으로 벵골호랑이를 대한다. 사람들은 벵골어로 호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그(bagh)’라는 말을 아예 입에조차 올리기 꺼려한다. 그 대신 벵골호랑이를 원로 촌장이라는 의미에서 ‘바라
미야(Baramiya)’라고 부르거나 젊은 촌장이라는 의미에서 ‘치호타미얀(chhotamiyan)’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서는
Sutapa Chatterjee Sarkar, The Sundarbans : Fork Deities, Monsters and Mortals, New Delhi, 2010, passim;
Annu Jalais, Forest of Tigers; People,Politics and Environment in the Sundarbans, Delhi, 2009, passim을 참조.
2 동물권익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과 동물해방운동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물의 권익
을 대변하는 일을 이끌고 있는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인류의 상당수를 묘사하기 위한 모욕적 언사로서 ‘종차별
주의(speciesism)’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킨 것에 대해 불명예스럽게 생각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차이는 단
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다른 것으로 믿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 인종주의에 대한 비유와 인종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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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고 있다.2 최근 고민은 인간이 직접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잔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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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하는 것보다는 현대의 정교한 기술 덕분에 인간의 정착지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산업 및
농업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생긴다. 이러한 현상은 식량부족을 일으켜 야생동물 서식지를 끊임없이
잠식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의 삶을 위협한다. 코끼리와 열차가 충돌하거나
새와 항공기가 충돌하고 사슴과 자동차가 부딪히는 일은 인간과 야생동물이 기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덩치가 큰 육식동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더 넓은
서식지를 필요로 한다. 게다가 동물의 이동통로가 축소되면서 동물은 인간과 더욱 빈번하게 마주치게
되었다.3 이러한 배경에서 순다르반스에서 인간과 호랑이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동물의 이동통로가 축소되는 것과는 별개로 순다르반스에서 인간과 호랑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이면에는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요소도 있다.

2. 순다르반스의 간략한 역사
순다르반스 지역은 고유한 역사와 자연 그리고 풍경을 가지고 있다.4 이곳은 반은 물에 잠겨있고
또 다른 반은 육지로 되어 있다. 게다가 육지의 형성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은 번갈아가며 사람이 살기도 하며 사람에게 버림받기도 한다. 이곳은 사이클론, 해일, 담수
부족,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형, 호랑이, 악어, 맹독성 뱀 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어쩌면
지구상에서 유일한 장소일지도 모르겠다. 널리 알려진 식인동물로 보통 거론되는 호랑이들이 사는
유일한 호랑이 서식지가 바로 이 지역이다.
순다르반스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맹그로브 숲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맹그로브
호랑이가 수상과 육지의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맹그로브 호랑이
서식지역이다. 이 지역은 서벵골주 24 파르가나 행정구가 있는 콜카타(Kolkata, Calcutta)5 시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벵골만과 접해 있는 갠지스 강 삼각주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인접한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공유하고 있는 부분 중 전체 맹그로브 생태계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더 넓은
지역은 방글라데시의 남서부 모서리에 자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순다르반스 지역의 서쪽 경계는
하리브한가(Harinbhanga)강, 라이만갈(Raimangal)강, 칼린디(Kalindi)강으로 계속 이어지며, 인도

기억을 불러내는 것은 명백하고 노골적이다.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 A New Ethics For Our Treatment
of Animals, New York, 1975, passim 참조. 위 책의 서두에서 싱어(Singer)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책은 인
간이 아닌 동물에 대한 인간의 횡포에 관한 이야기이다”(p.ⅸ.).
3 M. R. Conover, Resolving Human-Wildlife Conflicts: The Science of Wildlife Damage Management, New
York,2002, passim 참조.
4 여러 가지 의미로 볼 때 순다르반스와 가장 가깝게 상응하는 지역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Everglades National Park)이다. Michael Grunwald, The Swamp: The Everglades, Florida and the Politics of
Paradise, New York, 2007 참조.
5 인도의 캘커타 시는 2001년 1월부터 옛 영국 식민지 당시 지명을 버렸으며, 원래의 지명이었던 콜카타(Kolkata)로
알려지게 되었다. The Telegraph, 2 January, Kolkata, 2001과 http://www.highbeam.com/doc/IGI-68590471.
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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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다르반스 지역과 합류한다.6 전체 육지의 면적은 4,143 평방킬로미터이고, 나머지 물로 덮여 있는
지역은 1,874 평방킬로미터이다.
인도의 순다르반스지역은 멸종위기에서 호랑이를 구하기 위해 1973년에 시작된 호랑이
프로젝트(Project Tiger) 하에서 만들어진 호랑이 보호구역 중 한곳이다.7 생물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순다르반스는 보기 드문 야생동물에다 종 또한 다양한 까닭에 규모가 큰 다른 맹그로브 여러
숲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2001년부터 이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순다르반스에서 행해지는 생물권보전지역 프로그램은 본래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에 관한 새로운 지식 기반을 개발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여기서 인간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며, 지역 공동체는 실제로
그 생태계와 하나로 이어져 있으면서 이 보전 프로그램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띤다고 할 수 있겠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숲과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염수로 인해 농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얻기에는 충분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순다르반스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은 세계자연유산(world
heritage site)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숲의 생산적인 기능들 외에도, 숲은 사이클론의 피해를
입기 쉬운 방글라데시와 남서벵골지역에 사는 해안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자연적인

6 인
 도는 1947년 분리되어 인도와 파키스탄, 두 독립국을 탄생시켰다. 벵골의 식민지역은 동파키스탄과 서벵골의 인
도 지방으로 나누어졌다. 동파키스탄은 1971년 파키스탄에서 벗어나 또 다른 독립국가인 방글라데시가 되었다.
Willem van Schendel, The Bengal Borderland: Beyond State and Nation in South Asia, London, 2005 참조.
7 Mahesh Rangarajan, India’s Wildlife History, Delhi, 1998, pp. 95-107. 호랑이 프로젝트(Project Tiger)는 처음
에 인도의 보건가족계획부 장관인 카란 싱(Karan Singh) 박사가 의장을 맡은 인도야생동물위원회 내에 설치된 대책
위원회로 시작되었다. 이 당시는 전 세계의 자원봉사단체들이 인도에서 환경문제가 펼쳐진 곳으로 달려왔던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자원봉사단체들 중에서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ldlife Fund or WWF)이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8 Rathindranath De, Sundarbans, Delhi, 1990, pp. 1-4. 사이클론과 폭풍에 관한 최근 경험은 이러한 자연적 보호
가 폭풍이나 사이클론의 충격을 약화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이티(Haiti)는 지난 2004년 5월
과 9월 치명적인 열대성 폭풍에 의해 강타 당하였다. 거의 5,000여명의 아이티인들이 이러한 혹독한 폭풍이 불어 닥
쳤던 기간 동안 그들의 목숨과 집을 잃었다. 아이티의 고지대에 있는 벌거벗은 산들은 이러한 비극을 악화시켰다.
석유를 대체할만한 자원들이 빈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아이티의 극빈자들은 땔깜나무와 목탄을 구하기 위해 그들
의 나무의 대부분을 벌목하였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홍수유출의 조절과 산사태에 의해 흘러내리는 거대한
진흙더미의 방어 등 숲으로 뒤덮인 집수구역이 제공하는 귀중한 보호기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흥미롭게도 아이
티를 황폐화시켰던 동일한 폭풍들이 인접국가인 푸에르토리코에는 그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푸에르토
리코의 고지대에 형성된 집수구역은 거의 숲으로 뒤덮여 있다.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Sandra Postel, Safeguarding Freshwater Ecosystems, in State of the World 2006: A Worldwatch Institute
Report on Progress Toward a Sustainable Society, New York and London, 2006, pp. 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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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능을 제공하고 있다.8 이러한 독특한 자연지역은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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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랑이와 주권
식민지가 되기 이전 순다르반스의 일반적인 역사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재구성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호랑이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에 관한 상세한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은 오직 영국식민지통치가 들어선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는 전체 남아시아
아(亞)대륙에 있어서 호랑이와 인간 사이에 있는 갈등의 역사에 적용될 수 있다.
동양사회와 마주치는 유럽인들은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갖고 있는 유산과 같은 인도
아대륙(亞大陸)이라는 그들 고유의 인식 속에서 특정 고정관념들을 발전시켜왔다. 호랑이에 대한
이미지는 그러한 하나의 고정관념이다. 호랑이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에서 기본요소는 잔인함과
교활함, 그리고 기만적인 우아함이다. 호랑이를 바라보는 영국인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증오, 경외심
등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영국인들은 호랑이를 인도의 정글을 지배하는 영물(靈物)로 보았다.
호랑이 가죽과 다른 고양이과의 덩치 큰 동물들의 가죽을 향한 열광은 인도를 훨씬 넘어서 퍼져
나갔다. 박제술9의 기법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나갔다. 특히 과거 인도에서 사회적 신분이 어느 정도
있는 유럽 남자에 대해 쓰이던 호칭인 사입(sahib)의 거실에 놓여 있는 박제된 생생한 호랑이의 두상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두렵고 공포스럽게 보이도록 제작되었다. 거실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물건
중에서 수렵을 통해 획득한 기념품을 전시하는 관행은 지배하는 인종이나 계급의 문화와 주권(Raj)의
기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19세기 중간 정도 규모의 수렵탐험을 나설 때 들었던 비용은 대략
500루피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10 그 비용에는 최종적으로 사입의 거실에 호랑이를 장식하기 위해
바닝겐(Vaningen)이나 마이소르(Mysore) 주의 바닝겐까지 호랑이 가죽을 철도화물로 보내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11
인도에서 영국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호랑이가 저지르는 죽음에 관한 소식들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경이 되면 매년 1,600명의 사람들이 호랑이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2 호랑이 한 마리가 한 해에 300파운드에서 600파운드 정도 나가는 소를 죽일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13 이것이야말로 호랑이를 해로운 동물로 규정했던 정확한 이유이다. 다른 큰 고양이과
동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호랑이의 이러한 지위는 그러한 명성을 얻음과 동시에 번식력도
왕성한데다 깊은 남부지역부터 북부 산악지역까지 엄청난 넓이의 서식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다. 특별히 ‘나쁜 호랑이’라고 규정했던 영국식민통치자들의 시각에서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호랑이를 그렇게 규정했던 결정은 실제로 유럽인들의 계몽 의식과 새로운

9 박
 제술은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처리과정과 연관된 기술이다. 이것은 부유한 계층의 집을 장식하기 위해 사용되어
진 동물가죽을 장만해서 속을 채워 넣으며 설치하는 기술이다. 당시의 수렵활동을 다뤘던 여러 신문과 소책자에는
박제술사들이 정기적인 광고를 게재한 특색이 있다. 커트버슨(Cuthbertson)과 하퍼(Harper)는 캘커타의 유명한 박
제술사였다. 그들은 캘커타 시 거버먼트 플레이스 10번가에서 정식 면허를 가진 사무실을 운영했다.
10 Y. D. Gundevia, In the District of the Raj, Bombay, 1992, pp. 205-6.
11 Ibid., p. 206.
12 J. M. Mackenzie, The Empire of Nature, Manchester, 1998, pp. 168-98.
13 Ibid.,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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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형과 감수성을 피지배 사회에 부과해야만 했던 식민통치자들의 강한 충동에서 나온 더욱 더
광범위한 권력을 위한 전략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호랑이는 주권(Raj)이라는
이념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14

4. 순다르반스의 로열 벵골 호랑이
캘커타행 선박을 타고 인도 후글리강을 통해 항해하면서 자신들의 오른편에 위치한 사가르 섬을
보면서도 수백 명의 유럽인들은 그곳이 순다르반스 지역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 관찰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단순한 여객선의 승객들이었다. 그러한 풍경을 묘사해보려고
했던 사람들 또한 그냥 별 관심도 없는 듯 실망스럽고 음산한 곳으로 보았다. 18세기 승객들은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은 채 그곳에 도착했고, 자신들이 통과하면서 지나쳤던 환경인 진흙제방(mudbanks), 침수된 저지대 정글(flooded low lying jungles), 모래톱(sandbanks), 적갈색담수(reddish
brown waters)를 기록했다. 그러나 19세기 초 무렵 인도 풍경에 관한 식민지 지식은 진일보했으며,
영국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호기심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항해사들이 쓴 순다르반스의 풍경과 관련된
글들이 빠르게 퍼지게 된 두 가지 주요한 맥락이 존재한다.
먼저 순다르반스 지역은 지형이 위험해보였으며, 치명적인 열병을 일으키는 장소처럼 인식되었다.

14 이
 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문서들을 인용할 수 있다. 식민지 시기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식인동물’이나 ‘나쁜 호랑이’
에 관한 이미지를 발견하게 된다. 대부분 백인 수렵인들이 집필한 사냥 관련 당시 문헌이나 농림국의 공식문서, 관
보 등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에 관한 이미지와 동물의 고기에서 인육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개연성 있는 원
인들에 다소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만약 호랑이가 식인동물이라면, 당연히 정리 대상이었다. 동양의 야생
은 길들여질 필요가 있으며, 이성이라는 명목 아래 통제가 되어야만 했다. 이는 계몽의 목소리이며 이 목소리는 키
플링(Kipling)의 『정글북』에서 매우 또렷하게 들리고 있다.“이유를 대지 않고 무언가에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정글
의 법은 새끼들에게 죽이는 법을 가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맹수들이 인간을 먹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런 다
음 그 맹수는 반드시 자신의 무리가 사냥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사냥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실제 이유는 살
인한다는 것은 머잖아 총을 가지고 코끼리에 올라탄 백인 남성들의 도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맹수들이 자
신들에게 부여한 이유는 인간은 가장 나약하고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방어력이 없으며, 인간을 손대는 일은 비
신사적인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정글북』에서 악한으로 등장하는 쉐어 칸(Shere Khan)이 절름발이이거
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먹는 습관이 있다는 점을 여기서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호랑이의
공격은 더 나은 ‘식인동물’로 비쳐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호랑이의 행동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거
나 ‘정글의 법’에서 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호랑이는 수렵인들의 목표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Cf.
Rudyard Kipling, Jungle Book, Mahwah (New Jersey), 1985, pp. 4-5. 만약 ‘식인동물들’이 발견되지 않았더라
면 가공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 실수로 수렵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면 정상적인 호랑이들조차도 ‘식인동물’
로 둔갑되었을 것이다! 만약 수렵인들이 남긴 글이 상세하게 검토된다면, 우리는 ‘식인동물’을 사냥하려는 수많은
수렵원정대가 분명히 인정할만한 양식에 순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백인 수렵인들은 무력한 마을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했던 것이고 ‘나쁜 호랑이’를 떠맡았던 것이다. 일류급의 수렵지역으로 명성을 쌓았던 그 지역의 미르자
푸르 수집가였으며, 이후 쿠마온 지역의 행정위원이었던 퍼시 윈드햄(Percy Wyndham)은 바그마루 사입으로서 그
지역에서 대중적으로 더욱더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마을사람들이 그에게 그들을 괴롭히거나 마을에서 자신들의
소를 약탈하는 호랑이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면 언제나 자신의 장총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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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그곳은 흉포한 호랑이들과 악어들이 사는 장소로 간주되었다. 두 번째로 이 지역은 사가르 섬에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자료집

거주하는 힌두교 열성신자들이 자행하는 영아살해풍습(infanticide)이라는 ‘야만적인 관행(barbaric
practice)’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5
순다르반스 지역 호랑이의 악명에 관해 가장 처음으로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난 것은 1665년
순다르반스를 방문했던 프랑수아 베르니에르(Francois Bernier)의 글이다. 『무굴 제국 여행』(Travels

in the Mogul Empire)이란 작품에서 우리는 그 짐승에 관한 구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섬들 중 많은 곳이 우리가 상륙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 다음과 같은 대단한 주의가
반드시 요구된다. 밤사이 보트를 나무에 단단히 고정시켜서 해안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 혹은 다른 물건들이 호랑이들의 먹이가 되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이러한 흉포한 동물들은 사람들이 잠든 사이 자신들을 보트 안으로 잠입시키는데
능숙하며, 우리가 만일 이 지역의 뱃사공을 믿고 늘상 그렇듯이 아주 겁 없이 풍성한 파티를 열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 호랑이들은 희생자들을 물고 멀리 사라져버린다.’16 식민지시대의 기록은 많은
유럽인들의 묘지가 증명하듯이 그들이 여행하고 소풍을 즐기며 외부사냥을 나갔을 때 호랑이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을 당한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사고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792년 순다르반스에서 발생한 헥터 먼로 경(Sir Hector Munro)의 아들의 죽음이다.17 호랑이에게
잡힌 먼로는 스태포드셔의 장신구에 기념되어 있다. 1799년 세링가파트남(Seringapatnam)에서
전리품으로 포획된 기계식 장난감인 티푸의 호랑이의 기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결국 이것은
동인도회사에 전시가 되었고, 1879년 이후에는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에 전시되었다. 순다르반스 호랑이 혹은 벵골호랑이와 벵골호랑이의 사촌격인 인도호랑이
사이에 눈에 띄는 특정 차이들이 있다. 특이한 맹그로브 늪지대와 어떠한 담수의 유입에도 방해받지
않는 바다 조수 간의 특별한 생태학적 효과는 벵골호랑이를 타고난 투사와 생존자로 변화시켰다.
맹그로브 서식지의 독특한 특성은 사이클론이 발생한 시기에는 광활한 땅 덩어리 전체가 물에
잠긴다는 점이다. 또한 육상 동물들은 양서류의 특성을 발휘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영을 하는
호랑이의 실력은 매우 뛰어나다.

5. 식민지 시대 순다르반스에서의 호랑이와 인간의 갈등
영국의 식민지 당국은 순다르반스가 개간될 경우 이 지역이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점을 재빠르게 간파했다. 우리는 이제 시선을 돌려 어떻게 이러한 동기가 순다르반스에서
호랑이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시기를 촉발시키며 그 수익을 극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순다르반스 숲을 개간한 역사는 대단히 흥미롭다. 영국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정치적으로

15 그
 러나 벵골만의 동쪽해안가를 여행하며 식물을 조사했었던 버처넌 해밀턴(Buchanan Hamilton) 같은 초기의 몇
몇 관찰자들은 이 지역이 풍부한 식물이 가득한 지역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Cf. David Arnold, op. cit., p. 84.
16 Francois Bernier, Travels in the Mogul Empire, London, 1914, p. 24.
17 Mackenzie, op. cit.,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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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해가던 시기에 순다르반스의 숲은 캘커타 인근까지 확장해나갔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루어졌던
개간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19세기 들어 1820년대부터 한창 무르익던 개간 사업은 중단되었다. 정말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주요한 난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호랑이들로부터 발생했다. 육지개간사업은
호랑이들의 약탈로 인해 거의 성공적이지 못했다. 노동자(coolies)들은 숲에 있는 호랑이들을 위협하기
위해 종종 총을 지닌 사냥꾼(shikaris)들을 대동하고 다녀야만 했다. 호랑이는 종종 산림개간꾼들을
공격했고 또한 끔찍한 혼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따금씩 작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야만 했다.
오말리(L. S. S. O’Malley)는 『벵골지역지명사전』(Bengal District Gazetteer )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 작가는 제대로 된 사례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그와 같이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은 대략
8시 혹은 9시경에 해안제방을 따라 작업을 하고 있던 약 6명에서 8명 정도의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었고,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였다.”18 많은 경우에 개간사업은 적대적인 호랑이들 때문에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에는 개간된 육지도 이미 정글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다.19
‘일종의 물에 잠긴 육지, 정글로 뒤덮였으며, 말라리아로 고통 받는데다 야생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공포스러운 장소로서 순다르반스를 표현한 W. W. 헌터(W. W. Hunter)는 처음에 나타났던 지역에
대한 묘사로서는 정점을 장식했다. 1875년에 출판된 헌터의 책 60쪽, 즉 앞으로 전개될 중요한
이야기에서 사냥꾼들은 초기의 설명을 지지했고 순다르반스를 일종의 물에 잠긴 육지, 늪지대에 의해
끝이 난, 수천 개의 수로와 바다근처의 배수지역들이 서로 교차하는, 그러나 여행가들이 해안가에서
물러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숲의 공터와 벼농사지역의 작은 부분들이 산재해있는 곳으로 묘사하였다.20
광대한 지역은 하나의 거대한 충적토 평야지대인데 아직 육지형성과정이 중단되지 않은 곳이라고
저자는 언급하였다. 순다르반스에 있는 이 숲은 매우 조밀하고 빽빽하다. 그리고 정글을 걷는 것은
늪지대의 질퍽질퍽한 진흙땅으로 인해 어렵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방문객으로서 여기저기서
잠복하고 있는 호랑이들과 악어들과 물기가 가득한 광대한 황무지를 관통했던 헌터의 여행의 모든
순간은 불가사의한 열대 정글의 탐험이었다.

18 L.S.S O’Malley, Bengal District Gazetteer, 24 Parganas, Calcutta, 1914, pp. 19-20.
19 Thomas Bacon, First Impression and Studies from Nature in Hindustan, London, 1987, pp. 2-3. 1823년 대
주교 헤버(Heber)는 후글리(Hooghly)강 어구에 도착했다. 토마스 베이컨(Thomas Bacon)은 1831년 캘커타로 오
는 도중에 순다르반스의 주변 지역에 도착했다. 베이컨의 설명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비
록 탐험가들이 소규모 지역을 차지하고 몇몇의 허름한 집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호랑이들은 몇 번이고 모험심 가득
한 정착민들을 내쫓아버렸다. 또한 베이컨은 키가 큰 나무들과 빽빽한 정글들로 산재해있는 평평하고 늪지대로 이
루어진 해안가를 발견하였다. 좀 더 폭 넓게 관찰하는 가운데 늪지대의 수풀로 뒤덮인 장소의 한가운데에서 노닐고
있는 사슴과 같은 동물을 발견하기도 했다. 베이컨은 또한 해안가에서 상당한 정도 떨어져 있는 곳까지 헤엄쳐가는
호랑이들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다.
20 W. W. Hunter, A Statistical Account of Bengal, Vol. l, District of 24 Parganas and Sundarbans, London,
1875, pp. 2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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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했다. 서로 얽히고설킨 나무들과 관목들, 사방에서 어둠 속으로 흘러들어가며 위험스럽게
보이는 개울과 시내, 맹그로브 나무들에 의해 경계가 지어지는 희미하게 일렁이는 조수들로 인해
순다르반스의 내부는 사냥꾼과 같은 영국인들에게는 하나의 환상의 세계처럼 느껴지곤 했다.21
순다르반스 지역은 유럽인들의 ‘자아(selves)’와 인도인들의 ‘타자(other)’가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남겨진 존재들로서 서로 교류를 시작하는 여전히 또 다른 세상이다. 그들은 변증법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나 주어진 공간의 관념을 구성해왔다. 따라서 순다르반스 지역의 식민지 건설은 부분적인
식민지와 부분적인 토착지역이었으며 종종 이 둘도 아닌 혼성체(Hybrids)였다. 자연에 있어
주권(Raj)은 전적으로 제국에 주어지지도 않았고 완전히 토착민에게 있지도 않았다. 순다르반스
지역의 토착민들도 관목(banda)들과 진흙(kada)으로 가득차고 호랑이들과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이
지역을 마찬가지로 고되고 위험스러운 장소로 생각하였다.22 그렇기에 토착민들과 외국인들의 인식이
서로 조화를 이룬 채 나타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조합은 종종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자연 세계에 대한 관리와 개발에 대해 새로운 생태학적, 환경적 관념들의 창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순다르반스의 삼림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별 무리 없이 쌓기 위해서 벌목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벌목꾼들과 양봉꾼들은 그해 특정시기에 숲에 들어간다. 한 무리의
벌목꾼들은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중의 반은 이슬람교에서 성자 대우를
받는 고행수도자(fakirs)이다.23 호랑이들로부터 벌목꾼들을 보호할 것으로 믿어지는 고행수도자에
의해 동행을 받지 못하는 한 이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무를 베려고 숲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24 벌목꾼들은 반비비(Ban Bibi)나 닥신 로이(Dakshin Roy)와 같은 정글 신들에게 공물을
바친 후에야 겨우 자신들의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25 이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삼림수익은 비록
가끔씩 큰 손해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바라미얀(Baramiyan)은 큰 타격을 주었다.
1881년과 1912년 사이에 2,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순다르반스 지역의 호랑이에게 죽음을 당했다.26
바로 앞에서 언급한 사상자의 숫자는 단지 50%만이 실제로 당국에 보고된 것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실세적인 수치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그 수치는 행정관청의 관보에 단독으로
보고된 것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삼림청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1885년 한해에 116명의
벌목꾼들이 벌목기지로부터 멀리 후송되었으며, 벌목작업은 중단되었다.27
문제는 놀랄만한 비율에까지 도달했다는 점이다. 인도의 재정농업부 장관은 벵골주 정부의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게 되었다(No. 430 F, Dt. Simla, 1913).

21 Ibid.
22 Sibsankar Mitra, Sundarbaner Arjan Sardar (in Bengali), Kolkata, 1995, pp. 3-5.
23 다음과 같은 내용은 순다르반스 지역에서 폭 넓게 공유되는 믿음이다. 고행수도자들은 호랑이들을 길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수도자들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
24 Hunter, op. cit., pp. 311-12.
25 Ibid.
26 PRF, 1868-1921.
27 PRF for 1884-85,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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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손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건이 이렇게 되면서 상황이 귀중한 순다르반스 숲에서
진행되는 적절한 작업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정부는 이렇게 유해한
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한 여하한 노력도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8
정부는 순다르반스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거의 모든 호랑이들이 ‘식인동물’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호랑이들을 살처분하는 것이야말로 사상자수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상에서 그 짐승들을 맞부딪치는 상황은 거의 토착 사냥꾼(shikaris)에게나 해당되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이 사냥꾼들은 무능력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으며 여성스런 나약한 존재로
간주되어졌다. 정부는 호랑이를 살처분하는 토착 사냥꾼들을 줄이기 위한 보상정책을 채택하였다.
1883년 11월 16일 캘커타 시 관보에 고시된 정부의 제재에 따라 순다르반스 법정 보안림(reserved
forest)에 있는 8개의 주요한 세입 벌목원을 담당하는 공원관리원과 삼림감독관은 호랑이를 사살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1883년에 보상의 액수는 완전한 성인이 된 호랑이 한 마리당
50루피였다. 그리고 새끼는 한 마리당 10루피를 받았다. 이러한 사냥꾼들은 삼림관청으로부터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호랑이의 가죽과 머리를 제작해야한다는 요청을 받았다.29 보상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라갔고 보상의 가치에 있어 그러한 정도의 증가는 정글에서 호랑이들에 의한 생생한 약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1906년에 보상의 액수는 성인이 된 호랑이 한 마리당 100루피였고 새끼는
한 마리당 20루피를 받았다. 이러한 보상액의 증가는 다시 1909년에 200루피까지 치솟았다. 1906년과
1909년 사이 36개월 동안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실에서 이러한 보상액의 급격한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30
순다르반스 지역에서 이 영물에 대한 대규모의 남획이 발생했다. 이를 조사한 연구자는 식민지
정부의 직접적인 후원 하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자행되는 호랑이 개체수에 대한 대규모의 남획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를 수집해나갔다. 1881년과 1912년 사이에 성체로 자란 2,400마리 이상의
호랑이들이 순다르반스에서 사살되었다.31 순다르반스에서 식인동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시도로서 부여된 호랑이 자유수렵권은 사냥능력이나 사냥기술, 경험이나 심지어는 자칭 전문가로
행세하는 사냥꾼의 신분도 고려하지 않은 채 거의 모든 사람에게 배부되었다. 1918년과 1926년 사이의
평가에 따르면 298 마리의 호랑이를 자유롭게 수렵할 수 있는 허가권이 298명의 토착 사냥꾼들에게
발급되었다.32
호랑이들을 대량으로 남획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은 사상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정도만의 효과를 가져
올 뿐이었다. 사실상 순다르반스에서 호랑이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더라도 당시 사상자수를 집계한 연간통계는 상승추세임을 나타내고 있다. 1928년까지

PRF for 1911-12, p. 9.
PRF for 1883-84, p. 92.
PRF for 1881-82, 1912-13.
Ibid.
PRF for 1918-19, 1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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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청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순다르반스 경계에 있는 호랑이들이 상대적으로 포악해지고
있다.”33 그리고 삼림청은 호랑이를 자유롭게 수렵할 수 있는 허가권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글에서 호랑이의 숫자가 아니라
벌목꾼들이 공격받는 원인이 되는 피식자와 포식자 간의 개체 차이(prey-predator gap)라는
사실이었다. 이 문제의 핵심과 호랑이의 식인행동은 자연 상태에서 호랑이들의 먹이인 사슴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보상을 받기위해 호랑이를 사냥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사냥꾼들은 자신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올 때면 언제든지 사슴을 사냥하고 싶어 했다.
1915년과 1940년 사이에 순다르반스에서 사슴포획활동이 놀라운 비율까지 치솟고 있음을 공식적인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919년, 호랑이가 죽인 사망자의 수가 뚜렷한 감소를 나타냈을 때 숲의
관리원은 연간 보고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면서 순다르반스에서 사슴포획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34 1939년 조수보호림 금렵구역(The Annual Report on Game Preservation)에
관한 연간 보고는 수렵권 소지자들이 한 번의 사냥 여정에 한 마리의 사슴을 사냥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고 그해 죽은 사슴의 수는 448마리였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 후에 약
896마리의 사슴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35 위의 내용과 같은 사례들은 증가될 수 있다. 따라서
수렵권 소지자들은 순다르반스에서 고기를 구하거나 수익을 위해 사냥을 했던 것이다. 삼림관청은
그들의 보고서에서 숲을 경계로 삼고 있는 마을에서 허가받은 총의 숫자가 상당할 정도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사슴포획에서 근본 원인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1991년에 한 삼림관원은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만약 이전에 총기소유가 그렇게 자유롭게 허락되지 않았었다면 호랑이들이 식인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먹이가 존재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지금에서는 확실히 단언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생명의 손실과 수익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36
피식자와 포식자 간의 개체 차이의 주기적인 확대에 빈번하게 기여한 또 다른 요인은 순다르반스
지역에 해일과 홍수를 발생시키는 열대성 사이클론 폭풍이다. 벵골만에 속하는 이 지역에서 몬순은
잇따라 들이닥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이어서 벵골만에 거의 근접해서 지속적으로
벵골만을 따라 영향을 끼치고 있다. 10월에 발생하는 사이클론들은 가장 강력한 열대성 폭풍의
전형이다. 때때로 그러한 열대성 폭풍들은 순바르반스 지역에 홍수를 일으키며 심각한 인구 감소를
가져 온다.37 그러한 홍수들은 1909년에 발생했으며, 1919년에 또 다시 발생하였다. 1919년에 발생한
사이클론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했던 것으로 삼림청에 기록되어 있다. 1919년 관계당국은 호랑이들이

33
34
35
36
37

PRF for 1928-29.
PRF for 1916-17.
Annual Report on Game Preservation in Bengal for the Year Ending 31st March 1939, Calcutta, 1940, p. 9.
PRF for 1918-19.
O’Malley, op. cit.,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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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 사람들이 증가한 원인을 천연먹이의 부족을 가져오는 이러한 사이클론의 탓으로 보았다.38
보고서에서는 호랑이 사냥을 위해 제작된 높은 플랫폼인 마샨(machans) 위에 지은 사람의 주거지에
올라와서 그때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을 잡아간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고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러한 호랑이들의 호전성은 굉장히 많은 사슴이 지난 10월에 발생한 사이클론이
동반한 폭풍에서 들이닥친 파도 때문에 죽거나 익사했다는 사실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또한 이것은
호랑이들과 그들의 천연먹이 사이의 자연적 균형을 어지럽혔고, 그러다보니 호랑이들이 인간들을
공격하도록 야기했다.39

6. 탈식민지시대의 순다르반스에서의 호랑이와 인간의 갈등
오늘날 순다르반스 지역은 주로 호랑이 보호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독특한
맹그로브 늪지대에서의 호랑이 보호구역의 설정과 유지 관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오지의 전체
범위를 처리하는 것과 새로운 지식의 생산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호랑이 한 마리당 얼마나 많은
평방킬로미터를 할당해야 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식물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 독특한 지역의
생물다양성에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으면서 야생에서 호랑이들이 먹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등과 같은 일련의 의문들에 해답을 찾아야 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다. 순다르반스 호랑이 프로젝트 이 자체는 미지의 지역을 관리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결국 예상치 못한 새로운 여러 문제를 촉발시켰다.
정치, 자본주의, 과학은 모두 전 지구적 관련성 위에서 기능한다. 이들 각각은 전 세계의 보편적
열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치, 자본주의, 과학이
변화시킨 토대 위에서 활동하듯이 뜻하지 않은 지역적·현실적 문제들에 직면해서는 그들 자신을
재형성할 수밖에 없다.40 이번 절에서 나는 어떻게 탈식민지시대의 순다르반스 보호구역이 지구적
그리고 지역적 범위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지역적 차이를 뛰어넘는 지구적 문제들의 예측치 못한 효과들이 지식의 새로운 대상을 구성하는지
증명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다시 한 번 관리능력과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다.41

38
39
40
41

Annual Report on Game Preservation in Bengal for 1909-10, p. 20.
Ibid., p. 1.
Anna L. Tsing, Friction: An Ethnography of Global Connection, Princeton, 2005, pp. 1-2.
지역적 문제에 관한 지구적 관점의 개입은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는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Michael
Adams (Beyond Yellowstone? Conservation and Indigenous Rights in Australia and Sweden, in Garth Cant
et al (eds), Discourses and Silences, Christchurch, New Zealand, 2005는 문제를 두 가지 근본적인 관점인 인
간과 자연의 관계와 서양과 원주민의 관계사이의 상호활동으로 보았다. 그는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Gunnel Cederlof (ed.), Ecological Nationalism, Delhi, 2006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최근
의 작업은 이 문제를 국가의 안과 밖에서의 이슈와 공간사이의 경쟁으로 보았다. Anna L. Tsing, Friction: An
Ethnography of Global Connection, op. cit.에서는 문제를 지역과 전 지구사이의 차이를 뛰어넘는 대화를 만들어
내는 마찰의 관점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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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지구화의 기본적인 구조는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처음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생태학의
개념은 19세기에 기원했으며, 유기체와 외부 세계 사이의 추정된 평형상태를 연구 대상으로 삼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나 생태학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매우 중요한 과학으로 간주되지는
못했다. 전후 북미 도시산업단지의 출현은 생태학적, 환경적 지식의 발전을 가져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환경주의(environmentalism)는 주로 유럽이나 미국 등 북반구에서 사회운동으로 남아
있었다. 환경주의는 북반구로 하여금 지구적 환경의 지속적인 저하와 미국이 생산하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DDT와 같은 살충제가 결국에는 남극에서 천진난만하게 생활하는 펭귄의 몸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환경주의는 점차적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국경을
초월하는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면서 단일 국가에 국한할 수 없는 오염, 기후변화, 종의 손실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자각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환경적 관심에 대한 초기의 지구적 표명 중의 하나는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였다. 그리고 뒤이어 국제연합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UNEP))이 시작되었다.42 이러한 환경운동이 남반구에 이르렀을 때 호랑이 구하기,
코끼리 구조하기, 생물다양성 보호 등과 같은 북반구의 보존을 위한 우선사항은 남반구의 환경적 의제
위에 덧붙여졌다.
오직 인도의 숲과 방글라데시의 맹그로브 늪지대에서만이 이러한 위험에 처한 종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호랑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유럽 야생동물 생물학자들에 의해
강하게 권고되고 있다. 1969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0차 총회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은 인도, 동 파키스탄, 네팔, 부탄에 벵골호랑이의 아종(亞種)인
판테라 티그리스(Panthera Tigris)가 2,000여 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독자생존이
가능한 육종집단인 것으로 결의했다. 인도의 정치적, 과학적 의견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증명이
가능하며 매우 호의적인 입장으로 바라보았다. 인도는 1970년에 호랑이 사냥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고 1972년에 야생동물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또한 인도의 야생동물을 위한 위원회는 1972년에
설립되었고 호랑이 프로젝트(Project Tiger)는 1973년 9개의 보호림에서 발족되었다. 호랑이
프로젝트는 초기에 보건가족계획부 장관인 카란 싱 박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인도의 야생동물 위원회
내의 특별임무로서 시작되었다.43 이는 세계자원봉사단체들이 인도의 환경문제가 있는 현장으로
진출하던 시기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 자원봉사단체들 중에서 세계자연보호기금(World

Wildlife Fund or WWF)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44 인도 내의 각기 다른 지역 내에서

42 Donald Worster(ed.), The Ends of the Earth, Cambridge, 1988, Introduction.
43 Paul Greenough, Pathogens, Pugmarks and Political ‘Emergency’, Paul Greenough and Anna L.Tsing
(eds), Nature in the Global South, op.cit, pp. 201-230, Mahesh Rangarajan, India’s Wildlife History, Delhi,
1997, pp. 94-107.
44 Mahesh Rangarajan, op. cit., pp. 94-107. 세계자연보호기금은 아시아에서 호랑이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
해 수백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1960년대 초기에 설립된 이 단체는 인도에서 정부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
한 주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인도의 총리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것에 대해 기꺼이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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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는 호랑이의 습성으로 인해 벵골호랑이는 자연적으로 좋은 선택대상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태학적 계획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있다. 호랑이의
보호는 또한 호랑이의 천연먹이 공급의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미래에 다양한 방향으로
이 프로젝트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은 이러한
자신들의 상징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주의적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호랑이 프로젝트는
생태학적 관점을 확장시키는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단일한 종을 위한
계획으로 시작되었지만 먹이사슬에서 호랑이에게 부여된 그러한 지위는 하나의 논리를 발생시키는데
바로 그것은 이 계획이 더욱 심화되어야 하며 또한 사슴, 사자, 원숭이, 코뿔소와 수상자원,
식물들에게도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호랑이 프로젝트(Project Tiger)의 실행은 인간들의 이주와 관련되어 있다. 많은 마을들이
완충지역으로부터 제거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단지 소수의 완충지역에 남도록 허가받을 뿐이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호종인 호랑이들 때문에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다. 국제 야생동물
생물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보호구역의 이상적인 규모는 3000평방킬로미터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개체수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보호지역에 대해 대략 150평방킬로미터 미만으로
선택할 다른 여지가 없다. 순다르반스의 경우 보호구역의 규모는 훨씬 작다. 그래서 특별대책위원회는
호랑이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국 핵심보호구역과 완충지대 밖을 배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였다.45 결국 순다르반스의 상황과 다른 보호구역에서 이러한 예상은 현실화되었다. 이제
순다르반스에서 삼림청의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 간의 충돌은 매우 흔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충돌의
근원은 밀렵과 어업활동에서부터 호랑이들의 침범에 따라 야기된 인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또한 순다르반스 지역에서 인간과 호랑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지역 주민들과 호랑이들의
식인습성46의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연유하고 있다. 순다르반스에서 1인당 소득은 국가평균소득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처절하게 생존을 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은 꿀을
수집하고 나무를 베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숲에 들어가 악어와 상어 그리고 호랑이들과 용감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랑이들과 맞닥뜨리게 만든다. 때때로 호랑이들은
완충지역 근처의 마을에 들어가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며 그들의 가축도 잡아간다. 이곳은
호랑이들이 한해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인 지역이다. 그러나 호랑이들이 보호종으로 선정된
탓에 마을에 먹이를 구하러 온 호랑이를 죽이는 것은 관계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만들고 있다.
호랑이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이웃과 친척들에게는 두려운 전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미망인과 희생자들의 아이들은 슬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그들의 아버지가 설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이야기하게끔 교육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이러한

45 Paul Greenough, op. cit., p. 211.
46 이러한 식인 습성은 자연적인 먹이사슬의 주기적인 부족에 의해 환기되어져 있다. 따라서 순다르반스에서 호랑이
들의 식인 습성은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환경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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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받게 되고 범죄자와 같이 취급받기 때문이다.
아미타브 고쉬(Amitav Ghosh)는 수상까지 한 자신의 책 『굶주린 파도』(Hungry Tide )에서
순다르반스에서 원주민들과 호랑이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갈등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고쉬는 호랑이가 송아지를 훔쳐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도 가축우리에서 덫에
걸리는지를 설명하였다. 성난 사람들은 빠르게 모여들고 정상적으로 몸을 사용할 수 없는 호랑이는
날카로운 창에 의해 공격받게 된다. 첫 번째로, 남자들 중에서 한명이 날카로운 대나무 막대기를 창문
틈을 통하여 찌르고 호랑이의 눈을 멀게 만든다. 이 소설의 중심인물인 미국 고래학자 피야(Piya)는
공격을 받는 이동물을 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허사였다. 그녀는 적대적인 군중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그녀의 동료인 호렌(Horen)과 포커(Fokir)는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섰고 사람들과 같이 호랑이를 죽이는 데 참여하였다. 순다르반스에서 이런 사건은 매우 흔한 일이다.
소설에서 묘사한 이 사건은 자연의 관리와 관련된 지구적 논쟁들에 있어 두드러지게 지속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하나의 근본적이고 미묘한 문제의 실례가 되고 있다. 호랑이 보호구역의 지정은
인간과 호랑이의 갈등을 포함한 다수의 새로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앞의 소설에
뒤에 나타나는 호랑이를 죽이는 것에 관한 카나이(Kanai)와 피야(Piya)의 대화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몇 가지 발화점의 본질을 이끌어 내고 있다.47
위의 이야기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순다르반스에서 호랑이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의 문제는
식민지시대와 탈식민지시대 인도에서 추구된 정책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 전 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에 의해 추진된 식민지시대 삼림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삶에 혼란과 악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호랑이 보호를 위해 실시된 탈식민지시대의 정책은 지역주민들을 더욱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탈식민지시대 국가가 실시한 삼림정책은 순다르반스 호랑이 보호구역으로부터
토착 주민들을 배제하였다. 주민들은 숲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겨왔고, 삼림정책은 오로지
호랑이들을 위한 숲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귀결되었다. 국가의 보호정책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적대와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자원 관리에 대한 거주 주민들의 개입은 세계적 기관과 업체들에
의해 추천되어왔다. 순다르반스 지역에서 생물권보전지역계획과 호랑이의 보호는 수사적으로는
지역공동체의 높은 참여를 보장하는 접근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시행된 일들은 순다르반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체득한 생태계와 야생동물에 대한 엄청난
지역적인 지식을 무시해왔다. 따라서 보호에 관한 보편적이고 공식적인 수사법과 지역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목적을 가진 정책들 간의 실제 공식화의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삼림청은
호랑이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스스로 자축했지만 순다르반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냥
축하할만한 일은 아니었다. 정치적, 사업적 이익에 따라 지지되고 지역 공동체에 의해 보호를 받는

47 A
 mitav Ghosh, The Hungry Tide, Delhi, 2004, pp.289-295. 순다르반스에서 호랑이와 인간의 갈등의 문제는
잘 알려져 있고 보존에 관련된 논쟁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비록 Amitav Ghosh는 소설작가이지만 순다르반스의
핵심지역에 대한 광대한 현지조사를 펼쳤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묘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풍부
한 예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조사자들은 순다르반스에 대한 그의 현지조사를 입증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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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업자들과 밀렵꾼들은 귀중한 수출품을 위해 보호림을 공격했다.48 지역 주민들이 국가의 보호
관리원들을 적대시함에 따라 밀렵꾼들은 쉽게 일을 벌일 수 있었다. 보호림에 대한 국가의 감시활동은
주로 삼림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리들은 사적인 이득을 위해 그들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수목과 사슴 고기 그리고 호랑이 가죽을 밀렵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순다르반스는 또한 강가에서 도적질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보호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유괴(kidnapping)와 해적행위(piracy)라는 두 가지 새로운 특수한 분야를 만들어 내며 국경의 존재를
남용하는 사람들이다.49

맺음말
순다르반스 지역에서 호랑이는 항상 이러한 독특한 자연적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중심에 위치
하고 있다. 지역적, 지구적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호랑이와 인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필자는 본고에서 호랑이와 인간 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이러한 과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다. 순다르반스에서 호랑이와 인간 사이에 있는 갈등의 구조는
탈식민지시대에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초기 영국령 인도에서 순다르반스는 ‘물에 잠긴 신비
로운 땅’, ‘위험스러운’,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지역이자 관리하거나 조정하기 힘든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유럽인들은 감춰진 자연적 보고로서 순다르반스의 잠재력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순다르반스를 수익을 창출하는 숲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자연스럽게 유럽인들이 호랑이들을 길들이는 과제에 착수하게끔 만들었다. 그러나 호랑이를
길들이는 작업은 토착 사냥꾼들 손에 맡겨졌다. 영국의 통치자들은 지역 주민들이 믿을만한 예전부터
갖고 있던 지식으로 무장하였고, 순다르반스와 같은 위험한 지역에서 식인동물들과 싸우는데 더 나은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탈식민지국가는 지역 주민들과 국가의 보호 프로젝트에서 그들의
지식을 배제하였다.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호랑이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은 역사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나 근대 국가의 침범에 직면하는 것보다 더욱 단순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독립국가인 인도에서 공식적인 보호 정책의 근시안적인 태도는 호랑이의 위협을 관리하는데 있어

48 당
 시 인도의 Anandabazar (Kolkata, India), The Statesman (Kolkata, India) and The Telegraph (Kolkata,
India)와 같은 신문들은 순다르반스 국립공원에서 벌어지는 호랑이 사냥과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 있는 정보들로 넘
쳐났다. 1990년대에 방글라데시와 인도 고위층이 내부 치장을 위한 특권층의 품목에 대한 많은 양의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로열 벵골 호랑이의 가죽 무역은 엄청나게 융성하였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순다르반스 지역
의 상황은 거의 동일하였다. 중국은 호랑이의 각 신체부위로부터 만들어진 약들을 위한 제작의 중심지로서 기능하
였다. 순다르반스에서 붐이 일어난 사냥은 이러한 국제적인 중국약품의 무역에 그 원인을 돌릴 수 있다. 중국에서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친 후에 제조품들은 영국, 미국, 호주,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5,000 루
피만 지급하면 사냥꾼들의 도움을 받아 호랑이를 죽이는 일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국제적 시장에서
50,000 달러에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다. The Times of India, October 12, 2005 참조.
49 Willem van Schendel, The Bengal Borderland: Beyond State and Nation in South Asia, London, 2005,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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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의 거대한 토착적 지식에 대한 무시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토착적 지식은 관계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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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손쉽게 사용되어지고 또 버려진다. 그러나 미래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비축하지는
못하고 있다. 생물학적 자원에 대한 전통적인 지식이 갖고 있는 타당성은 주변 서식지를 포함한 전체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역공동체들은
의사결정과정의 일부로서 참여를 요청받지 못하고 있다. 보호라는 보편적 수사와 보호를 실행하는
일은 결국 지역 공동체를 소원하게 만드는 새로운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보호의 공식적
인 과제에서 지역주민들을 소외시키는 일은 순다르반스에서 더욱 관리하기 힘든 예기치 못한 새로운
위기들을 만들어낸다.
호랑이 프로젝트(Project Tiger)의 최종적 실행을 이끌었던 정책 결정에 관여한 전문적인
삼림감독원들과 야생동물학자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은 결국 순다르반스에서 호랑이와 인간의
갈등이 만연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예측하는데 실패했다. 보호구역의 규모와 정도를 다룬
공식적 문헌으로부터 집계될 수 있는 일반적인 인상은 유형화와 수량화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모습은 다르다. 최근에 세계화된 세상에서 산업화의
힘은 지속적으로 이 보호구역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인간 정착지의 증가는 순다르반스
국립공원의 완충지대에서 더욱 넓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담수 유입의 감소는 물의 염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 지역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혼란시키고 있다. 콜카타(Kolkata)시 근교로부터
유입되는 도시 폐수와 오수의 증가는 이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규모는 매우 놀라운데다 이전에 자연적 정화기능을 담당했던 도시근교의 수많은 수역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주거부지로 전환시킴에 따라 사라져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폐수와 오수는
지금 생물권보전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맹그로브 숲과 천연먹이사슬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이 맹그로브 숲에서 호랑이와 인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결과적으로 강화시키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순다르반스 호랑이의 식인 습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하고 있다. 어종과 다른 수중 생물들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순다르반스 지역 모두에서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심지어 150년 전에 순다르반스 지역은 원뿔 코뿔소, 자바 코뿔소, 야생 버팔로, 강돌 고래의
안식처였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야생동물들은 멸종되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호랑이와 인간 간의
갈등, 종 손실 또는 순다르반스의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환경의 일반적 악화가 ‘생물권보전지역’,
‘호랑이 프로젝트’, 또는 ‘생태관광’과 같은 지구적 프로젝트의 이데올로기적 보호 아래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순다르반스의 내부와 그 안에서 진행 중인 변화들은 여전히 관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
식민지 국가의 침범과 탈식민지시대 국가의 호랑이 프로젝트의 집행 또는 강력한 국제적 압력 아래
생물권보전구역계획의 도입은 순다르반스 지역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비참한 생활을 안겨주었다.
숲을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보인 반응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우려스럽다면 식민지
시대와 탈식민지시대의 국가를 구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역사람들에게 호랑이의 위협을 관리하는 것은 역사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침범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손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순다르반스 주권의 시기 동안 슬로건은 ‘호랑이를
죽여라’였다. 하지만 호랑이 프로젝트가 도입됨에 따라 슬로건은 ‘호랑이를 구하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이전보다 더욱 높아진 호랑이와 인간 사이의 갈등 비용 감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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