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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경 묵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1960년대까지 P마을을 포함한 자카르타의 깜뿡은 국가의 ‘바깥’에 있었다. 30

년간 이어졌던 인도네시아 최초의 도시빈민을 위한 정책(Kampung 

Improvement Project)이 남긴 것은 주민참여라는 이상(理想)이 아니라, 빈곤/

빈민의 대표하고 재현하는 한 다발의 기술(技術)이다.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사

업이라 호되게 비판받았던 KIP 1기는 주민들에 의해 가장 강렬한 ‘성공적’ 정

책으로 기억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빈민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

라 제시했던 2기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빈민을 정책의 무대에서 끌어내

렸다. KIP 3기는 바람직한 빈민 공동체를 선별하는 기준을 정교화하고, 공동체

의 자발적 발전을 도울 ‘공평한’ 매개자로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Community 

Development Coordinator)를 프로젝트의 필수요소로 도입한다. KIP 1기의 

성공은 빈민들 스스로가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들 내부의 적을 좁은 도

로, 고여 있는 하수, 쓰레기 더미 등으로 설정한데 있었다. 빈민의 공동체는 열

악한 생활조건이 제거된 상태로 명확히 제시되었다. 폭력적인 도시재개발과 철

거 문제를 접어둔다면, 빈곤 문제란 마을 단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시 전

체의 문제라는 올바른 접근에 기반 했던 2기는 각각의 빈민촌에 위기나 적을 

제시하지 못했다. 1기와 2기에 대한 영향평가와 감사의 결과로 제시된 ‘주민참

여’는 공동체 내부에 또 다른 외부를 끌어들인다. 빈민구제 프로그램에 ‘잘 들

어맞는’ 공동체성의 객관적 지표와 주민과 외부를 연결하는 전문가(매개자)가 

그것이다.   

자카르타에서 가장 오랜 빈민촌 중의 하나로 KIP 사업을 모두 겪었고 2000년 

이후 머시캅(Mercy Corp)을 비롯한 여러 국제 NGO의 활동의 무대였던 P 마

을에서, 빈곤퇴치 프로그램은 곧 상수도 공동관리 시범사업, 하수도 정비, 공동

화장실 정비, 쓰레기 처리, 홍수대처 프로그램으로 이어져왔다. P마을에는 3년 

이상 계속 해당 지역에 살면서 개발프로젝트 전반과 관련한 주민활동을 지도하

고 돕는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었다. 코디네이터는 자카르타의 물 민영화와 

우물물 오염, 매년 반복되는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기반의 프로젝트의 제

안을 주민들과 함께 - 실질적으로는 제안서 작성 및 실행 계획과 관련된 업무

를 거의 도맡아서 - 진행했다. 그는 마을 내부와 외부의 개발 주체 사이를 매

개하는 내부인 같은 외부자(혹은 외부인 같은 내부자) 이었으며, ‘빈민촌과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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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적(혹은 문제)로 지목된 물 문제는 빈민촌 개발 프로

젝트의 내용을 규정했다. 

  상습적인 침수와 깨끗한 물의 부족은 상-하수도 관리체계와 도시 난개발 그

리고 수돗물 민영화 사업의 결과 야기된 문제이다. 예를 들어 새로 들어온 상

수도관은 악명 높았던 물장수의 숫자를 현격히 줄였으나 상수도관 바로 옆에 

거대한 물탱크를 설치하고 ‘비공식’ 사업을 벌이는 물 가게가 등장하였다. 거대

한 물탱크를 설치하고 계속해서 물을 사용하는 가게로 인해 수압이 더욱 낮아

졌고, 주-상수도관에 작은 파이프를 연결한 좁은 골목길 안쪽의 빈민들은 -이

전의 물마피아 이었던 - 물가게 주인의 단골이 되었다. 시범사업으로 12통

(RW)에 설치된 공동 마스터 계량기 사업은 불법/합법 주민을 나누지 않고 이

례적으로 낮은 가격에 각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파격적이고 이상적인 기획

이었으나 수 만 명의 마을에 60가구를 외부(국제 NGO)의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과정이 걸림돌이 되었다. 사업의 혜택을 입은 주민들은 이웃들과 충분치 않은 

물을 나누어야만 했고 물가게에서 모자란 물을 사와야만 했다. 빈민지역 주민

을 위해 낮게 책정된 수도요율은 인적이 드문 새벽 물탱크차에 물을 채워 인접

한 부자 동네에 파는 물탱크 차를 불렀다. 공식적 물-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비공식인 물-네트워크에 개입했으나 그것을 축출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전의’ 공식/비공식과 ‘이후의’ 공식/

비공식이 교차하는 자리에서, 물 가게의 수레, 공동 화장실/샤워실/빨래방, 대

형 물탱크, 물차, 계량기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네트워크에 직접 접

속시키려는 목표는 온전히 완수되지 않았다. 마을에 도착한, 상수도 연장, 공동

물탱크, 빈민지역의 낮은 수도요율, 물차 등은 ‘깨끗한 물’ 프로젝트가 기획했

던 경로를 교란하고 구부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물의 행방은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P 마을은 여전히 물 문제와 관련된 공동체 개

발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로 거론되는가? 첫째, 물가게의 등장이나 공동 마스터 

미터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 등과 같이 프로젝트의 착수 시 설정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은 결과’는 후속 프로젝트를 다시 짜는 단계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지

언정,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항목에는 추가되지 않는다. 둘째, 지역 주민들

과 활동가들 그리고 상부의 사무실은 프로젝트의 실패에 관한 적극적인 반론이

나 의견을 내지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P지역에서 개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셋째, P 마을은 ‘주민참여’와 ‘역량강화’이라는 

요구조건의 문턱을 넘었다. 여러 프로젝트를 겪어온 ‘경력이 있는’ P 마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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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을 위한 여러 행사를 준비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주민들에 대

해 파악하고 있는 ‘지킴이’ 조직이 존재한다. 물-관련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내세우며 그 이상(理

想)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지닌 ‘공동체’를 선별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한

다. 프로젝트의 선별과정에서의 명확하고 가시적인 조건은 ‘이전에 프로그램을 

별 무리 없이 진행했던’ 경력이다.  

2014년 P마을에서는 <쓰레기 은행>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쓰레기 은행은 

첫째, 물길을 막고 하수의 흐름을 막는 쓰레기를 청소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깨

끗한 환경을 만들며, 둘째, 수거한 재활용품을 간단하게 재가공하여 주민들에게 

부-수입을 올리게 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P 마을은 쓰레기를 모아올 참여자

를 동원하고, 대규모의 행사를 준비하며, 사업을 운영할 역량을 지닌 주체가 있

다는 이유로 대규모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쓰레기 

사업의 출범을 전후로 인도네시아의 다른 깜뿡에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발표회

와 강연회의 연사가 되었다. 

설날(Chinese New Year's day)을 전후로 대략 2주간의 홍수의 절정에서 P 

마을은 묘한 분위기에 휩싸인다. 마을 곳곳을 채운 물로 인해 (깨끗한) 물-프로

젝트들은 정지하며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국가’의 모습과 역할이 전면에 드

러난다. 깨끗한 물, 하수도 정비 등의 사업이 NGO의 주도하여 기획되고 실행

되며 평가될 수 있는 반면, 홍수시기에 주민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는 국

가뿐이다. 우기의 절정에서 코디네이터와 마을 지킴이들은 언제 구호물자가 도

착하는지를 묻는 주민들의 질문에 시달리지만, 구호물자의 배포 시기는 ‘객관적

으로’ 정할 수 없다. 홍수의 상황에서 합법적/불법적, 모범주민/(마을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보통의 빈민의 구분은 사라지고 모두가 같은 입장

이 된다. 그리고 홍수의 절정에서 무상의 구호품(생수, 옷가지)와 거대한 이동

식 물탱크, 흙탕물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정수시설 등이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주민들은 1년 내내 홍수시기의 경험을 모험담처럼 떠든다. 

깨끗한 물의 시기에는 보이지 않던 국가는 분배의 원칙을 적용하거나 주민을 

식별하지 않고 무상의 선물을 배포한다. 주민을 보호하는 유일한 후견인으로서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홍수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가 스스로 만들어낸 재해이자 국기 기능의 실패라는 점에서 무상

원조는 주민에 대한 국가의 빚 갚기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구호품과 도움에 감

사하지만 그와 동시에 ‘당연히 받아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가 주민들의 

‘유일한’ 후견인으로서 가장 확실한 역할을 하는 순간은 그 자신의 실패가 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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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모범사례와 모범주민의 범주가 지워지고 군중으로서

의 주민이 드러나는 상황은 ‘소독약 배포하기’로 마무리된다. 짧은 홍수에서 긴 

깨끗한 물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코디네이터와 지킴이들은 NGO 조직을 통해 

배포된 큰 소독약을 ‘등록된 자녀를 지닌 가구’마다 하나씩 나누어 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소독약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 앞에서 활동가들은 리스

트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으며 ‘진짜’ 주민들을 다시 구분한다. 

깜뿡에서는 수지에 맞지 않는 상수도 확장, 낮은 수도요율을 제공하는 친(親)-

빈민 배려, 불법/합법의 구분을 포기하는 혁신적인 공동체의 마스터-계량기 시

범 사업, 홍수 방지와 소득 증대를 연결시킨 쓰레기 은행, 공동체 활성화를 위

한 모범 주민 지원, 홍수 시기의 무상 원조 등의 시도가 이어진다. 그 과정 속

에서 깜뿡 외부 즉 국가, 국제 NGO, 자본의 프로그램은 마을에 그대로 들어오

지 못한 채, 끊기고, 사라지고, 변형된다. 실험실-마을을 만드는 다양체로서의 

물의 배치는 전유(專有) 기식(寄食) 포섭(包攝) 거부(拒否) 수용(收用) 등으로 채

워진다. 실패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정책 실험실’이 된 P마을은 개발 

프로젝트의 성패의 여부를 뛰어넘어 더 높은 수준의 정책이 수행될 수 있는 가

능성에 의해 재-생산된다.  

물-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마을은 국가(와 NGO)의 정책의 실험실이며, 그 

시공간 내에서 실험의 대상과 전제와 방법과 정해진 절차는 지속적으로 교란되

고 꺾여 나간다. 실험실이 아니지만 마치 실험실처럼 다루어지는 깜뿡은, 가설

이 결론으로 탈바꿈하는 투명한 검증이 진행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가설-이

론-검증수단 전체의 배치를 요구하고 또 만들어낸다. 마을에서 물은 예상치 못

한 방식으로 흐르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역량강화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도구 속

에서 망각되기도 하며, 범람하여 마을을 채우는 예외적인 상태에서는 유일한 

조력자로서의 존재감 동시에 홍수를 막지 못한 무력한 관리자로서의 국가의 두 

얼굴을 드러내기도 한다.  물- 다양체는 기밀실/관문과 그것들 사이의 연결이

며, 서로 다르고 때로는 충돌하는 코드변환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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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물 위기와 함께 산다. 이 상황은 ‘더러워진 

물은 씻어낼 수 없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연상시킨다.” (Jakarta Globe July 

25/26 2009)

“실험실에서 확실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더 엄격하고, 더 ‘반증 주의적’ 이어서가 아니다. 사람들은 단지 실험실 내에

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일련의 실수를 

종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적은 실수 밖에 못해본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이

다.” (라투르 2003:73)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자카르타는 악명 높은 도시이다. 사전지식 없이 처음으로 수카르노 하타 국

제공항에 도착하여 시내로 이동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떠올려보자. 불과 몇 시

간 내에 그는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고 탄 불법 자가용 택시의 바가지요금, 

꽉 막혀서 꼼짝도 하지 않는 도로, 차창 밖에 보이는 화려한 쇼핑몰과 빈민촌

의 극적인 대조, 시내 여기저기에 흉물스럽게 서 있는 중단된 모노레일의 교

각, 숨이 확 막히는 오염된 공기를 거론하며 부정부패와 빈부격차, 교통체증,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을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겉으로 

보이는 문젯거리는 더 큰 문제를 품고 있다. 자카르타 시내의 교통체증은 그

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시행되는 버스전용차선제(Busway)와 출퇴근 시

간 동안 3인 미만이 탑승한 개인차량의 주요대로 사용을 금지한 3in1규정1)으

로 인해 더욱 끔찍해졌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었던 모노레일은 중지

되어 아무도 재개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으며 지하철(MRT: Mass Rapid 

Transit) 건설 역시 수차례 연기되고 착공과 중지 재개가 반복되었다. 2017년 

선출된 자카르타의 시장은 최근 20년간 잦아진 대홍수를 방지하고자 진행되던 

1) 2016년 5월 자카르타 정부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3 in1 정책을 폐지하였다. 

“Jakarta Officially Removes 3-in-1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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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방조제 사업의 중단을 선언했다.2)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개입이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키며, 문제해결을 위한 주요한 정책이 계속해서 취소되고 연

기된다는 점에서 자카르타는 문젯거리이다. 법적 정책적 개입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매우 낮고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심각한 문제가 쌓여 있으나 그에 대한 해결책이 

중지되거나 유예되고 현재의 문제가 실상은 실행되었던 해결책의 결과물이기

도 하다면,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는 일대일 함수관계 보

다는 지시된 문제 내부에 여러 층들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산적해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식별되어 그에 대한 해결책이 제출된 문제, 제출된 해결

책이 실행되지 못하는 유예된 문제, 그리고 이전의 해결책으로 인해 악화된 

문제, 그리고 정책적 해결책이 시행된 결과 해결되어 더 이상 문제점으로 받

아들여지지 않는 문제가 서로 다른 층에 놓여있다. 더 나아가 문제와 해결책

이 결합하는 여러 가능성을 상상한다면 정책의 실행 전후에 진행되는 평가 역

시 여러 겹으로 나누어진다. 수많은 정책적 제안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시행 

중인 정책은 시행 중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성공적이라 평가받을 수 있고, 그 

정책적 개입이 예기치 못한 부정적 효과를 낳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성공 이

후의 실패 즉 성공과 실패가 결합된 형태라 부를 수도 있다. 실행된 정책이 

낳은 부정적 효과 중에서도 아직 문젯거리로 식별되지 않은 것, 더 심각해진 

문젯거리로 평가되는 것, 다시금 다른 해결책을 불러오는 것 등을 나눌 수 있

다. 

이에 반해 정책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라고 파악한다면 그에 대한 

분석은 식별된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실행되며 어떤 효과를 낳았

는지가 주된 내용으로 삼게 되며, 정책이 기대했던 결과 뿐 아니라 예기치 않

은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수단을 통해 

어떤 통치의 스타일이 관철된다면 문제 식별에서 실행 그리고 효과에서의 선

별과 배제 더 나아가 명시적·암시적 폭력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많은 

2) The Jakarta Post, “Giant sea wall, Jakarta reclamation completely different 

projects: Minister”, The Jakarta Post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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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적 정책연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거의 매번 실패하고 그 목적과 충돌하는 듯 보이는 예기치 않았던 효과를 불

러옴을, 그리고 그 중 몇몇은 성공사례로서 또 다른 곳으로 전파됨을 보여준 

바 있다.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실패이며 그 대상을 선

별하고 배제하는 권력적 효과를 드러냄에도 여전히 계속된다면 그 양상을 어

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소위 비판적인 정책 연구가 폭로해온 예기치 않은 역효과와 편향

성이 모두가 아는 비밀(open secret)이라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지난 40

여 년간 도시 빈곤 퇴치 프로그램들 특히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책적 

실험이 이어져온 인도네시아 북부 자카르타의 한 빈민촌(이하 P마을이라 칭함)

에서 물 문제가 어떻게 식별되었고, 무엇이 그에 대한 해결책이 도출되었으며, 

또 어떻게 실행되고 평가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정책 실험의 전제 실행 효과가 

불평등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질

문에 답하기 위해 부분적 해결책, 물 다양체 그리고 실험실-마을이라는 개념

을 사용할 것이다.  

‘부분적’ 해결책 

1998년의 물 민영화와 2000년 이후 잦아진 대홍수 이후 자카르타의 ‘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의 부족과 반복되는 

홍수는 자카르타 도시정책의 가장 큰 실패로 거론되며 그 와중에 북부 자카르

타에 위치한 오랜 빈민촌 중 하나였던 P마을이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

러 정책의 대상으로 선정되고 각종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평가되고 또 다른 사

업으로 이어졌다. 상수도의 부분 확장, 물 가게와 보급소 설치, 빈민을 위한 

낮은 수도요율 적용, 공동 계량기 사업, 쓰레기 은행, 하수도 청소, 홍수 시기

의 구호품과 소독약 배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주목해야할 점은 서로 다른 

가정과 맥락 하에서 제안되고 실행되었던 프로젝트들이 한 장소에서 10년 이

상 진행된 결과 정책이 시행된 마을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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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다. 하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럿의 요인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장

소라는 의미를 넘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 다음 단계에서의 문제의 일부가 

되었고 프로젝트의 목적이 설정되고 정책이 실행된 후 '문제 식별-해결책'이 

낳은 효과가 또 다른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통째로 

‘문제’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P 마을에서의 상수도 보급 프로젝트의 예를 들어

보자. 자카르타의 물 민영화 사업은 도시 전체의 저조한 상수도 보급률과 좋

지 않은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이었으나 물 민영화의 결과로 물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그로 인해 빈민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물을 얻기가 더욱 더 어

려울 질 것이라는 전망 하에 민영화가 반(反) 빈민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곧바

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한다면 P 마을에서 벌어진 집중적인 친(親) 

빈민적 물 프로젝트는 물 민영화 사업의 악 영향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사업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돗물 민영화와 나란히 진행된 빈민촌 상수

도 보급 프로젝트는 ‘하나의 해결책’의 약점에 대한 2차적 해결책, 해결책으로

서의 물 민영화 사업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었다. 그 과정에서 더 큰 

스케일에서의 물 민영화 사업과 마을 스케일에서의 상수도 보급 프로젝트의 

논리가 충돌하고 절충되고 그 힘 관계가 역전되었다가 다시 되돌아가기도 했

으며 2차적 해결책이 진행된 마을에서 3차-4차-5차 해결책이 계속해서 출현

하였다. 즉 정책적 대상이 된 빈민촌과 물 (문제)는 그 관찰과 개입의 ‘객관적’ 

대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지 않는다. 여타의 대상(objects)과 마찬가지로 양자

는 각기 다른 시공간의 각기 다른 실천의 연쇄 속에서 다르게 상연된다

(enacted 上演) (Law 2004; Mol 2002). 빈민촌의 의미 그리고 물의 의미는 

이념, 사람, 사물, 기술, 텍스트를 결합함으로써 그 대상을 변화시키려는 정책

적 실천 속에서 다시금 구축된다. 

현재 자카르타에서 물 문제는 교통체증과 더불어 도시의 존립과 기본 기능 

자체를 위협하는 난제이다. 자카르타에서 물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

는 문제이지만 그와 동시에 엄격히 따져 본다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이다. 연구자가 인도네시아에서의 연구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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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TEK3)의 고위 공무원은 ‘북 자카르타 깜뿡의 물 다양체’(Water Multiple 

in a Kampung4) in North Jakarta)라는 연구계획서의 제목을 보자마자 자카

르타의 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자바 섬

이 아닌 다른 섬으로 옮겨야만 한다며 진담 같은 농담을 했다. 오랜 역사와 

구조적인 문제, 능력 부족 등의 조건으로 인해 어떤 해결책도 만족스러운 결

과를 낳기 힘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카르타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시행되었

던 거의 모든 대책은 미봉책이다. 같은 이유로 완벽할 수는 없더라도 한정된 

조건 하에서의 해결책을 계속해서 내어 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결책이 될 수 없는’ 해결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물 (문제)

은 이전까지 접속되지 않았던 여러 요인과 결합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

한다.  

도시 전체 수준에서 마을로 초점을 옮겨 온다면, 북부 자카르타에 위치한 빈

민층 거주지역인 P마을에서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5) 해결책

(Strathern 2004 참조)이 이어져왔다. 스트래썬이 주창한 ‘부분적 연결’은 행

위자와 그들의 활동을 정하고 배분하는 전체에 결친 일관적 원리가 아닌 동시

에 부분들이 어떠한 일관성도 없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인식도 거부한다. 현실

은 둘 사이(in-between)에 있다. 전체 혹은 일관성은 특정한 부분적 '연결'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만 논구될 수 있다. 마

찬가지로 ‘부분적’ 해결책이란 물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체적 

해결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가리킨다. 즉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적 실험

을 ‘부분적’ 해결책이라 칭하는 것은 그것이 불완전했기에 실패로 귀결될 수 

3) RISTEK은 Kementerian Riset Teknologi Dan Pendidikan Tinggi Republik 

Indonesia의 줄임말이다. 외국인 연구자에게 연구허가와 비자를 내주는 업무를 담당한

다. 

4) 인도네시아어로 넓게는 촌(村)을 좁게는 도시 내 촌락, 도시빈민촌을 의미한다. 인도네시

아의 도시정책 속에서 캄뿡은 통치의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재정의 되어왔으며, 도시정책

의 대상으로서의 깜뿡은 급격한 도시화에 의해 야기된 부정적 부산물이다. 깜뿡의 또 다

른 의미는 도시(Kota)와 대비되는 데싸(Desa)와 중첩된다.   

5) 스트래썬은 부분과 전체 사이의 관계에서 ‘전체적’ 연결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직 ‘부분적 연결방식들’(partial connections) 만이 있을 뿐이라 주장했다(Strather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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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는 비난이 아니며, 이상적인 목적과 현실 속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

사이의 격차를 지적하는 것도 아니다. 오랜 시간 뒤엉켜 온 빈민촌의 모든 문

제 전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히려 도로정비, 학교 설

립, 마이크로 금융, 상하수도 개선, 소규모 창업 보조 그리고 주민 이주에 이

르기까지 그 어떤 정책도 빈곤퇴치를 위한 전체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은 태

생적 한계가 아니라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총체적이

고 전면적인 해결책이란 없으며 빈곤 퇴치라는 큰 목표를 겨냥하는 해결책은 

‘부분적’ 해결책이 아니고서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 실험을 사회문

제에 대한 ‘부분적’ 해결책이라 칭함은 보다 나은 ‘온전한’ 해결책이 아닌 차

선의 개입이 선별된다는 약점보다는 문제점을 만들어낸 복합적인 요소들 모두

를 단번에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어떤 정책도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

인다. 정책에서 식별된 ‘문제’는 항상 문제점을 보다 덜 복잡한 것으로 환원한

다. 지금 당장 개입해야만 하는 절박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은 심각함, 

현실적 조건에서의 시행 가능성 등으로 표시되는 ‘문제점’은 문제 일반이 아니

라 개입방법과 짝을 이룬다. 

정책적 개입을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접근이라 

고 이해한다면, 왜 특정 시기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해결책이 작동할 수 있

었는지를 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부분적’ 해결책이란 구체적 개입이 가능하

도록 문제를 한정하여 식별하는 방식 즉 정책 실험에서 설정한 문제 자체가 

여럿이라 파악한다. 이를 통해 다음의 질문을 할 수 있다. ‘부분적’ 해결책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실행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해

결책이 ‘부분적’이었음은 언제까지 드러나지 않고 용인되는가? 그 효력은 어디

까지 이어지고 또 끝나는가?    

물 다양체(water-multiple)

  물 다양체6) 개념은 네덜란드의 병원에서의 동맥경화증에 대한 연구를 진행

6) 몰의 분석이 동맥경화증에 걸린 몸이 환자와 의사의 최초의 만남, 징후와 증상, 병원의 



- 7 -

했던 몰(Mol)의 책 제목인 몸 다양체 (Body multiple)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몰의 분석에서 몸 다양체란 하나 이상이지만 여럿보다는 적다(more than 

one less than many). 몰은 몸과 병이라는 객관적 대상/증상이 하나로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증상과 병원에서의 진단, 치료법, 수술, 재활 등

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하

나의 몸과 그것을 해석하는 (주관적인) 복수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지점에서 서로 다른 양태로 만들어지는 몸들이 있다. 몸 다양체는 하나

의 진단/방법/치료에 의해 온전히 설명될 수 없다는 면에서는 하나 이상이지

만, 그것에 대처하는 설득력 있는 방법과 협상의 원칙에 의해서만 증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없이 늘어날 수는 없다. 몸 다양체는 주어진 담론적 비-담론

적 상황에서 한정된 지점들을 통과한다. 더 나아가 몰은 과학으로서의 의학의 

시선을 대표하는 의사의 관점과 실제로 병을 앓고 체험하고 있는 환자의 관점

을 객관적인 몸과 병에 대한 두 가지 해석으로 보아왔던 가정에 대해 반대한

다. 전문가적 지식 vs. 환자의 (과학의 문턱을 넘지 못한) 체험(적 지식)이라는 

대립은 병원 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실천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초

의 진료, 병의 진행에 따른 징후와 증상, 병원의 각 부서의 각기 다른 방법, 

수술여부의 결정과 치료, 재활 과정에서 전문가는 환자의 체험에 크게 혹은 

작게 의존하며 환자의 경험 역시 의사의 조언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 역시 

물 다양체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정책 입안자와 주민이라는 대립을 분석에 있

어서의 기본적 틀로 채택하지 않았다. 정책적 개입 속에서 각기 다른 물이 각

기 다른 물질적·비물질적 매개를 거쳐 증식한다. 몰이 거부 했던 이분법 그리

고 “하나 이상이지만 여럿보다는 적은” 다양체의 존재방식은 빈곤 퇴치를 위

해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실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빈민촌의 

물을 추적하는 작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물 다양체는 빈민촌에서의 물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결책들의 ‘꼬리 물기’를 

각 부서, 치료 과정 등을 국면과 상황 속에서 ‘같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서와 기

록, 협상과 침묵 등을 통해 하나인 것 ‘처럼’ 안정화되는 과정에 대한 기술이라면 자카르

타의 다양체로서의 물은 하나의 기관(institute) 혹은 제도로서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장

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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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하기 위한 개념어이다. 물은 여러 양태로 존재한다. 그 형태와 성질 그리

고 의미를 고려할 때, 물이 통시·공시적 측면에서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의 양태가 아니라 여럿의 양

태를 취하는 물은 여전히 물이다. 흐르고 막히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오염되고 

정화되는 각각의 순간에 여타의 것과 결합함으로써 물은 다른 효과와 의미를 

취한다. 물은 다음 순간이나 다른 위치로 흘러 쉼 없이 다른 양태를 취한다. 

그런 의미에서 물은 잠재적으로 이미 있었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은 이미 내

포되어 있던 형태들 중 하나가 된다. 이상의 의미에서 물은 철학적 개념인 다

양체(multiplicity)7)에 대한 정확한 예이다. 즉 다양체로서의 물이란 물이 그 

성질- 색깔, 냄새, 오염도, 많고 작음, 경로 - 등에 따라 여럿으로 명명될 수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하나의 양태가 다른 것으로 변화8)

한다는 점에서 사람, 사물, 제도, 가치가 연결되는 방식, 즉 연결방식으로서의 

사회를 그대로 드러낸다.9) 반면 고정된 한 순간에서 물의 의미를 분석하거나 

기술(記述)함에 멈춘다면 다양체로서의 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효과는 급격

히 반감될 것이다. 다양체란 개념은 존재양식 전반에 관한 지침이지 특정한 

사태를 묘사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 다양체’는 물이 취하는 양

태가 변모하는 양상을 추적하고자 할 때 다시 말해 물과 여타의 대상, 기술(技

7) 다중(multitude)은 인문 사회과학에서 다양체 개념에 기댄 널리 알려진 예이다. 물의 다

양체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의나 본질, 규정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그 스스로가 지

속적으로 달라지는 속성이 다중 개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비르노는 스피노자의 다

중 (믈티투도 multitudo) 개념을 빌려온다. 다중이란 “공적인 무대에서, 집단적 행동에

서, 공동체의 사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로 수렴되지 않은 채, 운동의 구심적인 형

태 내부에서 소멸하지 않은 때, 그 자체로 존속되는 다원성(복수성, plurality)을 가리킨

다”(비르노 2013:13). 

8) 윌크스 야코비, 슈벤크는 물이 생명의 근본이라는 표제 하에, 물은 그 구조가 변화한다, 

새로운 행태를 만든다, 생명을 유지한다. 리드미컬하고 구조를 지닌다, 완화기능을 가진

다(2008:54-55)고 요약한다.  

9) 스트랭은 인류의 역사상 대다수의 사회가 물을 공공재로 취급했으며, “공공재란 모든 집

단의 성원이나 시민이 권리를 지니며 집단의 부나 안녕- 본질적으로는 서로 밀착된 사회

기구의 ‘생명선’-을 구성하는 어떤 것”(스트랭 2015:76)이기에 특정 공동체는 물을 함께 

사용하고 물길을 공유함으로써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음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 도래 이

후 현재 물 민영화 추진을 둘러싼 이견들이 경합하는 순간에도 공공재로서의 물의 오랜 

역사는 민영화 반대논리의 물-기본권 주장뿐만 아니라 찬성론자의 논리 속에서 여전히 

논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2장 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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術), 주체, 실천 - 빈민, 국가, 개발 프로젝트 - 등과 결합됨으로써 그 이전과 

이후의 성질과 의미가 달라지는 양상을 추적하고 분석할 때 유용하다. 해결책

들의 꼬리 물기를 추적하는 작업 속에서 물 다양체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드

러날 것이다. 물 문제가 표층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지반 침하로 받아들여질 

때 그 해결책은 우물물 사용금지와 공식적 상수도 보급의 확대로 꿰어 맞추어

진다. 오염된 물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협이 문제라면 물을 끓여 사용해야 한

다는 교육이 필요하며,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물 소매상의 횡포

가 문제라면 비공식적 물 거래의 금지와 보다 공정한 물 공급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여럿의 '문제 식별-해결책'의 쌍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

제로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다른 쌍들이 유예되기도 하며 재등장하기도 한

다. 물 문제에서 드러나는 물 다양체란 하나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과 

관점에서의 다수의 해결책이 있다는 인식을 넘어 처음부터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 식별이자 해결책’들이 각기 다른 전제와 방법을 통해 겹치고 갈라

지며 증식한다는 관점에서 논구될 수 있다. 

물 다양체는 담론적·비 담론적 요소와 결합하면서 흐르고 멈추며 분기하고 

증식하며 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물이 항상 다수라는 명제는 그것을 정의하

고 고정하려는 여러 시도의 불완전함 혹은 예기치 않은 실패를 한데 묶어 비

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은 항상 다수이며 정해진 경로나 기능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항상 잠정적이며 한계를 지닌다

는 점을 강조한다. 빈민촌에서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만족스러

운 결과를 낳지 못하는 이유로 흔히 거론되는, 동원할 수 있는 인적· 물질적 

자원의 부족, 문제의 복합성, 정책의 목적에서의 당파성 등은 실패라는 종착점

과 그 정책이 극복하고자 했던 출발점을 같은 것으로 놓는다는 점에서 동어반

복이다. 동어반복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추적해야만 한다. 물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쪽과 정책의 대상이 되는 실제 주민이라는 두 개의 행위자보

다 더 많은 행위자들을 찾아내고, 정책적 실험의 출발점에서의 다수였던 물이 

여타의 것들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또 다른 다수로 변형되었는지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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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내야만 한다.  

  물 기본권을 주창하며 공공재로서의 물에 대한 무제한으로 열린 사용을 주

창하는 빈민운동가에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의 대처법을 교육하는 지역 공무원

에 의한 재해 대처 방안 교육에 이르기까지 물은 각기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포착된다. 그 과정에서 ‘빈민들의 입장과 관점’ 그리고 ‘빈민정책의 입안자 혹

은 국가의 관점’은 지속적으로 뒤섞인다. 물 다양체는 양자 사이에서 합의된 

것 그리고 혹은 상충하는 대립을 결정짓는 지점을 따라 흐르고 또 그 궤적을 

벗어난다. 물은 증식하고 ‘다른 물’이 되는 것이다. 비베이로스 드 카스트로는 

다양체란 그 안에 되기(becoming)을 포함한다는 점을 “되기와 다양체는 같은 

것”(Viveiros de Castro 2014:160)이라 강하게 표현한다. 본질을 갖지 않은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을 통해 물 다양체가 그 양태를 달리하며 만들어지는 

한, 그 일관성은 항상 위태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체가 존재하는 방식은 

‘되기’에 근거하며 오직 ‘부분적 연결’을 통해서 즉 이전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만 새로운 연결을 구축할 수 있다. 다양체가 구성되는 하나하나의 연결은 기

존의 연결점에 또 다른 것이 접속되어 이어지는 과정일 뿐 아니라 새로운 속

성을 지닌 행위자가 등장하는 과정이다. 

실험실-마을 

  실험이 벌어지는 장소가 실험실이다라는 문장은 별 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

는다. 라투르는 실험실을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도구를 모아 놓은 곳” 

(2016:143)이라는 정의를 제시한다. 그는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작업을 특정한 

과학적 언명이 사실인지 인공물인지를 판정하는 일이라 규정하고 그 판정을 

위해 동원되는 도구가 실험실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 보았다(Latour 1987, 

1988). 증명하고자 했던 가설이 검증되는 과정의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시각적 디스플레이’가 도구(혹은 기입장치 inscription device)라고 본다면, 

복잡한 사회문화적 문제에 개입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 실험실은 

하나 혹은 여럿의 부분적 '문제 식별-해결책'의 쌍이 있고 그것들이 상호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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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실험들과 실험실의 관계는 ‘부분적’ 

해결책(실험)과 그 해결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2차’(3차, 4차...) 해결책

들이 중첩되면서 만들어지는 효과를 낳는다. 

본 논문의 대상은 자카르타에서 가장 심각한 물 문제에 시달리는 곳 중의 하

나이자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불완전한’ 정책적 시도가 집중적으로 진행되

는 한 마을이다. 정책 -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 - 이 진행 중인 마을에서 벌

어지는 일은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층위와 더 이상 마을이라고 부를 수 없

는 층위를 동시에 포함한다. 근대 이후 국가는 ‘일상생활’을 재발견하고 포섭

하고자 했으며 일상생활은 더 이상 평범함이나 보통사람들의 풍속만을 의미하

지 않는다. 일상의 영역은 “근대의 경험, 생활을 재조직하는 영역으로 새로운 

근대성의 역사가 펼치지는 장소”(Harootunian 2000:69-70)이다. 현대 사회에

서 정책은 점점 더 핵심적인 개념이자 도구가 되었고,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

는 정책으로부터 동떨어진 일상생활의 영역을 찾기 힘들다.10) 특히 삶을 영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건인 물이 부족하며 일상생활을 정지시키는 

홍수가 반복되는 빈민촌에서 물 관련 프로그램은 삶 전반을 다시 짠다. 

국가 그리고 국가의 기능을 떠맡는 NGO의 활동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마을

에 대해 ‘물’에 초점을 맞춘 민족지는 무엇을 어떻게 써야하는가? 마을을 통치

하는 국가의 통치술 혹은 스타일에 대한 분석이나 비판이 그 내용이 될 수 있

고, 일상생활에서의 정책의 효과나 마을 주민들의 반응과 해석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관통하는 어떤 곳에 대한 자세한 

사례라 부르든 혹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고 관찰되는 빈민촌의 ‘문화’라 칭하

든 이 두 가지의 틀은 마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쓰는 기술(記述)의 내

용이 아니라 그보다 상위의 문제 틀이다. 진위여부나 해석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두 문제 틀은 마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 국가와 마을 양쪽의 의미

와 영향력을 계속 바꾸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후적이고 초월적 해석이다. 

10) 쇼어와 라이트는 정책 영역을 삶 전반에 걸친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놓는다. “정책에 

대한 연구는 인류학의 핵심적인 영역 즉 규범과 제도, 이데올로기와 의식, 지식과 권력, 

수사(수사)와 담론 그리고 의미와 해석, 전 지구적인 것과 지역의 것 등으로 이어진

다.”(Shore & Wright 1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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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험실이 ‘된’ 빈민촌에서 국가와 마을의 관계를 통치의 주체로서의 국

가가 정책을 통해 일상을 재조직하려 한다고 요약한다면 그것은 틀리지는 않

으나 절반의 진실이다. 정책에 의해 재조직되는 일상은 이미 국가의 여집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vs. 일상생활이라는 구분은 힘의 두 방향 즉 <국가 → 

일상생활>과 <일상생활→ 국가>가 병립하는 공간을 분석하기 위한 담론의 틀

로서 여전히 유효할지 모르나 일상생활에서 작동하는 정책의 추이에 대한 일

차적인 기술이나 묘사를 위한 틀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마을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은 정책이 입안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에 

의한 것인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정책입안자는 정책실패의 원인

을 주민과 빈민촌의 탓으로 돌리고 주민들은 국가와 NGO를 탓한다. 지속되는 

과정의 최후 단계에서 정책의 주체로서의 국가(그리고 기관)과 정책의 대상로

서의 주민(혹은 일상)이 다시 등장한다고 해서 그 전체의 과정 속에서 양자의 

자격과 위치가 계속 관철되었다고 보는 것은 전지적 시점에서 사태를 보는 것

과 같다. 전지적(혹은 초월적) 시점은 불가능하다. 실험실로서의 마을에서 벌

어지는 상황은 한 순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과정이다. 조문영이 “신자유주의

적 정치경제 하에서의 빈자의 경험적 조건을 동질화하기보다 중국의 도시 빈

민의 역사성(historicity)을 강조하는 쪽” (Cho 2013: 170)을 택한다고 선언할 

때 또 클라라 한 (Han 2012)이 빈곤이란 삶/존재 양식 자체이며 그 자신은 

신자유주의적 체제(혹은 장치)의 한 버전이 아니라 빈곤이라는 삶의 존재양식 

자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을 때, 그들 역시 국가에 의한 빈민(촌)의 생산이나 

일상에서의 반응과 저항이라는 상위의 틀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험 그리고 실험실-마을 이라는 은유는 국가가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정책

이라는 수단을 통해 관철시키려 한다는 문제 틀로부터 거리를 둔다. 지난 40

여 년간 자카르타의 깜뿡은 도시빈곤 퇴치 프로그램들의 ‘실험실’이었다. 특히 

자카르타 북부의 깜뿡들은 네덜란드 식민시기 이후의 오랜 역사를 지닌 극도

로 조밀한 인구집중 지역이다. 여러 하천이 자바해(海)와 만나고, 크고 작은 

운하와 수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주민의 대부분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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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리 바깥에 있는 비공식 영역에 감추어져 있다는 조건 등으로 인하여, 각

종 빈민 대상 정책들의 실험장이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물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홍수와 깨끗한 생활용수‘로 대표되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외부로부터의 개입과 개선 시도가 마을에 들어오는 

과정과 그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즉 자카르타의 도시빈민들의 집중 거주지인 

깜뿡에서의 ‘삶’을 ‘물’을 중심으로 기술(記述)한다. 연구대상인 P 마을은 통상

적 기준을 따른다면 상호간의 면 대 면 관계가 가능한 정도를 확연히 넘어서

는 규모를 고려할 때나 주민들이 자기 정체성의 근거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는 점에서 볼 때 ‘마을’이 아니며 ‘실험실’일 수도 없다. 그러나 물-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는 정책의 실험실로 채택되었기에 마을인양 유통되고 작동한다.  

만일 (비교적) 소규모의 구성원이 (비교적) 폐쇄적으로 (비교적) 동질적인 ‘문

화’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기준을 사용한다면, 조사지인 P마을은 통상적인 

‘마을’이 아니다.11) 마을 공동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이미 소규모의 구성원

들이 외부와 단절된 채 동질적인 생활양식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상형(理想型)

을 더 이상 지지하고 있지 않는다. 실험실-마을이라는 은유는 허구적 이상형

을 거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면대면 관계가 공동체 전체 성원의 관계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낮고 외부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이질적인 생활양식을 지니

는 이들이 ‘어떻게’ 하여 마을인 것처럼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

는 하나의 방법이다. 즉 마을은 ∼ 하다라는 ‘사실적· 기술적 규정이 아니라 

마을은 ∼ 라고 간주되는가와 관련된 규범적 규정이라고 유보한 후에, P 마을

은 프로젝트와 결합됨으로서 마을로서, 마을인 것처럼 간주된다. 물론 정책에 

의한 실험실-마을이라는 범주에 마을에 사는 모든 이들이 포함되지 않음은 당

11) 이론적 논의의 장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동질성 즉 그들이 공유하는 속성에 의거하여 공

동체를 정의하는 방식은 이미 많은 이들로부터 비판받았다. 그러나 공동체로서의 마을은 

동질적이라는 진술과 마을 공동체를 무엇인가를 공유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명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마을을 단위로 설정하는 프로젝트가 설정될 때, 그 기획은 그 대상을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마을을 물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P마을에서 시행되어온 물 프로젝트는 착수되지 않았을 것이다. 프로

젝트가 설정한 물 문제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같은 정도와 양상으로 경험되지 않

는다는 비판은 정책적 개입의 대상으로 간주된 공동의 문제가 있다는 진술과는 다른 층

위의 문제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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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을 내에 살아가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다. 

P 마을 사람들은 한국의 아파트 주민과 같은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몇몇 이

웃이나 친척을 제외하면 서로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소득수

준이나 생계방식 역시 충분히 다양하다. 대부분이 자바 종족이지만 ‘자바의 전

통 가치’인 루꾼(Rukun)12)에 대해 묻는 나에게 별걸 다 안다고 놀리는 이기

적인 대도시민이기도 하다. 반면 자카르타 빈민의 물 문제에 대해 다루는 대

다수의 논자들은 연구 대상인 P 마을을 포함하는 자카르타 북부 빈민지역을 

빈민구제 혹은 빈민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의 실험실이라 부른다. 1960년대 말 

도시 새마을 운동이라 부름직한 KIP(Kampung Improvement Project)가 30

년 동안 진행되었고, 1990년대 말 수하르토 정권에 의한 자카르타 수돗물 민

영화 이후에는 수돗물 가격 인상이 빈민층의 물-접근을 더욱 더 어렵게 할 것

이라는 예상 하에 친-빈민 정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2000년 이후 더욱 

더 심각해진 홍수피해를 매년 겪고 있는 P마을은 2008년에는 빈민촌 개발 프

로젝트의 종합선물세트라 부름직한 국제 NGO 머시콥(Mercy Corp)의 주 활

동무대이기도 했고 조사 당시(2015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또 다른 국제 

NGO 미래의 전망(가명)의 활동지역이다. P 마을은 ‘도시 내 마을’ 이라는 전

통적인 범주에서는 도시 빈민 공동체의 ‘사례’가 되기 힘든 반면, 국가 및 국

내/국제 NGO의 빈민구제 사업이라는 맥락에서는 빈민촌에서 시도된 정책적 

실험의 ‘사례’가 된다.  

동사무소의 직원들과 NGO활동가들 사이에서 조사대상인 P 마을은 정책의 

‘실험실’이라 불리었다. ‘실험실로 불리는 마을’이라는 구절은 ‘마을을 대상으

로 하는 정책은 사회공학에서의 실험이다’란 문장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그 

함의가 다르다. 마을=실험실이라는 등식은 그 안에 충돌과 모순을 안고 있다. 

마을은 엄격한 의미에서 실험실일 수 없기에 그 ‘실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

지는지와 관련된 한 다발의 질문을 예고한다. 반면 두 번째 문장은 (사회) 실

12) 루꾼(rukun)은 자바인의 사회관계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는 개념으로 사이좋고 평

화로운 혹은 마음(의견)이 일치하는 이란 의미를 지닌다. 이 개념은 앞서 자바 문화의 독

특한 행위 규범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김형준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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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내걸었던 목적과 수단 그리고 성패에 관심을 한정한다. 실험주체가 실험

대상에 가하는 조작과 그에 따른 결과가 매끈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험이라는 비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의 난관이 정책의 실험

실로서의 마을에서 드러났다 사라짐을 반복한다. 마을 개발 프로젝트가 정책 

입안자의 손을 떠나 상연되는 순간부터 정책은 그것을 계획한 주체(국가나 기

관)에 속하지 않으며 그 정책이 대상인 마을에 이미 있었던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마을에 속했던 것도 아니다. 정책의 실험실에서 작동 중인 정책은 주

체와 대상의 위치가 뒤섞이고 바뀌는 독특한 공간을 창출한다. 정책의 주체는 

항상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만나고 정책의 대상은 정책으로 인해 새로 펼쳐지는 

조건들을 전유(專有)하고 기식(寄食)한다. 뒤따르는 정책은 이전의 정책의 불확

실성을 출발점으로 삼아 또 다른 테크닉을 짜낸다.   

만일 정책이 (통치) 수단이며 그것을 통해 어떤 주체가 권력의 대상으로 혹은 

특정한 주체성이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면 (Shore & Write 1997:3 참조) 정

책에 대한 연구는 그 의도와 성패를 판정하는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13) 이

는 사회공학 분야에서 전형적인 틀로서 개입과 결과를 연결하는 일종의 인과

성을 찾아내려 한다. 그 구도에서 국가는 주체이며 마을은 객체 혹은 대상이

다. 국가(x)는 정책(z)을 통해 마을(y)을 변화시키려 시도하며 그 결과 성공하

거나 실패한다. X -(z)-> Y. 그런데 위 도식에는 실험이 진행되는 시간과 그

것이 벌어지는 공간이 누락되어 있다. 반면 특정한 정책(들)이 마을이라는 장

소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지속된다면 ‘정책의 실험실로서의 마을’에 대

한 또 다른 기술(記述)방식이 요구된다. 정책을 통해 마을에 들어온 국가는 어

떻게 마을의 일부가 되며, 정책을 통한 국가의 개입으로 변모하는 마을은 어

떻게 국가와 연결되는가? 진행되는 정책이 정책의 실험실이라는 공간을 만들

며 그 안에서 이전에 실행되었던 정책과 현재 실행 중인 정책 그리고 이후의 

전망이 뒤섞일 때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는 뒤섞인다. 정책이 그 대상들에 

의해 변질되고 수정됨으로써 구체화될 때, 정책의 주체는 정책입안자가 아니

13) 통치성에 대한 설명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설정하는 쇼어와 라이트의 연구는 그 의도와 

성패에 대한 비판에 직접적인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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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책이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대상자가 되며 정책 수립자는 정책이 예기치 

않은 결과에 영향을 받아 이후의 정책을 수정한다. 즉 국가(x)와 마을(y)은 정

책이라는 장(場)(z')을 통해 만나며 그 안에서 “관계는 두 항이 아니라 네 항을 

동원하며, 서로 엮인 이종적 계열들 안에서 재분배된다. 즉 y를 감싸는 x는 x'

이 되는 한편, x와 이런 관계에서 취해진 y는 y‘이 된다.” (Zourabichvili 

2003:29-30, 김재인 2015:222에서 재인용) 정책의 실험실이 마련되었다면, 그 

안에서 국가와 마을 양자는 다른 것으로 ’된다.’ 두 항이 아니라 네 항이 생성

되는 정책의 실험실에서 국가는 국가1, 국가2, 국가3 등으로, 마을 역시 마을

1, 마을2, 마을3 등으로 증식할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자신의 빈민(촌) 연구를 ‘빈곤의 문화’14)에 대한 연구

라며 선언할 전문연구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문화는 변하고 발명되고 경합하

며 미끄러지며 빈곤의 악순환이 빈민들 자신의 발목을 잡는 그들의 문화 ‘때

문’이라 단언하기는 힘들며, 괄호 안에 ‘비교적’이라는 완충제를 넣지 않고서

는 마을-공동체라는 용어 자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빈민촌이 정

책의 실험실이라는 규정은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진다. 고전적인 마을 혹은 

공동체라는 기준으로 하나로 묶기 어려운 도시빈민 지역은 자카르타의 대표적

인 빈민정책의 실험실이라는 이유로 ‘마을’이라 상상되며 같은 맥락에서 빈민

촌 연구는 통치성 연구의 사례15)가 된다. 그러나 실험실-마을이라는 개념은 

자체로 형용모순(形容矛盾)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실험실의 의미를 받아들인다

면, “실험자가 직접 변수를 조작하는, 통제되고 재현 가능한 실험실 실험은 대

14) 빈민연구에서 악명 높은 빈곤의 문화론이 지니는 아이러니는 오스카 루이스가 주창했을 

때의 빈곤의 문화 자체가 연구의 출발점이 아니라 결론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다. 그

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국경과 지역을 넘어선 공통의 속성에 빈곤의 문화라는 이름

을 붙였다. 이후 진행되었던 수많은 비판점과 상이하게 오스카 루이스는 그것이 고립된 

빈민들만의 속성이라 보지 않았고 국가 혹은 계급 간의 불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계급과 근대화 등의 요인들이 작동한 결과 빈곤의 문화가 만들어

진다. 그러나 오스카 루이스 이후 빈곤의 문화는 주어진 것으로서 출발점의 전제로 변모

한다.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듯 빈곤의 문화는 설명되고 확인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 되었다. 이 변모의 이유는 루이스 자체가 문화 자체를 생활양식에 있어서

의 정수 혹은 본질(essence)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15) 이 문장에서 사례란 소극적 의미만을 지닌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인도네시아에서

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라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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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과학적 방법의 보증서로 여겨지고 있다... 의문의 여지없이 이러한 접근 방

식은 원인과 효과의 연쇄를 확정하는데 유일하게 강력한 방법” (다이아몬드· 

로빈슨 2015:7) 이라면 직접적 변수 조작과 통제가 불가능한 ‘마을’은 실험실

일 수 없다. 그러나 “언어는 그 본래적 한계 때문에 ‘차이의 개념’ 즉 본래의 

차이, 존재론적 차이를 ‘개념적 차이’, 즉 언어적 차이로 치환해 버렸다... 언

어가 현실과 충돌할 때 우리는 현실에 근거해 논리를 수정함이 옳다. 언어가 

실증과 충돌할 때도 마찬가지다.” (김재인 2012:21). 언어와 현실이 충돌할 때 

현실에 맞추어 언어와 논리를 수정하라는 위의 요구는 사례-연구로서의 인류

학이 가장 잘 답할 수 있는 요구일 것이다. 국가와 NGO의 정책은 실험실이 

될 수 없는 P마을을 마치 실험실인 것처럼 간주함으로써 마을인양 만들어낸

다. 그렇다면 ‘~인 것처럼’이 겹겹이 싸여있는 모습이 그러내고 그것이 안정되

고 또 불안해지는 양상을 쓰는 것이 실험실-마을에 대한 사례-연구가 된다. 

정책이 마을 자체를 만들어내는 양상이 출발점이지 정책 이전의 마을을 출발

점으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마을이 국가와 명확히 구분되는 무엇

인가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험실-마을로서의 P 마을은 물이 사람과 사물과 짝 지워지는 연결 방식 즉 

물의 행위자-연망(혹은 배치물 assemblage)이다.16) 다양체(multiplicity)와 행

위자-연망은 하나의 연결방식의 두 가지 측면을 칭한다. 다양체는 연결점 위

에서 다른 속성, 의미, 차이를 얻는다면, 행위자-연망은 그 연결점의 결합을 

칭한다.17) P 마을은 동질적이지도 자립적이지도 폐쇄적이지도 않지만 생활용

수 부족과 홍수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단인 

여러 정책들이 수행되어왔고 실행되고 있고 평가된다. P 마을을 하나의 단위

라고 부를 수 있음직한 총체적이고 공유된 문화가 구성원들 사이에 있다고 말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P마을을 정의하고 실체로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공동

의 적과 그에 대항하기 위한 기획은 있다. 기획으로서의 정책이 ‘문화’를 대체

16) 다양체로서의 물(Water Multiple)과 물의 배치물(Assemblages of water) 사이의 관계

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1-2 참조.  

17) 연결로서의 분리(separation as connection)이라는 스트래썬(Strathern)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1-2에서 상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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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국가와 일상생활의 영역이 뒤섞이고 개개인의 삶의 대부분의 영

역을 직접 돌보아야 한다는 이상(理想)이 지배하는 복지국가의 틀 속에서 ‘문

화’는 개입과 고려와 기획과 함께 간다. 아파두라이는 문화개념을 명사형과 형

용사형으로 나눈 후 전자를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일종의 대상이

나 사물로서, 혹은 실체로서 간주하려는 태도를 함축”(아파두라이 2004: 

26-7) 하며 그로 인해 (명사형으로서의 문화란) “인종이라는 담론공간으로 되

돌아가버리고 만다”(같은 곳)고 비판한다.18) 더 나아가 그는 명사형으로서의 

문화의 대표적인 예인 문화주의를 “단순하게 말한다면 국민국가의 수준에서 

동원되는 정체성의 정치” (같은 책 33쪽) 라 규정하였다. 마을도 아니고 실험

실도 아니지만 실험실-마을로서 작동하는 양상은 국민국가(+국제NGO) 의 수

준에서 동원되는 '기획'과 떨어질 수 없다. 

매개로서의 실험과 실험들 

앞서 제시했던 세 개의 표제, 부분적 해결책, 물 다양체, 실험실-마을은 공히 

‘무엇을’ 통해 ‘어떻게’ 정책적 실험과 실험실-마을이 작동하는가에 대한 질문

으로 귀결된다. 즉 실험들이 이어지는 각각의 순간에 여타의 것과 결합함으로

써 다른 효과와 의미를 얻어 다른 물이 ‘되는’ 물 다양체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연결망과 그 위의 점을 포착해야만 한다. 그에 대한 실마리를 ‘관계의 철학’을 

주창해왔던 세르의 매개/번역에 대한 은유19)인 잠수함의 기밀실 혹은 운하의 

갑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르는 인간, 사물, 제도, 가치 등의 연결인 사회체

18) 아파두라이는 명사형으로서의 문화를 비판하면서 물상화된 문화개념이 인류학이 태동했

을 때 대결하고자 했던 인종과 같은 것이 된다고 매우 강력하게 비판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 트루요 참고(인용 보충할 것) 

19) 행위자-연망 이론의 주된 주창자인 라투르(Latour)의 스승으로 알려진 세르는 매개와 

번역을 통한 세계의 구축/해체를 천사와 헤르메스라는 은유를 통해 풀어쓴다. 그리고 그 

모호한 비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당신은 수중에서 

수면으로나 한 구간에서 다음 구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잠수함이나 수문의 작은 

밀폐장치를 알고 있습니까?” “잠수함의 기밀실(氣密室) 또는 운하의 갑실(閘室) 말입니

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밀실 또는 갑실의 만능열쇠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거기에 

천사의 보편성이 있어요!” (세르 200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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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밀실 갑문 모델의 다이어그램  

가 매개와 번역에 의해 만들어지며 각각의 연결이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

을 특정한 방식으로 접속시킨다고 파악한다. 그 접속은 그 연결점 근처에 모

여든 (넓은 의미의) 행위자를 또 다른 것과 연결시킴으로서 복잡성을 축소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전과는 다른 연결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생성하기도 한다. 

기밀실과 갑문을 매개와 번역의 원(原)형태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널리 알려져 

있는 갑문 운하의 작동원리로부터 확인해보자(그림 1-120)참조).  

운하 앞에 도착한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⓵ 

배가 수위가 낮은 쪽으로부터 도크로 들어온다. ⓶ 배가 들어온 방향의 도크

와 낮은 쪽에 위치한 수문들이 닫혀 물은 가둔다. ⓷ 높은 쪽 수문이 열려 중

력으로 인해 물이 밀려들어와 배를 위로 밀어 올린다. 

⓸ 도크 안의 수위가 운하의 위족 부분과 같아지면 위쪽의 문이 열리고 배는 

상류로 빠져나간다. 그림 1-1은 은 이상의 설명을  압축하여 보여준다.  

갑문 운하의 작동 원리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적 해결책과 물 다

20) 다이어그램의 출처는 Great Lakes St. Lawrence Seaway system. 

http://greatlakes-seaway.com/en/seaway/locks/index.html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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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체의 등장에서 반복된다. 첫째, 생활용수 부족, 홍수, 지하수 오용으로 인한 

침수, 하수시설의 부족, 물장수의 횡포, 오랫동안 지속된 빈곤 등이 엉켜 있는 

빈민촌에서의 물 프로젝트는 문제를 잘라냄으로써만 개입할 수 있다. 둘째, 분

절을 통해 마련된 새로운 시공간 안에서 정책적 실험이 수행되고 개입이 마무

리된다. 셋째, 하나의 실험이 마무리되면 그 실험이 의도했던 그리고 의도치 

않은 효과가 뒤따른다.21) 정책적 실험에서의 '문제식별-해결책'은 일종의 짝 

짓기(coupling)로서 당면한 순간 특정 지점에서의 문제의 복잡성을 감축함으

로써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다른 실험이 이어진다면 그 것은 

이전과는 다른 결합을 채택함으로써 즉 이전의 짝을 끊어야만(uncoulpling) 

한다. 현재의 한정된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할 개입을 원인으로 설정하며 

그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를 설정함으로써 물 문제는 물 프로젝트로 변모한다. 

빈민들이 겪는 ‘사회적’ 고통이 정책공학에서의 기술적(技術的) 문제로 번역되

는 것이다. 물과 인식 틀, 이념, 기술, 행위자와의 결합이 물 다양체의 존재양

식인 것이다. 

1-2. 연구 지역 개관  

자카르타는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커진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시달리고 있

다. 특히 도시 내 하천과 호수의 수질오염, 홍수, 물 공급량 부족, 상수도 민

영화에 따른 논쟁들, 지나친 지하수 사용에 따른 지반침하 등 여러 층위에서 

여러 물 문제가 부각되어 ‘지속가능한’22) 물 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21) 하나의 연결이 항상 다른 연결이 끊어졌음을 의미한다는 관찰은 스트레썬의 연결로서의 

분리(separation as connection) 주장의 강한 이미지이다. 연결로서의 분리 론이 행위

자-연망 이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자 발전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할 것이다. 

22) 세계환경개발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보

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가 1987년 발표되면서 환경 분야에서 

이 단어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노르웨이 수상 그로 함렘 브룬트란트와 여타

의 의원들은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33)이라고 선언하였다. 반면 엥겔만은 

최근 이 단어는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다른 방도보다는 환경에 좀 더 유익한' 과 같은 

의미로 변형되었다고 비판한 바 있었다(엥겔만 2013: 33-35). 본 논문에서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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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자카르타 지도   

있다 (Bakker 2006; Barraqué 2010; Special Unit for South-South 

Cooperation 2012).  

(출처 http://indonesia.wikia.com/wiki/File:Map-Jakarta-overall.png) 

  자카르타의 물 위기는 사회적일뿐 아니라 자연적· 생태적이기도 하다. 이는 

물 문제가 정치적으로 한정된 물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를 둘러싼 사회정

개발의 의미는 엥겔만의 지적했던 변화된 용법에 더 걸맞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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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문제일 뿐 아니라 도시라는 인공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자연적 문제이

기도 하다는 점을 가리킨다. 자카르타 글로브Jakarta Globe는 자카르타의 물 

위기에 대한 특집 기사에서 물을 둘러싼 다면적 위기를 다음과 같은 통계적 

수치를 사용해 제시했다. 20%의 자카르타 시민은 화장실을 갖지 못하고 있고, 

2020년까지 3천 5백 만 명의 인구가 대 자카르타(Jabodetabek, Greater 

Jakarta)23) 지역에서 물을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하르토(Suharto)

의 신질서(New order) 시절과 비교한다면, GDP에서 물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어 당시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

다. 매일 140마리의 코끼리의 무게에 해당하는 하수가 그대로 지표면과 수로

로 스며들고 있다. 40만 리터의 쓰레기가 도시를 흐르는 강과 운하로 그대로 

버려지며, 지하수의 남용으로 인해 매년 25cm씩의 지반침하가 일어난다. 자

카르타의 40%에 이르는 가구가 수돗물의 혜택을 입고 있지 못하고, 각 가정

을 도시의 하수처리 네트워크와 연결시키기 위한 최소비용은 600달러에 이른

다. 자카르타 전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 20%가 하천에 버려져 강의 흐름을 

50% 지체시킨다(“Waterworries” Jakarta Globe 2009 07/25-26) 전 주민의 

40%가 수돗물에 접근하지 못하는 데다 수돗물의 수압과 수질 또한 만족스럽

지 못하다. 실질적으로 하수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도시 내 하천과 운하는 

심각한 오염과 배수(排水) 실패를 겪고 있으며 매년 우기(雨期) 때마다 도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홍수의 위협에 시달린다. 

자카르타의 물 문제는 도시 전역에 걸친 기반시설의 취약함과 무분별한 개발

의 결과이지만 본 연구가 진행된 빈민촌 P마을에서의 물 문제가 부각된 배경

은 도시 전체에서 물 문제가 부각된 과정과는 사뭇 다르다. 자카르타의 물 문

제가 P마을에서의 물 문제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진 것은 공식적/비공식

적 물이라는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보았을 때 도시화되고 근대화

된 물은 상하수도 네트워크 안에서 그 정해진 경로를 따라 생산되고 운반되고 

23) 대 자카르타 지역Jabodetabek 이란 단어는 자카르타(Jakarta)와 그를 둘러싼 보고르

(Bogor), 데뽁(Depok, 땅그랑(Tangerang), 브까시(Bekasi) 등의 위성도시와 지역을 묶

어 칭한다. 70년대 Jabotabek에서 80년대에 데뽁을 뜻하는 De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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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되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의미한다. 반면 도시세계(city world)에서 태

어나 순환되고 소비되는 더 많은 물 즉 도시정글24)을 흐르고 채우고 그 인공 

세계 자체를 만드는 물들이 있다. 물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의의 출발점에서 

깜뿡에서의 물은 도시화된 물과 그것의 여집합이라는 구분이다. 1960년대까지 

공식적인 지도에 표시되지도 않고 ‘공백’으로 처리되었던 깜뿡은 자카르타의 

공식적 물-네트워크 바깥에 있었으며 자카르타의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집중으

로 인한 빈곤문제가 심화된 이후에야 깜뿡에 개입하려는 정책이 (부분적으로) 

시작되었으며 물 문제에 초점을 맞춘 지원과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자카르타에서 ‘물’은 사회적 지표이자 표상이기도 하다. 물은 도시

의 물 정책 뿐 아니라 도시화의 속도, 이주의 역사, 계급과 공간 분화 과정 등

이 겹겹이 쌓여 있는 도시-세계(City-World)로서의 자카르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회적 표상(social cultural representation)이다. 수돗물을 

사용하는가? 우물을 사용하는가? 생수를 마시는가? 어떤 물로 씻는가? 물을 

어디서 누구로부터 사는가? 홍수 지역인가? 운하(運河)에 가까운가? 동네의 

물은 흐르는가 아니면 고여 있는가? 등의 질문은 자카르타에서의 계급과 공간 

분화(分化)를 파악하는 키워드이다. 

‘물 문제를 식별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개입’을 출발점으로 삼는 본 연구는 

도시화되고 근대화된 물 vs. ‘더 많은’ 비공식적인 물이라는 구별을 한정적으

로 사용한다. 공식적이고 근대화되었으며 도시화된 물의 반대편에 비공식적인 

물을 두는 관점은 물 다양체를 추적하겠다는 본 연구의 전제와 충돌하기 때문

에 공식적/비공식적 물이라는 분류는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기각될 것이다.  

그러나 빈민촌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대부분의 물 프로젝트

가 공식적·근대화된·도시화된 물의 여집합으로 빈민촌의 물을 비공식적인 것으

24) 인도네시아의 대중매체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자카르타는 흔히 ‘도시 정글’

이라 표현된다. 이는 밀집된 인구와 초현대식 빌딩숲이라는 외양에 극적으로 대비되는 

극도의 무질서, 예측 불가능성, 폭력성, 저발전 상태 등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修辭)이다. 

또한 열대우림인 정글이 “매우 일반화되고 매우 다양한 군집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

의 식물종과 동물종이 산재”(기어츠 2012:42) 하는 높은 다양성지수를 지닌 생태계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도시세계로서의 자카르타의 다양성은 도시정글이라는 별명과 잘 들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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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놓는 구분 위에서 기획되고 실행되며 평가되어 왔기에 P마을에서의 물 다

양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또한 저조한 상수도 보급률과 더불어 북부 자카르타의 물 문제에서 항상 거

론되는 것은 상습적인 홍수이다. 동남아시아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도시 2위

에 선정된 바 있었던 자카르타 내에서도 (Yusuf et al. 2009), 특히 북부 자

카르타 지역은 높은 홍수위험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다, 자카르타 특별 주를 

이루고 있는 6개의 하위 행정 도시 중 하나인 북부 자카르타는, 자바 해를 북

쪽 경계로 삼아 해안가의 저지대에 있어 지리적 여건상 해수면 상승과 기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자카르타를 관통하는 13개의 강의 하류에 위치할 뿐 아

니라 매년 7.5~17cm의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토지 대부분이 해수면 이하로 가

라앉고 있다. 게다가 많은 강우량으로 인한 홍수와 더불어 해수가 육지 쪽으

로 밀려들어 오는 형태의 홍수도 발생한다(NCICD 2014). 홍수 외에도 해수가 

밀려들어 오면서 생기는 문제로는 지하수위에 해수가 침투되면서 발생하는 지

하수 오염이 있다. 상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북부 자카르타 일부 지역 주

민들의 경우,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공동수도에서 물을 떠다 파는 판매

자(water vendor)들에게 상수도 공급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맑은 물을 

구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Bakker et al. 2006; Barraqué 2010; 

Special Unit for South-South Cooperation 2012). 다시 말해 즉 북부 자

카르타가 당면한 물 문제는 크게 ‘고질적인 홍수, 해수침투로 인한 지하수 오

염, 맑은 물 부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

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거주민들에 의한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심

각한 지반 침하를 진행되고 있고 연구지였던 P마을을 포함한 자바 해에 맞닿

아 있는 일부 지역의 땅은 이미 해수면보다 낮다(Budiyono et al. 2015). 더 

나아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자바해의 해수면이 상승한 결과 지하수가 

오염되고 지표에 항상 바닷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다(Strassburg et al. 2014 

참조).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로서 도시다운 도시(city proper)가 제공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상하수도 체계의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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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자카르타는 명백히 실패의 사

례이다.25) 물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부자와 빈자가 분리되는 도시공간의 분화

(分化)와도 중첩된다. 수돗물로 대표되는 공식적인 물의 공급은 도시 중산층과 

엘리트의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습적 침수 지역은 빈자들이 사는 지역 

즉 도시 깜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 위기 혹은 물 위험 지역인 자카르타 

북부의 깜뿡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빈곤 퇴치-물 공급-홍수 예방 프로젝

트들: 세계은행(World Bank)의 홍수예방 프로그램인 JEDI (Jakarta 

Emergency Dredging Initiative),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개선 프로그램인 

KDP(the Kecamatan Development Project)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수돗물 

보급 프로젝트(Pro-poor Water Program)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와 성

패 여부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Bakker외 2006). 물 문제에 사로잡힌 자카르

타의 현 상황은 그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의 원인이지만 이전 정책들의 결과

이기도 하다. 특히 물 개혁(Water reform)이라 불리는 물 민영화 과정은 물 

정책의 실패 즉 수돗물 보급의 사회적 공간적 불평등과 반복되는 홍수 피해와 

함께, 깜뿡과 물을 한데 묶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집중되는 주요한 배경이다.  

수돗물 접근에서의 불평등, 물 기본권의 침해, 환경오염, 지반 파괴, 공중위생

의 악화 그리고 기후변화와 대홍수26)의 위협은 ‘물’을 가장 위협적인 도시문제

로 부상시킨다.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하나로 물과 깜뿡(도시빈민)을 묶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등장한 것이다.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물 민영화 정책을 권장했던 세계은행은 

물 민영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압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자카르타의 도시

빈민을 ‘위한’ 물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진행된 깜뿡에 대한 

물 프로젝트의 특징은, 인도네시아와 자카르타 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인도네시아의 도시빈민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즉 홍수예방 프로그램인 JEDI, 

빈곤퇴치를 위한 사회개선 프로그램인 KDP 그리고 수돗물 보급 프로젝트인 

25) 그러나 2장 1절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모든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목적 자체가 

‘도시의 기본 기능’으로 항상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음을 설명할 것이다.  

26) 2007년의 대규모 홍수에 이어 2013년 1월 자카르타는 더욱 심각한 대홍수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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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or Water Program)은 물 민영화 정책과 세트를 이룬다.27) 1997년 

수하르토 정권은 PD PAM Jakarta Raya(PAM Jaya)에 의해 독점되었던 자카

르타의 수돗물 사업에 두 개의 글로벌 기업, 프랑스의 수에즈 엔바이론먼트 

Suez Environment (계약 체결 당시 Lyonnaiss e des Eaux)와 영국의 템즈 

워터 인터네셔널 (Thames Water International)을 끌어 들였다. 두 회사는 

인도네시아의 기업을 파트너로 삼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형

태로 자카르타를 동부와 서부로 분할했다.28) 이후 물 민영화의 과정과 실행 

그리고 효과를 둘러싼 여러 논쟁이 벌어졌는데 물 민영화에 따른 도시 빈민의 

배제/도시 빈민이 지닌 물 기본권 침해가 가장 첨예한 논쟁점이었다(Crane 

1994).29) 물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자카르타 시민단체의 활동은 수하르토 정

권에 의해 추진되었던 민영화 사업 자체가 불법이었음을 지적하는 소송으로 

이어졌고, 2015년 자카르타 법원에 의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자카르타 수

돗물 물 민영화 시대는 막을 내렸고 물 공급의 책임은 곧 시의 관할로 되돌아

갈 예정이다.  

P마을  

  P마을은 깜뿡 밀집지역인 쁜자링안 구(Kecamatan Penjaringan)30)에 속한

다. 쁜자링안은 북 자카르타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네덜란드 식민시

기 당시 만들어진 좁은 하수도와 운하가 복잡하게 엉켜 있으며 그 지역의 깜

27) 자카르타에서의 수돗물 민영화가 시작되지 마자 친-빈곤(pro-poor) 물 프로젝트가 전

면적으로 공포되고 실행된 과정에서 대해서는 2장에서 상술한다. 

28) 자카르타의 물 민영화는 곧 이은 수하르토 정권의 몰락으로 인해 출범직후부터 난항을 

겪는다. 이에 대한 상술은 Crane 1994 참조. 

29) 혹자는 물 개혁이라 선전되었던 자카르타의 물 민영화가 대대적인 논란을 불러온 이유 

중의 하나를 인도네시아의 통치원리인 빤짜실라가 물 산업의 국가 운영원칙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하기도 한다. 

30) 행정구역 상으로 P마을은 자카르타- 북 자카르타(Jakarta Utara) - 쁜자링안 구

(kecamatan Penjaring) 아래의 동(Kelurahan)에 해당한다. 인도네시아의 행정구역 체

계는 한국의 동(Kelurahan) - 구(kecamatan) - 시(kota)에 대응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구와 시 사이에 ‘북 자카르타’라는 단위를 더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편의상 kecamatan을 구(區)라고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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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쁜자링안 구(Kecamatan) 지도 

뿡은 자카르타에서도 빈민층이 밀집된 지역으로 수많은 불법 거주자들이 있

다. 쁜자링안 구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의 수도였던 바타비아의 건물들이 남

아 있고 국립역사 박물관 와양박물관, 바타비아 카페 등이 모여 있어 자카르

타 시내에서 손꼽히는 관광지인 옛 바타비아(old Batavia) 광장과 대형 쇼핑

몰과 주로 부유한 중산층인 인도네시아 화인의 거주지이자 2010년 이후 지속

적으로 대형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 http://www.jakarta.go.id/web/encyclopedia/detail/3749/

Penjaringan-Kecamatan) 

  대형 빌딩과 최신식 쇼핑몰을 빈민촌이 둘러싸고 있는 양상은 자카르타에서 

매우 흔한 풍경이다. 자카르타에서 빈민의 지역과 부자의 지역은 서로 물리적

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P마을 역시 그러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번화

가로부터 멀지 않으나 버스웨이(Busway)로 대표되는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극히 한정되고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에서 P마을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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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시고속화도로의 

교각은 마을 내부에서의 왕래 역시 제한한다. 마을 외곽의 해안선을 서쪽으로 

쭉 따라가면 고급 주택단지와 대형 쇼핑몰로 이루어진 신시가지가 건설되었

다.  

국가가 통치대상인 주민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려 시도한다는 설명에 비추어 

본다면(스콧 2010), P 마을은 통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조차 제대로 파악

할 수 없는 암흑의 미로로서, 국가의 행정력이 아직 미치치 못한 지역이라 할 

것이다. P 마을은 17개의 통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사무소 직원에 의한 추산

에 따르면 그 중 하나의 통인 12통은 3000개 이상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좁은 집에 4인이 살고 있다고 계산했을 때에도 1개 통에 1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셈이다. P 마을에서 3년 동안 활동했던 NGO활동가인 알디는 12통

에 35,000명 정도는 살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고 마을에서 가장 많은 주민

이 밀접하여 살고 있는 17통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인구는 추측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멀게는 1970년에 수행되었던 깜뿡개선프로젝트(KIP)31)에서 가깝게는 2000년

대 중반 이후 마을에서 진행되었던 빈민촌 개발 프로젝트의 흔적들을 마을에 

여기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중간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변의 길에는 

KIP 사업의 결과물임을 나타내는 금속판이 남아 있었고 마을의 통(RW) 사무

실 역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것이었다. 통 사무소 옆의 넓은 방에서

는 주로 어린이들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마

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밑에는 2-3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공터

가 있었다. 10통 사무소 앞의 그 공터는 마을의 큰 행사 때마다 사용되었고 

마을 대부분이 침수되어 있던 시기를 제외하면 한 달에 2번 정도 행사가 거행

되었다. 

북부 자카르타의 깜뿡 중 가장 주민활동이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는 마을인 

31) 깜뿡개선 프로젝트는 자카르타 정부가 1969년 시작했던 빈민촌 개발 프로젝트이다. 도

시 빈민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1기에 이어 2차 3차 계획으로 

이어져 30년 동안 이어졌다. 상세한 설명은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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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P마을에는 크고 작은 NGO들이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미래

의 전망(이후 전망이라 칭함) NGO는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시장 곁의 2층짜

리 집을 지부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전망 사무실의 1층은 마을의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으로 사용되었고 사무실 겸 주민들의 회합 장소는 2층이

었다. 전망 NGO는 동사무소와 2015년까지 공식 파트너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서류상으로는 80명에 달하는 주민 회원이 있었다. 전망의 활동가들은 전망의 

주민회원들을 지킴이(Guarder)라고 불렀다.32) 지킴이 주민 중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이들은 20명이 채 되지 않았으며 주로 마을에서 인정받는 30대 초반에

서 50대까지의 기혼여성들이었다. 지킴이 주민의 명단에는 10명 정도의 남성

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3-4명을 제외하고는 여성들의 모임에 거의 참가하지 

않았다.33)

연구자가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직전인 2013년 초, P마을에서 있었던 가

장 중요한 사건은 마을의 북쪽 해안가에 살고 있던 17통의 주민들 일부가 자

신들의 거주지에서 약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

에서 바로 곁에서 이주해온 가구도 있었다- 빈민용 시영아파트(Rumah 

Susun, Rusun으로 줄여 부름)로 이주했던 사건이었다. 그리고 새로 지어진 

빈민 아파트 옆 공터에는 두 번째 아파트 단지가 건설 중이었다. P마을의 주

민 모두를 이주시키기에는 턱없이 작은 물량이지만 마을의 ‘합법적’ 주민들이 

상수도 네트워크와 더 나은 하수 처리 시설이 완비된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루순의 건설과 이주는 P마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새로운 루순이 계속 지어지고 주

민들이 이주하게 된다면 생활용수 부족에 시달려온 오랜 빈민거주지역 즉 깜

뿡의 취약한 생활조건과 경관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카르타 

정부는 빈민촌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루순의 건설을 내

32) 지킴이중 중에는 그들을 가리키는 가더guarder 라는 칭호가 어떤 의미에서 붙여졌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았다. 전망의 중앙본부의 활동가는 마을 공동체의 수호자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라 설명했다.  

33) 전망과 지킴이의 활동은 P마을이 성공한 실험실-마을로 평가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에 대해서는 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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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다. 시 정부의 논리대로 라면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적 실

험들이 고안되어 시행되는 P마을에서 루순의 건설과 이주는 가장 완성된 형태

의 빈민촌 개발 프로젝트의 패키지이며 만일 모든 주민들이 루순으로 이주하

게 된다면 P마을은 더 이상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 해결책들이 쌓이

는 실험실-마을이기를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P마을 주민의 대다수가 루순

으로 이주한다는 계획이 실현될 날은 요원했다.    

1-3. 선행 연구 검토   

‘더 많은’ 비공식적인 물은 도시의 공식적인 물인 상하수도 체계와 대비되는 

여집합이다. 도시화된 물(urbanized water)이 한정된 자원인 물에 대한 접근

과 통제에 주목하여 물이 누구를 위해 개발되며, 자원 개발과정에 개입되는 

정치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는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

의 대상(이상헌 2003:257-260 참조)이라면, 자카르타 (특히 빈민가인 깜뿡)에

는 도시화된 물보다 더 많은' 물이 있다. 물 문제를 다루는 본 논문의 출발점

은 자카르타에는 ‘도시화된 물’보다 항상 더 많은 물이 있다는 사실로서 이는 

정치생태학의 영역을 보다 확장시켜야함을 의미한다. 물의 도시화가 물을 정

복하고 길들이며 관리하려는 일련의 정책적 실천임과 동시에 도시주민에게 한

정된 재화이자 상품인 물을 재분배하고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면, 물 다양체는  

그 일련의 시도를 포함하며 계속하여 증식한다. 물의 도시화라는 관점이 상품

으로서의 물 즉 한정된 자원으로서 물이 ‘상품화’되는 과정과 그 자원의 사회

적 재분배와 소비양상에 대한 논구를 이끌어낸다면, 물 다양체는 사회·문화에 

묻혀 있는(embedded) 물로 되돌아가 사회문화와 물 사이의 교호에 주목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첫째, 빈민지역과 물 그리고 상하수도 시스템과 수돗물로 대표

되는 도시화된 물과 더 많은 비공식적 물을 대비시킨 후 ‘물 다양체’를 민족지 

서술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 ’자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시화 이론, 도시세

계,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 행위자 연망이론(actor-network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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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논의를 요약할 것이다. 

그리고 전술한 개념적 도구를 종합하여 깜뿡에서의 물 다양체를 ’리듬‘이라는 

개념을 이끌어낼 것이다.   

도시화된 물에서 물 다양체로  

본 논문은 도시화에서 물의 도시화로 그리고 물의 도시화에서 물 다양체로 

두 번의 초점 이동을 시도한다. 첫 번째 이동은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급격한 인구이동, 도시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서구화, 근대화, 

산업화 과정( 및 빈부격차, 실업, 교통, 환경 등의 도시문제의 심화) 라는 발전

론적 도식을 파고들어, 인간이 거처하는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인 도시

를 주조하고 파악하는 실질적인 단서로 ‘물’에 주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두 

번째 이동은 ― 그 원인을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파악하거나 혹은 미시

적이고 개별 행위자들의 것으로 파악하는 차이를 잠시 괄호에 넣는다면 ― 도

시 빈곤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의 (재)생산이라는 틀에서 규명

하려 했던 시도를 넘어, 도시 빈민 혹은 도시 빈곤 자체가 지닌 독자적인 삶

의 합리성/가능성을 그려내기 위한 것이다. 

  자카르타의 물 위기에 대한 통상적이고 공식적인 설명에서 ‘도시화’ 패러다

임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34) 공식적 담론에서 도시문제로서 물 문제

는 지나치게 많은 인구와 미흡한 상하수도 시설 사이의 간극으로 요약되기 때

34) 동남아시아의 도시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는 점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에버스와 코프(Evers & Korff)는 아시아에서의 근대화가 사회 모든 영역에 같은 정도와 

속도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즉 주요한 도시가 우선적이고 급격한 변화의 지점이었음

을 지적한다(Evers & Korff 2000: 1-3). 이러한 설명에서 자카르타를 포함한 동남아시

아의 도시화는 서구화로 요약된다. 동남아시아 도시연구의 고전으로 꼽히는 맥기(McGee)

의 연구 역시 식민주의의 영향과 서구의 복제를 동남아 도시를 설명하기 위한 틀로 제시

한다. 이는 시카고 학파에 의한 초기 도시화론으로부터 이어져온 ‘발전론적 도식’이 유지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Goh & Yeoh  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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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폐해라는 패러다임이 지닌 문제점은, 공간을 

‘수동적인 매개’ 혹은 일반화된 사회변동 과정의 ‘표현’으로 처리함으로써 구

체적인 공간적 실천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도시적 시공간이 지니

는 일반적인 특질의 예로 ‘일반적인’ 도시공간을 취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

통/현대, 정체/변화, 지역적/전지구적 이라는 식으로 증식하는 이분법 속에서, 

도시라는 구체적인 '장소’는 일반적 특질을 지닌 근대성의 공간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동남아시아의 도시는 서구와 비교했을 때 항상 

결여되고 불완전한 공간 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도시화’라는 개념적 도구는 

도시공간에서의 변화의 여러 측면 중 인구 증가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다

는 문제점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연스러운 것’

으로 정당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국가정책과 활동이 예외적인 인구 증가에 의

해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는 파악은 수많은 정부의 문서가 기

대는 가정이기도 하다. 

도시화 패러다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도시세계라는 개념과 정치생태학의 관

점을 도입해야만 한다. 첫째 ‘도시세계’란 개념은 도시화 패러다임 보다 더 폭

넓은 관점이다. 도시 정책은 도시문제를 해결 한다기 보다는, 도시공간에서의 

변화양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자카르타의 도시정책의 실패

를 증언하면서35) 젤리넥은 ‘도시화’의 협소한 시각을 넘어선 변화상들을 재 포

착 한다. 도시하천의 오염과 범람, 땅의 사용과 점유, 새로운 건축물들 그리고 

위험에 처한 보행자에 이르기까지 도시공간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도시지역

으로의 인구의 집중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환원될 수 없을 만치 

넓고 포괄적이다. 즉 도시가 산업화, 근대화, 자본주의화, 전지구화 등의 거시

35) “지난 30년 동안, 도시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전투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인들이 물질

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의 환경 조건은 악화되었다. 농

촌으로부터의 이주자들은 더 이상 비어있는 땅에 정착할 수 없으며, 흐르는 물에서 목욕

을 하거나 식수를 취할 수도 없고, 사용한 쓰레기를 열대의 열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썩

도록 놓아 둘 수도 없다. 많은 깜뿡들은 사무지대, 쇼핑센터, 주차건물 그리고 신 주거단

지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보행자들은 길을 건널 때마다 그들의 목숨을 내걸어야 한

다. 콘크리트로 뒤덮힌 도시는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며, 흐름이 끊긴 강은 범람하며 홍수

를 야기한다(Jellinek 19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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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정이 벌어지는 곳이라면 그 구체적인 작동과 효과는 ‘도시 공간’을 통해

서만 완성될 수 있다. 도시 공간은 삶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시공간

(time-space)를 주조함으로써 거시적 과정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삶의 조건을 

생산한다. 도시세계(city worlds)란 도시공간에서 유동하는(in motion) 다양한 

사물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중첩된 연결망(overlapping networks)를 지칭하

는 개념이다((Messey, Allen & Pile 95)이다.36)

둘째, 물의 도시화37)(The Urbanization of Water)는 정치생태학(political 

ecology) 분과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토픽이다. 도시에서의 정치생태학 혹

은 도시생태학은 ‘자연의 도시화’라는 표제어를 통해 관점의 변환을 시도하였

다. 정치생태학은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생태학과 1960-70년대 인류학에서의 

문화생태학 그리고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의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겨난 연구 분과로서 사회와 자연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

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려는 시도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사회가 자연에 일

방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를 이용한다거나 사회가 자연적 조건에 의해 일방적

으로 결정된다는 환경결정론 모두를 거부하는 정치생태학은 “생태적 관심사를 

광범위한 의미의 정치경제학과 결합”(이상헌 2003:260) 시키려 시도한다. 특히 

자본에 의한 자연과 인간 그리고 공간의 포섭이라는 맑시스트 지리학자의 계

보를 잇는 스윈게도우(Swyngedouw)는 도시의 형성 자체가 자연을 길들이고 

관리하며 재생산해내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시를 또 하나의 환경으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시화는 “신진대사와 같은

(metabolic) 사회생태적 변화로서 독특한 도시적 환경을 생산한다. 다시 말해 

도시는 자연의 도시화”(2008:567)라 정의한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화된 물

(urban water) 혹은 물의 도시화는 도시세계 속에서 물을 생산하고 분배하며 

소비하는 독특한 방식을 포함하는 바, 상하수도 체계와 그것의 적절한 이용은 

36) 반면 통상적 의미에서 도시화는 “무엇보다 상황과 상태를 가리키는 바, 이는 민족국가 내에서 도

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과 관련된다. 둘째로 이는 전체 도시 거주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

을 뜻한다”(Evers 1975: 775) 혹은 인구집중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Niessen 1999:27 참조)에 주

목한다. 

37) 도시에서의 물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으나 인류학적 관점에서 ‘물’에 대한 접근

을 차분히 정리한 최근의 리뷰로 Orlove & Caton 2010을 참조할 수 있다. 



- 34 -

그 자체로 도시의 자연/사회로서 도시적 삶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요소가 된

다.  

통상적으로 ‘민족지(ethnograpy)는 사람과 그들의 - 넓은 의미에서의 - 생

활양식을 대상으로 한다. ’‘물’을 중심으로 민족지를 쓴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

할까?  올러브와 케이튼(Orlove & Cason 2010)은 ‘인류학적 연구 대상으로

서 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물을 “총체적 사회적 사실(total social fact)" 

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이 모스의 증여론에서 끌어온 총체적 

사회적 사실이란 잠재적으로는 사회의 모든 영역을 가로질러 횡단하는 사회적 

현상을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물은 H2O라는 화학적 구성물/자연적 실체로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으로 이해되지만, 총체적 사회적 사실

로서의 물은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인간 생활의 제 영역을 ‘구체적으로 연

결시킨다. 사회를 구성하는 매개로서 물이 지닌 연결성과 물질성에 주목하면

서 이들이 제시한 연구의 세 가지 범주는 물이 갈라지는 지점/지역을 의미하

는 watersheds (분기점 분수계), 특정한 조건과 분기점을 만들고 관리하는 물

과 관련된 제도적 규칙과 실천의 묶음을 의미하는 물-실천계(water 

Regimes), 물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문화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의미 있는 장

소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물-지형(waterscape) 이다. 저자들은 분수계, 물-실

천계, 물-지형이라는 물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가 ’순수한‘ 지적호기심을 충족

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시급한 요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현재의 화두에 조응하는 

IWRM (통합적 물관리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는 사회의 

각기 다른 부분들에서의 물 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총체적 사회적 사실로서의 물에 대한 연구의 전제와 방법과 겹쳐 있음을 상기

시킨다. ‘물’이 사회의 총체적 사실이라는 관점은 그것이 인간생활을 영유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그것의 이용과 통제를 둘러싼 규칙이 사회 

영역 전반에 깔려 있다는 점을 가리킨다. 총체적 사회적 사실로서의 물은 - 

물질적 그리고 상징적 측면 양쪽에서 - 사회 자체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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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러브와 케이튼이 제안하는 ‘총체적 사회적 사실로서의 물’ 연구를 자카르타

의 깜뿡이라는 구체적 시-공간에 대한 물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지 기술이라는 

작업으로 옮겨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턱을 거쳐야만 한다. 그 첫 번째가 인

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의 ‘깜뿡’의 속성을 파악하는 일이요, 두 번째가 물에 

대한 (일반적인) 인류학적 연구와 ‘물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지 쓰기를 세밀히 

구분하는 작업이다. 자카르타의 도시정책의 대상으로서의 깜뿡은 급격한 도시

화에 의해 야기된 부정적 부산물이다. 깜뿡의 또 다른 의미는 도시(Kota)와 대

비되는 데싸(Desa)와 중첩되는데, ‘시골’이라 번역할 수 있는 데사는 인도네시

아 특유의 전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덜’ 현대화된 지역이기도 하다. 빈민

촌/시골이라는 두 계열은 인도네시아의 깜뿡에 대한 정책에서 상호 충돌해왔

다. 도시정책의 대상으로서의 깜뿡은 급격한 도시화에 의해 야기된 부정적 부

산물로서 인도네시아의 도시정책 속에서 통치의 대상으로서의 깜뿡은 통치의 

지속적으로 재정의 되어야만 했다. 문화 지리학자인 쿠스노(Kusno)는 깜뿡을 

주로 비공식적인 토지 시장에 의해 획득한 땅 위에 늘어선 일반 서민들의 거

주지의 배열이자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 근린지구로서 보

고 그 안에서 극도로 조밀한 인구가 집중된 중하층 계급의 공동체라 요약한

다. 도시 이론가들의 관점에 의하면 자카르타의 깜뿡은 도시의 대부분을 영역

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점

차적으로 지배의 대상이자 자본주의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변모하는 와중

에 있다(Kusno 2015:59). 위의 맥락에서 깜뿡과 물(문제) 사이의 관계 자체가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인류학적 연구의 대상

으로서의 물이 총체적 사회적 사실이며 그로 인해 분수계, 물-실천계, 물-지

형이라는 연구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음을 받아들인 이후, 깜뿡에서의 물의 

민족지는 그것들이 현장에서 취하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대상들로 나누어야

만 한다. 즉 연구대상지인 깜뿡에서의 분수계는 무엇이며, 물의 실천계는 어떤 

규칙과 합의와 갈등 위에 작동하는지 그리고 물-지형에서 물은 어떤 모양으로 

인식되고 식별되는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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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태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물, 즉 도시화된 물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자원(資源)으로서의 물과 빈곤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한정된 자원으로서의 물

은 도시에서의 계급분화와 공간분화 속에서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이다. 

근대적 식민지의 경험이 있거나 다국적 기업의 자원기지 역할을 했던 제 3세

계의 도시들에서 물은 모든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했다. ― 1990년

까지 수돗물 보급률이 40%를 넘지 못했던 자카르타는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예이다 ― 근대적 의미에서 잘 정비된 상하수도체계는 가진 자와 지배자들(의 

지역)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도시빈민의 물에 대한 접근은 경제적, 행

정적, 제도적 이유로 제한되었다. 자원으로서의 물에 주목하는 정치생태학은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의 지표(指標)로 물에 대한 접근과 사용에 주목한다.  

분석의 과정에서 도시화된 물이 도시세계를 구성하는 ‘자연’(自然)이 아니라 

자원(資源)으로 변모하는 이러한 경향은 정치생태학이 문화생태학이 가진 약점

들을 보완하기 위해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결정

변수들을 밝히고 그 작동 과정을 밝히는데 주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

을 수 있다. 정치생태학자들은 문화생태학을 개별적인 행위자들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항상적이고 비정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하고 

정치경제학적 이론(종속이론, 세계체제론, 불균등발전론 등)의 도입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시도는 국가 vs. 빈민(혹은 농민, 여성 

등의 소수자) 이라는 식의 도식을 다시 끌어오는 결과를 낳았다. 국가 관리들 

사이의 알력이나 계급적 차이, 이데올로기의 상이성, 농민들 사이의 다양한 이

해관계, 성적 분업, 연령, 인종, 종교 등의 차이에 의해서 비롯되는 상이한 행

위 패턴, 자원의 의미에 대한 상이한 이해 등이 정치학적 설명에서 누락되었

다(Moore 1993:380-382 참조) 

그러나 도시에서의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다양체란 단초를 통해 보완해야만 

하는 이유는 ‘도시화된 물’이 지배자가 지닌 권력과 자원 중의 하나로 축소 혹

은 환원(還元)됨으로써 도시빈민과 도시세계가 또 다시 ‘보이지 않게 될 위험’

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류학적 관점에서 정치생태학을 주창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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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학자인 에스코바(Escobar)는 근대화와 서구 중심적 개발논리 속에서 

자연은 전통 토착사회에서처럼 독립적인 행위자나 삶의 원천/기반이 아니라 

도시 산업시스템의 일개 환경요소로 재현되며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고 주장하며 이를 자연의 죽음 혹은 자연에 대한 상징적 정복이라 칭한 바 있

다(Escobar 1996:52-56). 그러나 도시세계 속에서 (특정) 인간집단에 의해 의

도된 자연(물)의 정복은 완전할 수 없다. 도시화된 물은 도시세계를 구성하는 

더 많은 물의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공식/비공식 영역과 인볼루션(involution) 

빈민촌에서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개입과 그 효과를 논하기 위해서

는 공식/비공식 부문 논의와 인볼루션(involution) 개념을 검토해야 한다. 수

돗물 민영화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들은 공식/비공식 경제의 틀

을 논의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사용하며,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정

책입안자가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치 않았던 효과가 출현했을 때 인볼루션이라

는 개념이 계속 호출되기 때문이다. 

비공식성 논의는 1973년 가나의 아크라를 연구했던 키스 하트(Keith Hart)의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트의 논의를 연구 프로젝트의 틀로 채택한다. 하트와 초기 ILO의 입장은 비

공식 부문이 공식 부문에 기생적인 것이며 근대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비판하면서 제 3세계의 도시 비공식 부문이 고용기회와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역동적인 부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도시 비공식 부문

론은 공식/비공식 부문의 이분법적 구분을 설정함으로써 양자의 상호관련성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과 제 3세계에서 진행되는 자본주의의 침투로 

인한 종속화와 주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에 부딪혔다(강현수 1995). 

1990년 이후 제3세계 도시에서 비공식부문에 의존하는 생존주의(survivalism)

가 증가하고, 제 3세계의 대도시가 아닌 선진국가의 주요 대도시에서도 비공

식 부문이 팽창했다는 사실에 힘입어 재조명 받는다. 특히 카스텔과 포르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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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Castells & A. Portes)는 비공식 경제 활동을 생존활동이나 빈곤과 연결

시키지 않고 사회적 제도(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는 수입창출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정의했는데, 그들에 따르면 공식/비공식의 구분은 특정한 경제 

활동이 법적이고 공식적인 규제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

된다. 비공식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되는 바, 하트가 수입의 원천에 따

라 공식-비공식을 구분했던 반면, 초기의 ILO는 비임공 노동 경제활동에서 공

통적으로 발견되는 일곱 가지 특성38)을 내세웠다가 1993년 가구기업 혹은 복

수의 가구들에 의해 소유되면서 법인화되지 않은 기업들로 구성되는 것이라 

정의를 수정한다. 데 소토(de Soto)는 비공식 부문이 팽창 원인을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에서 찾고 비공식 부문의 공식부문으로의 전환을 과

제로 설정했다. 카스텔과 포르테스는 비공식 영역을 “(공식경제가) 아닌 것”으

로 개념화하면서 (Castells & Portes 1989) 공식-비공식 부문이라는 용어를 

경제활동의 특성을 지시하는 공식-비공식성(in/formality)라는 용어로 대체했

다. 그리고 1999년 ILO는 비공식 부문에서의 노동권 보호와 작업 여건 개선

을 일차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비공식 부문이라는 개념

을 비공식적 일/버젓한 일(decent work)을 중심으로 대체하였다(ILO 1999

).39)

이처럼 혼란스러운 ‘비공식’ 개념(들)에 대해 장호준(2011)은 비교연구의 규준

으로, 비공식 부문/영역/경제/화/성을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식-비

공식의 구분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불법이라 규정되는 또는 명백하게 범

죄적인 경제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개별 국가의 법률체계와 그에 대한 사회

적 인식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그 개념을 경험적 사례 연구에 적용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이 수반”(장호준 2011:122)된다는 것이다. 반면 진필수

(1998:193)는 “행위 차원에서 비공식적 경제를 개념화할 경우에는 자본주의 

38) 시장진입의 용이성, 토착자원에의 의존, 기업체의 가족 소유권, 소규모 경영, 노동집약

적 방식과 제한된 기술, 공식교육체계 외부에서 기술 습득, 통제되지 않은 경쟁적 시장과 

같은 특성

39) 위의 정리의 대부분은 서구에서의 비공식 개념의 변모를 정리한 장호준(2011)의 논의에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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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계의 공식 부문에 위치한 행위자들에게까지 그 분석 범위가 확장”됨에 

주목하고 “사회적 공적 담론과 지식체계 속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인지되지는 

않으면서도 재화와 용역의 실질적 가치를 생산하고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경제

적 사실로 존재하는 행위자들의 활동을 비공식적 경제(informal 

economy)”(ibid 194)라고 매우 폭넓게 정의한다. 

공식/비공식 부문의 문제틀과 함께 고려해야할 이론적 도구는 기어츠의 인볼

루션(Involution)40)이다. 기어츠는 기술혁신을 통해 다음 단계(녹색혁명, 농업

가본가 형성 등)로 나아가지 못한 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문화유형을 가

리키기 위해 그 개념을 고안하였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이후 1960년대까지 

인구폭발과 사탕수수농장 확대로 쌀 경작지가 축소되고 수탈이 계속되자, 소

농들은 기존의 농법을 더욱 더 노동집약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재래의 사회조

직들을 점점 더 공고화시켰다. 이 경향에 대해 기어츠는 소농사회가 외부의 

위협으로 빚어진 위기에 혁신의 도입이 아닌 전통옹호로 나아갔다 혹은 그들

의 전통적 문화가 기술혁신과 산업근대화를 가로막았다고 평가한다. 즉 인볼

루션 개념은 혁명(revolution)이나 진화(evolution)에 이르지 못하고 정체되거

나 퇴화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이러한 해석의 방향은 이후 농촌이 아닌 대도

시 비공식부문에 적용시킨 도시 인볼루션론자들에서도(McGee, T.G. & R. 

Armstrong 1968; Hafner, James 1980; Davis, Mke 2004) 반복된다. 그런

데 기어츠는 인볼루션 속에 퇴화 외에 내향적 정교화, 즉 ‘안으로 말려들어감’

이라는 함의를 끼워 넣었다. 즉 인볼루션은 새로운 요소와 기존의 요소를 둘

러싸는 기존의 것 즉 낡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새로운 적소(niche)를 만들

어내는 또 다른 발전을 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바 농민들이 자기착

취로 보일 정도의 노동집약적 논농사를 발전시킨 것은 근대화의 좌절이나 퇴

화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들의 재조합과 강화, 창안을 통해 당시의 경제위기에 

대처한 결과이다. (안승택·이경묵 2015: 393-394 참조). 반면, 맥기(McGee)로 

40) 안으로 말리며 전개되는 현상을 뜻하는 involution의 번역어로는 ‘내권화(內卷化)’와 ‘내

향적 정교화’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전자는 뜻이 잘 전달 안 되는 직역 투 한자어인 

점에, 후자는 개념어라기보다는 서술어처럼 보이는 점에 각기 한계가 있어, 여기에서는 

잠정적으로 소리나는 대로 인볼루션이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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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는 동남아시아 도시 연구자들에게 인볼루션은 제 3세계 도시가 자본주

의의 구조에 “불완전하게” 통합되어  도시의 노동자 계급 대신에 비공식 부문

의 노동자가 양산되었음을 가리킨다. 도시에서의 인볼루션 논의에서도 ‘정상적

인 발전 경로’를 설정하고 제 3세계 도시가 지나온 궤적을 이탈, 지체, 혹은 

‘불완전한’ 통합이라 평가하는 측면과 깜뿡(비공식적 주변부)이 근대화와 자본

주의화의 진행이라는 헤게모니적 추이의 “안 그리고 밖에서 그 자신만의 리

듬”(Kusno 2015:60)을 만들어내었다는 관찰과 이어질 수 있는 두 가지 가능

성이 존재한다. 

깜뿡 연구와 실험실-마을 

물-다양체, 부분적 해결책으로서의 정책, 그리고 실험실-마을이라는 개념적 

도구를 통하여 자카르타 북부의 한 빈민촌에 대해 쓰는 작업은 깜뿡의 삶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재현하거나 분석했던 방법과 어떻게 같고 다른가? 

오랫동안 국가주도의 개발 시기를 거쳐 온 인도네시아에서 깜뿡은 농촌 지역

으로부터 인구이동, 생활조건향상이나 재개발, 사회조직의 발명 등과 같은 정

책적 문제와 과제의 대상이었으며 국가 vs. 깜뿡의 구분이 인도네시아 깜뿡 

연구에서 지속되었다. 대도시 깜뿡의 삶에 대한 연구들은 국가를 깜뿡의 바깥

에서 그것에 개입하고 바꾸고 파괴하는 행위자로 간주하면서 국가의 통치방식

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면서 일상생활의 장인 깜뿡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 중심부의 빈민촌인 끄분까짱(Kebun 

Kacang)에서의 이주(re-housing) 프로젝트를 연구한 젤리넥은 정책의 실행이 

통치자나 정책 입안자가 목적으로 하고 기대했던 방식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깜뿡에서의 변화는 빈민촌에 거주하고 있는 빈민들 자신의 경험과 이해 없이 

실현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Jellnek 1991: xxii). 젤리넥은 깜뿡 거주자와 도시

계획자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충돌하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었는데(ibid: 

xviii-xix), 깜뿡의 주민들에게 깜뿡이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디딤돌로 여기는데 반면, 도시 계획자들에게 깜뿡은 빈곤의 악순환에 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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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슬럼에 불과했다고 정리한다(ibid xix). 끄분까짱은 1960년대와 70년대 급

성장하는 자카르타 중심부에 놓여 있었다는 조건으로 인해 크게 성장했다. 비

록 기본적인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비공식적 영역은 크게 성장했다. 끄분까장은 1977-78년 도시 생활조건개선 

프로그램이었던 KIP(Kampung Improvement Project)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도로정비가 이루어졌지만 곧 이은 1981년 이주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 젤리넥

은 끄분까짱 깜뿡의 역사가 국가 정책의 비일관성과 비효율성을 증언한다고 

비판한다. KIP 1기의 마지막 대상임과 동시에 도시 기반시설 확충으로 초점을 

바꾼 2기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끄분까짱을 대상으

로 한 재이주 정책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 프로젝트로 인해  깜뿡의 보다 부

유한 이들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주하였고 더 가난한 이들은 근처에 아직 남아 

있는 슬럼으로 옮겨갔다. 1/4이하의 주민들만이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간의 불신과 지도력 부족 그리고 조직의 부재로 인

해 더 가난했던 주민들의 철거 반대 운동은 오래가지 못했다(ibid 126-128). 

젤리넥이 국가에 의한 깜뿡의 해체를 분석했다면, 설리반은 국가에 의한 깜

뿡의 건설에 초점을 맞추었다. 설리반은 족자카르타의 깜뿡인 깔라산

(Kalasan)을 안정되고 잘 통합되어 있으며 마을 공동체 내에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마을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근거가 된 조직은 국

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깔라산 깜뿡은 인도네시아의 상호부조의 전통

인 고똥로양(gotong royang)을 간직한 장소로 호명되었고 그로 인해 그 관행

이 깜뿡 거주민들에게 강한 압력으로 작동하였다. 외지인이 들어오고 마을 내

의 소득 격차가 생기고 새로운 물품과 제도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깜뿡의 가

치, 고똥로양은 계속해서 견지해야할 지향으로 제시되었다. 설리반의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도네시아의 통/반 체계(rukun warga RW/rukun 

tetangga RT)이다. RW/RT는  자바의 전통이 아니라 1942년 일본 통치기의 

tonarigumi에서 기인한다. 이 체계는 공식적인 행정체계에 속하지 않지만 행

정조직의 기능을 일부 맡는다. 그와 동시에 확대가족의 수장들로 이루어진 RT

는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감에 기반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에 의해 선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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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적 직책이다(ibid 134- 149). 설리반은 RT를 국가 행정체계와 마을 생

활이 겹치는 곳으로 본다. 깜뿡의 구성원들은 RT를 통해 행정에 접하는데 

(ibid 211) 이는 인도네시아 국가가 꿈꾸는 이상적인 마을의 상이다. 

각각 자카르타의 중심부와 족자카르타라는 지리적 차이, 그리고 강제이주 정

책에 의해 사라진 깜뿡과 계속해서 유지된 깜뿡을 대상으로 하는 젤리넥과 설

리반의 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도시 깜뿡에 ‘대한’ 일반적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다. 젤리넥이 끄분까짱에는 공동체적 가치가 작동하고 있었는지 여부

는 어떤 수준의 조직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할 때, 또 설리번이 깔리산의 고똥로양이 마을 사람들의 호혜적 관계의 원

칙이라기보다는 그것을 강제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남아 있었다고 말할 

때 그들은 깜뿡에 대한 재현이 마을 내의 실천의 층위에 따라 달라짐을 인정

한다. 또한 국가의 강제이주 정책이 철거대상이었던 끄분까짱을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한 단위로 깨웠다면 그리고 국가가 마을을 통치하기 위해 도입한 

RW/RT체계의 근거가 그것이 국가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할 때, 이는 깜뿡과 국가 사이의 구별이 흐릿해지는 순간과 위치를 가리킨다

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깜뿡연구의 연장선 상에서 본 실험실-마을이라는 개념

은 빈민촌과 국가를 명확히 구분되는 두 행위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양자가 물 

문제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조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제한이 지니는 

한계는 분명하다. 실험실-마을 연구는 마을에 대한 보다 정확하거나 보다 상

세한 재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재현이다. 반면 이러한 

방법이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조건은 국가와 빈민(촌)이 뜻하는 바가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험실-마을이라는 국지적 공간에서 하나의 전범을 통해 드

러날 때가 된다.  

  

물 다양체와 행위자 연망 이론 

‘물 다양체’는 세계를 인간행위자와 비인간행위자 모두를 포함하는 이질적인 

연망으로 파악하려는 행위자-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과 잘 어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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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1) 물 다양체는 행위자-연망(actor-network) 위에서 다른 양태와 속성을 

얻는다. 물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의 연결을 물의 행위자-연망이라 한다면 

그 행위자-연망 위의 접속점 위에서 물은 양태1-양태2-양태3... 등으로 그 성

질을 바꾸며 흘러간다. 행위자와 연망 사이에 붙은 연결부호 ’-’ 는 행위자와 

연망이 서로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연결’로 인해 행위

자와 연결망 양쪽이 달리 규정되어 기능하게 된다는 점을 가리킨다. 물의 흐

름 전체가 행위자-연망‘들’을 구축한다.   

물의 작동 망에서 수많은 ‘비인간 행위자’들을 찾을 수 있다. 낡은 우물, 상

수도관, 계량기, 물 수레와 물 가게, 물의 흐름을 가로 막는 쓰레기, 범람한 

물, 홍수 이후에 찾아오는 질병 등이 그것이다. 이질적인 사물과 사람들과 결

합된 물은 인간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는 자원일 뿐 아니라, 특정한 인간의 

의도, 계산, 의미부여, 규칙 등만으로는 가둘 수 없는 효과를 지닌다. 더 많은 

물은 의도되지 않은 것, 불확정성, 외부성(externality) 등을 모두 포함하는 도

시세계의 적극적인 구성요소이다. “물질적인 도시는 주어진 기간 동안에는 인

간의 활동을 통해 물체로 구성되어 가며, 인간활동이 그 물체에 영향을 미친

다. 이때 도시는 곧 인간활동의 흔적이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을 지나게 되면 

오히려 도시의 물질성 자체가 인간활동의 모태가 된다”(오귀스탱 베르크 

2001:177). 그렇게 보았을 때, 물 다양체는 누군가의 실천 혹은 활동의 모태

가 되는 근거인 여럿의 행위자-연망들(actor-networks)이 겹치고 끊어지는 

지점에서 등장한다. 물 프로젝트에 의해 연장된 상수도관, 물 마피아들에 의해 

블랙 마켓으로 옮겨지는 수돗물, 노후화된 수도관에서 새어나와 지하수로 변

모하는 수돗물, 계량기가 없어 수도꼭지에서 나오지 못하는 수돗물 등은 “행

위를 틀 지우고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 범람을 야기

41) 연구소와 병원,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 프로젝트, 고도로 제도화된 기관(institution)에 

한정되어 개발된 행위자-연망 이론의 논지와 방법론을 완전히 다른 스케일을 가진 도시 

연구에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특히 행위자를 따르고 그저 기술할 것 

(follow the actors and just describe!)이라는 ANT의 -최소강령과도 같은- 방법론적 

제안을 행위자의 주요한 궤적이 ‘문서’를 통해 남아 있지 않은 ‘현장’에서 따르기 위해서

는 별개의 방도를 찾아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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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계사물(boundary-object)이다(Callon 1998:18). 통상적으로 행위자 

개념을 인간에게 한정시킬 때의 가정은 인간의 의도, 계산, 의미 부여, 규칙 

등이 인간이 아닌 것들의 효과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즉 주전자는 물을 끓이

기 위해 사용되고, 비누는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해 사용된다는 식의 단순한 요

약은 간접화법의 형태로 물건의 효과를 괄호 속에 가둔다. 다시 말해 인간행

위자는 [주전자를 물을 끓이기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는 식이다. 라투르는 두 

가지 면에서  이 괄호를 해제하기를 요구한다. 첫째, 물을 끓이기 위한 방법으

로 주전자가 사용된다는 사실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 둘째 물건은 

인간행위자에 의해 규정된 용법 혹은 인간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행위자 개념을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장하면 왜 비인간 행위자의 효과가 보이지 않는

지(invisible)를 설명해내야 한다. 이에 대해 라투르는 “독립적인 것(entities) 

사이의 연계는 그것들이 다시 재편되는 짧은 순간 외에는 사회적인 것으로 인

식(인정 recognize)되지 않는다.”(2005:65)고 답한다. 물론 여기서 사회적인 

것으로 인식 혹은 인정됨‘이란 새로운 형태로 집결되고 이어지는 순간적인

(momentary) 연계를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라투르는 매개와 번역자로서의 

행위소가 행위자-연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되느냐의 구별에 따

라 중개자(intermediary)와 조정자(mediator)를 구분한다. 중개자는 투입과 

산출 사이에 어떠한 변형도 야기하지 않는 행위자인 반면 조정자는 양자 사이

에서 개입한다. 이 구분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중개자와 조정자라는 범주는 고

정되어 있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연계가 행위자-연망 위에서의 

중개자로, 인정되는 것은 조정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물’은 인간행위자와 구별되어 독자적인 행위자성을 지니는 비인

간 행위자라기 보다는42), 하나 이상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묻혀 있고

(embedded) 연루되어 있어서, 그로부터 복수(複數)의 의미와 실천의 연쇄가 

42) 도시 빈민에 대해 개입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하나의 사회공학

(社會工學)의 테크닉으로 규정한다면 각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장소를 일종의 실험실로, 

프로젝트의 실행과 평가 과정에서 동원되는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을 정책적 실험의 행위

자-연망의 구성물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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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는 지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후기의 라투르(Latour)의 강조점

이 비인간 행위자(nonhuman actor)와 인간행위자 사이의 대칭성을 강조하는 

것에 한발짝 더 나아가 ―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사건의 의미

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치물(assemblage)의 탄생을 기술하는 것

으로 변모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Latour 2005). 그러나 물 다양체를 추적하

는 작업은 널리 알려진 ANT의 원리 -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행위자를 동등하

게 다루어야 한다, 자연과 문화를 대칭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서로 이질적인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이 만들어내는 행위자-연망(actor-network)을 발견하고 

기술해야만 한다 ― 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즉 행위자-연망 이론의 함의는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더 많은’ 행위자즉 비인간 행위자를 도입해야만 한

다는 주장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 역사적 상황 자체가 몇몇의 행위자와 그것

들 사이를 선별하기 때문이다(T. Mitchell 52). 물 다양체를 구성하는 연결망

(작동-망 work-net)은 동등한 의미로 중요하지 않다.43) 어떤 ‘물’은 시공간과 

상황 사이를 가로질러 여행하지만 또 다른 것들은 좌절하며, 목적지에 도착한 

물의 의미가 변화하여 다른 의미로 전유(專有)되기도 한다. 즉 다양체로서의 

물이 만들어내는 작동망(work-net)은 항상적인 긴장과 조건 지워진 작동과 변

형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고 끊긴다. 행위자-연망의 정수(精髓)에 매개와 번역

이 있다면 어떤 행위자-연망이란 항상 매개되기 이전과 이후에 두 개 이상의 

작동 망이 있음을 전제한다.44)

43) 몰은 넓은 의미의 ANT(Actor-Network theory)에 속하지만 세밀한 구분에 의하면 후

기(혹은 탈) ANT의 대표적인 논자로도 거론된다. 몰이 post-ANT의 대표적인 학자로 거

론되는 이유는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자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초기의 ANT논자들과 달리 

지시대상과 재현 - 몸과 질병을 식별하고 다루는 원리, 기술, 방법 - 사이의 구별을 거

부하고 다양체로서의 존재론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44) 다양체와 배치물이라는 개념어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그 실질적 분석이 그와 

겹치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오명석은 말레이시아에서의 할랄인증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전 시기에도 다른 위치에 있었던 (잠재했던) 이슬람의 종교규범으로서의 할랄이 

국가 그리고 전지구적 차원으로 그 스케일을 달리하는 공식적 인증제의 형식의 배치물로 

재조직되면서 진행되는 양상을 추적한다. 할랄인증제라는 배치물이 종교영역이 아니라 

기업, 소비생활 그리고 사회운동이라는 영역의 요소들과 접속된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그 새로운 접속과 효과로 인해 할랄 규정 내에 잠재하고 있었던 할랄-토이반이라는 다른 

속성이 부각된다는 점에서 그 사례는 다양체로서의 속성이 새로운 배치물에 의해 표현되

는 동시에 미래의 또 다른 연결방식을 다시 한번 내포하게 됨을 제시한다(오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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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본 논문은 인간·비인간 행위자 사이의 비대칭적인 관계에서 비인

간 행위자의 행위자성에 주목한다는 원칙보다는 매개하는 것으로서의 ‘경계사

물(boundary-object)이라는 대상 혹은 그 자체가 매개를 수행하는 부분들의 

결합 방식을 포함하는 장치에 더욱 초점을 맞춘다. 경계사물을 거치는 물의 

행위자-연망은 깜뿡 내부(內部)와 외부(外部) 모두에 걸쳐 있다. 빈곤퇴치 프

로그램이 ‘물’에 초점을 맞출 때, 깜뿡에서 사용되는 물의 다양한 원천(源泉)을 

추적할 때, 수돗물, 빗물, 우물물, 생수통의 물, 작은 병의 물 등이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됨을 기술할 때, 물은 깜뿡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각기 다른 방식

으로 넘나든다. 다양체로부서의 물이 깜뿡과 그 바깥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시 긋는 다면, 그것의 형식과 합리성을 규명함으로써 소위 ‘공식적이고 규범

적인’ (물-도시) 발전모델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물이라는 대상은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이질적인 연결망을 추적한다

는 행위자-연망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에서의 ‘일반적인’ 비인간 행위자의 범주

에는 담기지 않는 특성을 지닌다. 지리학자 캐런 베커 Karen Bakker가 지적

했듯, 물은 '비협조적 상품 uncooperative commodity이다. 물은 움직이며 

가둬두기가 쉽지 않고, 밀도가 높아서 무겁고 옮기기 어려우며, 이용자가 한 

명뿐인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물은 병에 담아서 전 세계로 수송할 

수 있고, 이 분야는 더 직접적인 부류의 사유화다.   물 다양체는 다른 위치로 

자리 매김될 때 마다 그것과 짝 지워지고/찢어지는 (coupling/uncoupling) 

이념과 물건으로 인해 스스로의 양태를 바꾼다. 낡은 상수도관이 물을 ‘비효율

적’으로 운반한다면 그 상수도관을 통과한 물은 색깔과 냄새를 달리한다. 큰 

물탱크에 담긴 물과 저수조에 저장된 물은 오염에 대한 취약도가 다르다. 이

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물 다양체와 짝이 되는 물건이나 사물의 행위자성을 둘

러싼 ‘의인화(擬人化)나 과잉해석 논쟁을 피할 수 있다. 물이 양태와 성질이 

그것이 지나온 경로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유지하기 때문이다. 물 다양체는 가

2012a). 본 논문에서 물 다양체의 표현으로서의 배치물이 빈민촌을 통과하는 양상 역시 

기존에 이미 실재하고 있었던, 그러나 아직 작동하지는 않았던 물의 여러 양태와 결합방

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다른 물을 규정하는 배치물의 출현을 배제하지 않고 내포하고 

있음을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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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양의 많고 적음, 오염의 정도, 흐르는 경로, 수질(水質)에 따른 용도분류 

등에 따라 ’다른‘ 물이 되는 독특한 행위자-연망을 구축한다. 물 다양체의 작

동망은 인간·비인간 행위자의 행위자성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그것을 

관찰하는 해석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스스로 드러낸다.       

부분적 해결책들의 ‘리듬’  

  

빈민촌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실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리듬’을 개념적 도구로 끌어들이는 것은 일견 어색해보일 것이다. ‘정책의 리

듬’이란 무엇을 지칭할 수 있을 것인가? 음악의 기초적 3요소인 리듬, 멜로디, 

하모니 중 리듬은 “박자, 음의 길고 짧음, 셈여림- 강약-을 어어 주는 것으로

서 시간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조정해준다.” (윤지선 2015:263 

각주 6) 리듬을 흐름의 분절, 지속 그리고 강약(의 반복)에 대한 진술이라 받

아들인다면, 실험실-마을에서의 각각의 정책적 개입의 리듬을 쓸 수 있다. 즉 

부분적 해결책들이 고안되고 시행되며, 또 다른 부분적 해결책들에 의해 비판

되고 대체된다면 복수의 '문제식별-해결책'이 이어지고 또 끊어지는 ‘리듬’을 

상상할 수 있다. 또한 부분적 해결책들의 리듬이란 정책적 실험이 이질적이고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P 마을이라는 한 장소에 함께 이어지는지를 설명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시간성’(temporalities)에 대한 연구에서 ‘리듬’의 중요성은 서구

사회와 구분되는 ‘삶의 결’ 혹은 '독특한 템포와 박자’, ‘원주민의 시간’ 등의 

어구(語句)로 표현되어왔다. 여기서 리듬이란 첫째 시계, 시간표, 달력 등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적 시간과 다른 종류의 시간이 있다는 점, 둘째, ‘그들의’ 

실천을 구조나 규칙(규범) 따르기만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독특한 실천 감각,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칭했다(로잘도 2000, 르페브르 2013, Munn 

1992).  그러나 전지구화가 가속화되면서 ‘외부’로부터 고립된 고유하고 독자

적인 ‘문화’가 급속히 사라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리듬에 

대한 강조는 ‘봉고봉고이즘’(Bongo-bongoism)45) 혹은 인-마이-빌리지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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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y-villagism)이라는 비판 속에서 그 영향력을 상실했다. 같은 맥락에서, 

작금의 빈민(촌)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신자유주의의 침투, 차등적 시민권, 배

제적 포섭(포섭적 배제), 개발 프로젝트의 성패, NGO의 국가 기관화 등등의 

‘보편적인’ 추이 변화를 확인/비판/상술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마을 외부로

부터 온 혹은 전 지구적 흐름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질료’일 

뿐이다. 전 지구적 경관들(scopes)로 인해 마을이 (재)생산된다는 점을 받아들

인다 할지라도(Appadurai 1996), 그 흐름이 지역에 들어올 때는 항상 마찰과 

불화(friction)이 일어난다(Tsing 2005). 깜뿡(마을)에는 국가와 자본과 전 지

구적 경관의 힘들이 거쳐야만 한 문턱이 있다. 마을에서의 리듬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마을의 문턱을 넘은 힘들이 어떤 변형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 답하려는 

한 방법이다.  

사회를 분석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리듬 분석을 제안했던 르페브르는 리듬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반복되는 가운데 나에게만 국한된 고유의 패턴을 만

들고, 이는 다른 리듬과의 차이를 만든다. 관계로서의 리듬은 존재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르페브르 2013:23). ‘존재의 차이를 만드는 관계로서의 리듬’

이라는 추상적 정의는 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물 다양체에 대한 분석에 사용하

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형을 거쳐야만 할 것이다. 

  특정 시공간에서의 독특한 시간성과 시간 분절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그 

‘다름’을 판별하기 위한 최초의 구별을 ‘물리적 시공간’ 혹은 ‘행위 주체’로 삼

는다. 전근대 사회는 순환적 시간관을 현대사회는 단선적이고 텅빈 시간관을 

지닌다던지, 초국적 자본의 자본 축적의 리듬과 국가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

하는 리듬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식의 설명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공간과 시간이 국지적(local)으로 구성된다는 

출발점에서의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간다면 마을이라는 시공간에도 그리고 국가

/정책입안자/일반 주민이라는 행위주체에도 귀속되지 않는 또 다른 ‘리듬’을 

45) (Bongo-Bongoism) 류월린의 설명에 의하면, 봉고봉고족이란 소위 미개인이 지껄이는 

알아들 수 없는 말소리인 봉고봉고에서 따온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구체적인 부족은 아

니다. 봉고봉고이즘이란 봉고봉고족의 예를 들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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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다. 라투르는 시공간의 국지적 구성을 흔하디 흔한 것이라 지적하면

서, “공간과 시간이 국지적으로 구성될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일견 이상해 

보일테지만, 그것들은 모든 구성물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이다. 공간은 가역적

인 전위에 의해, 시간은 불가역적인 전위에 의해 구성된다. 모든 것은 전위된 

요소들을 가짐에 의해 의존하므로, 어떤 새로운 불변의 구동 장비(immutable 

mobile)의 발명은 각각 다른 시공간을 쫓아간다”(2016:450)46)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정책의 ‘리듬’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분절’(articulation)을 칭

한다. 첫째, 물 프로젝트는 물 문제를 한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서 지속되어왔으나 사라져야할 것을 한정하고 양자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한다. 개입의 결과를 판단하기 위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비교 

지점을 정한다는 점에서 ‘부분적’해결책은 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해결책)을 

연결하고 양쪽을 잇는 개입이다. 즉 개별 ‘실험’은 과거(의 문제)- (현재의) 개

입- (미래의) 효과를 나누는 리듬을 지닌다. 둘째, 하나의 해결책이 물 문제 

전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럿의 해결책들 사이의 상호간섭이 일어난다. 

서로 다른 해결책들이 경합하며 주민들이 그 상황을 자신들의 실천의 조건으

로 삼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적 해결책들은 한정된 조건하에서의 효력을 지닌

다. 이를 각 정책의 효력, 한계, 교체 즉 실험실-마을의 리듬이라 칭할 수 있

다.  

P마을에서 물 다양체를 증식시키는 정책적 개입은 물 문제를 한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P마을에서 지속되어왔으나 사라져야할 것을 한정

하고 양자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하며, 그 개입의 결과를 판단

하기 위한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비교점을 정해야만 한다. 즉 ‘부분적’ 해결책

46) 프랑스의 생리학자 마레(Marey)가 19세기 말에, 사진총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사람

들은 어떤 이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것을 멋진 시각적 디스플레이로 변형시킬 수 있었

는데, 이때 그는 시-공간의 이 부분을 완벽하게 뒤섞은 것이다. 이전에 생리학자들은 달

라는 사람, 질주하는 말과 날아가는 새의 움직임을 지배할 수 없었고, 죽은 시체나 사슬

에 묶인 동물만을 지배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입 도구가 살아있는 대상들을, 한 가지 결

정적인 변화를 가해서 그들의 책상 위로 가져왔다. 비가역적 시간의 흐름은 이제 그들의 

눈에 종관적으로 제시된다. 사실상 그것은 잣대, 기하학, 초급 수학이 적용될 수 있는 하

나의 공간이 되었다. 라투르(201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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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내부에 과거(의 문제)와 미래(의 해결책)을 연결하고 그 양자 간의 이행

을 판단할 항목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시간을 분절하는 ‘리듬’이다. 둘째, 10년 

이상 여러 종류의 ‘해결책’이 서로 다른 전제 하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

다는 사실은 하나의 해결책이  물 문제 전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의도

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간에 -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이는 물 문제에 대처하

는 여럿의 해결책들 사이의 상호간섭이 일어남을 뜻한다. 서로 다른 정책입안

자가 진행하는 해결책들 사이에 그리고 주민들이 그 해결책을 자신의 실천의 

조건으로 삼아 실천한다는 점은 해결책들 사이의 유효함과 한계에 대한 인식

이 출현했음을 뜻한다. 문제-문제해결책들의 공존은 그 자체로 리듬을 만들어

낸다. 셋째, 상호 간섭하는 해결책들 성패 여부는 프로젝트의 진행과 평가에 

있어서 각기 다른 실행 속도와 판단기준(의 변형)을 통해 어떤 물 다양체는 기

억되고 다른 물 다양체는 망각될 것이다. 무엇이 얼마만큼 기억되고 다른 것

이 망각되는지의 여부 역시 강도와 길이 즉 리듬을 지닌다. 

물 다양체와 실험실-마을에 대해 논구하는 본 논문은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층위에서의 ‘리듬’을 발견함을 통해 실험이 이어지는 실험실-마을의 효과를 가

름해보고자 한다. 또한 ‘리듬분석’이라는 과제는 자카르타 빈민가에서의 물의 

민족지가, 낯설고 이상한 것, 저발전된 것에 대한 상세하고 자세한 서술에 그

쳐서는 아니 되며, 또한 정책의 실패를 규명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작

업‘만’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에 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통상적 이해를 따

르면 리듬이란 길고 짧음 그리고 강함과 약함의 이어짐이다. 물의 흐름에서 

리듬이란 제도와 실천을 규정하고 또 그것을 변모시키는 여러 양태의 물이 언

제 어디서 어떻게 이어지고 끊어지며 또 그 과정 속에서 강해졌다 약해지는가

를 가리킨다. 

실험실-마을의 ‘리듬’이란 빈민을 공식적인 물-네트워크로 (제한적으로) 접속

시키거나, 빈민촌에 한정된 면책을 허락하거나, 물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주민

참여와 주민의 역량강화를 꾀하거나, 모범 주민(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물-프

로젝트들이 꺾이고, 갈라지고, 멈추고, 강해지고, 약해지는 양상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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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깜뿡에서는 수지에 맞지 않는 상수도 확장, 낮은 수도요율을 제공하는 

친(親)-빈민 배려, 불법/합법의 구분을 포기하는 혁신적인 공동체의 마스터-계

량기 시범 사업, 홍수 방지와 소득 증대를 연결시킨 쓰레기 은행, 공동체 활성

화를 위한 모범 주민 지원, 홍수 시기의 무상 원조 등의 시도가 이어진다. 물

을 둘러싼 정책적 실험은 물의 양태가 더해지는 접속지점(분절)과 그것들 사이

의 길이와 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47)  

1-4. 연구방법과 연구과정 

조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자카르타 북부의 P 깜뿡에서 ‘물’을 조사하려 한다

고 스스로를 소개했을 때 모두의 첫 반응은 똑같았다. “홍수인가요? 아니면 

깨끗한 물인가요?” 현지조사 기간 중 공식적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 대학의 

47)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리고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후 ‘빈민촌의 물’에 대한 조

사계획과 내용을 묻고 답할 기회가 있었다. 그 중 강렬하게 남아 있는 세 가지가 있다. 

당시 나는 위의 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만한 답을 낼 수 없었고 여전히 완전히 풀

지 못한 숙제이다. 첫 번째 반응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직후 물 부족에 시달리는 조사

지역에서 오히려 물을 빼돌려 파는 물차를 소개했을 때였다. 재치 있는 한 동학은 나의 

연구를 ‘인도네시아판 봉이 김선달’에 대한 연구로 명명했다. 둘째, 조사를 마치고 돌아

온 직후, 물 마피아가 주인이 된 물 가게, 상수도관에서 물을 빼내어 파는 사람들, 하수

도를 꽉 채운 쓰레기 등의 사례를 당시 ‘한국에서의 물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또 

다른 동학에서 들려주었을 때의 답변이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제 관심은 그런 미개

한(primitive)/저-발전(under-developed)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귀국 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에서 찍은 사진에 대한 단편적인 설명만으로 자카르타

의 물 문제에 대한 설익은 발표를 한 후에 받았던 질문은 “그렇다면 조사를 마치고 난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자카르타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안이 있습니까?”였다. 

위의 세 장면은 1년(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상하수도 체

계가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고, 기발한 불법 행위들이 만연한 자카르타의 빈민촌에서 

물과 관련된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민족지(적 

연구)는 인도네시아판 봉이 김선달, 저-발전된 상황, 정책적 대안 서술과 어떻게 다를까? 

빈민촌에서의 물과 관련된 사건들이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가 예상하고 기획한 대로 진행

되지 않으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기식자’들이 있으며, 여러 정

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과 홍수의 악순환은 그대로 지속되는 현장에 대한 사례

의 모음이 위의 단편적이지만 강력한 인상을 넘어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의

문은 이하 서론에서 제시할 연구 질문뿐 아니라 2장에서 결론까지의 논의 모두의 밑바닥

에 깔려 있다. 낯설고 이상한 것, 저발전된 것에 대한 기술 혹은 정책의 실패를 규명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작업과 빈민촌의 물에 대한 민족지는 어떻게 다른가? 마을만의 

독특함, 국가의 개입, 정책의 대상 등의 해석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들 각각

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마을에 대한 민족지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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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파트너, 연구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만나야만 했던 상급 공무원들, 동사

무소의 사회문화 담당자,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던 NGO 활동가와 지역 주민

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는 자카르타 빈민의 물을 곧바로 문젯거리고 또 그 

문젯거리를 홍수 vs. 깨끗한 물이라는 둘로 쪼개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

다.48)

위의 반응에 대한 나의 대답은 “우선은 깨끗한 물이 중심이 될 듯합니다” 였

다. 무엇보다 자카르타 북부는 오래전부터 상습적인 홍수 피해지역으로 유명

하며 당장 2007년과 2013년의 대홍수가 물 문제로 끌린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첫 만남에서 홍수를 입에 담는 것을 피하려 했다.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실패와 국가 기능의 무능을 드러내는 홍수에 대해 연구

하겠다고 말하면 그들이 경계하거나 불편해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상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선은 ~ (dulu) 듯하다(mungkin) 라는 인도네시아어 특

유의 완곡 화법을 빌려 홍수가 아닌 깨끗한 물을 전면에 내세우고 슬쩍 달아

났다. 둘째, P지역에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이 건기였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먼저 보겠다는 대답은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하면서 

내 머리 속에서 깨끗한 물 vs. 홍수라는 구분은 계속 희미해졌다. 직접적인 이

유는 P지역에서 내가 둘러보고 질문하고 추적하고 참여할 수 있었던 행사와 

대화의 대부분이 ‘깨끗한 물’에 대한 것이었고 가장 홍수의 피해가 심한 절정

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

었다. 또한 1년의 대부분의 차지하는 홍수가 물러간 일상생활 속에서 홍수방

지를 위해 진행되던 프로그램은 막힌 하수도를 청소하고 물의 흐름을 막는 쓰

레기를 분리수거하자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홍수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는 보이지 않았다. 하천과 운하에 쌓인 쓰레기를 치워 홍수를 막자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그저 시 정부의 선전인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현지조사에서 돌아와 논문 작성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을 때 순간 홍수 vs. 

48) 반면 한국에서의 첫 반응은 모두 “깨끗한 물” 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그 때마다 나는 자

카르타의 상수도 보급률과 우물물 오염과 지반 침수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야 했다. 한국

에서 홍수는 물과 연결되기 보다 (자연)재해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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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이라는 최초의 조우의 순간에서의 답변이 가지는 무게를 새삼 깨닫

게 되었다.49)

조사기간 중 연구자로서 나의 ‘정체’는 최소한 2번의 전환을 겪었다. 연구비

자 지원과정이 기약 없이 지체되던 시기 나는 ‘비공식적’으로 마을 이 곳 저 

곳을 돌아다녔고 그 때의 나의 정체는 인도네시아어를 하는 특이한 외국인에 

머물렀다. 이후 연구과정의 초창기에 나는 ‘미래 전망’(가명, 이하 전망으로 칭

함)의 마을 사무소에 들러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다.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인

도네시아 기술과학부에서 발행한 외국인 연구자증과 외국인 거주허가증 그리

고 몇 개의 서류들이었고 별 문제없이 받아들여졌다. 현지조사의 목적이 NGO

활동 자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물’을 추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활동가와 항상 함께 다닌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킴이 활동가들과 마을 사람들은 연구자를 마치 사무실의 ‘코디네이터’와 같

은 부류로 받아들였다. (코디네이터의 위상에 대해서는 2장과 4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그러한 정체가 극적으로 변한 것은 조사를 끝내기 2달 전이었다. 처음 

‘미래의 전망’의 사무실을 통해 P마을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이후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꼬스50)에서 생활했던 나는 조사 말기에 무심코 집에 세 들어 살던 

아주머니에게 밀린 전기세 2만원을 꾸어주었다가 이후 귀국할 때까지 수없는 

하소연을 들어야만 했다. 그리고 너무나 딱한 사정을 토로하는 마을 사람 몇

몇에게 꽤 큰돈을 빌려주었고 그 중 대부분의 돈은 되돌려 받지 못했지만 사

무실의 그 분들처럼 취급되었을 때와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았다. ‘물’에 대해 

연구한다는 낯선 연구자였던 나를 주민들 모두는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와 

같은 위치로 생각했고 그 장벽이 ‘절대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며 꾸어주었

던 2만원이 허물었던 것이다. 이후 나는 전망의 선임 코디네이터인 알디로부

49) 현지조사 기간 도중 얻었던 자료와 기록 그리고 그것을 ‘논문’으로 바꾸는 과정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그러나 인류학에서의 지식생산과

정에 대한 몇몇 진지한 논의들이 집과 현지 (home/Field)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다. 

50) 인도네시아 대도시에서 꼬스(kos)는 가족과 친족 그리고 이웃사람들과의 긴밀한 - 때로

는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대조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대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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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절대로 주민들에게는 돈을 꾸어주면 안 된다는 조언을 계속해서 들어야만 

했다.   

1-5. 각 장의 구성

각 장에서 다룰 연구 질문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화된 물 혹

은 물의 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못한 도시빈민과 깜뿡 내에는 ‘더 많

은’ 물이 있으며 도시빈민과 빈민가가 직면한 물 문제를 포착하고 그것을 해

결하려 시도하는 물 관련 프로젝트들이 있다. 양자가 뒤엉켜 일어나는 사건들

이 물의 실천계와 물 풍경을 낳는다. 첫째, 빈민촌의 지역개발프로그램에서 왜 

물이 중심이 되었는가? 지역 개발프로그램의 초점이 된 물은 어떤 방식으로 

정책 속에 구체화되었는가? (2장)  둘째, P마을이 물-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적인 대상이 된 마을의 문턱을 넘은 물-관련 프로젝트는 마을에서 어떻게 

효과를 낳았는가? 물은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경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3장)  셋째, 물-관련 프로젝트와 빈민 공동체의 ‘자

생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최종) 목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

가? (4장) 넷째, P 마을에서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홍수의 시기가 아닌 시기에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프로젝트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홍수는 어떻게 그리

고 무슨 결과를 낳는가? (5장) 다섯째, 2장에서 5장으로 이어지는 서로 다른 

물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들이 서로 다른 전제와 충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문제들과 문제해결책들이 이

어지는 전체 과정의 효과는 무엇인가? (6장) 

물 다양체를 추적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각 장은 두 가지 목표를 지닌다. 첫

째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다른 무대에 놓인 작동망을 분석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의 장에서 다음 장으로의 연결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묻는 것

이다. 물 다양체의 양태는 물 문제가 유예되거나 망각될 때(2장), 보이지 않다

가 다시 등장할 때 (3장), 다른 문제틀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보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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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4장),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듯 보이던 시도들이 미봉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날 때(5장)를 그리고 6장에서는 2장에서 5장까지의 부분적 해결책들이 각

각의 ‘지속기간’ 과 조건 내에서 교체되는 양상을 종합한다. 

2장은 <‘어떤’ 물이 마을 앞에 도착했는가?>에 답한다. 물 문제가 깜뿡을 위협

하는 빈민/빈곤의 주된 ‘적’으로 설정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물-프로젝트가 

착수된 과정은 개발정책 일반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그 자체의 역사를 지

닌다. 도시정책에서 배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깜뿡이 처음으로 정책의 무대

로 올라온 이래 계속되었던 정책-정책에 대한 비판과 재고는 ―초점과 원칙의 

연쇄― 물 문제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 성과와 빈민공동체 자체의 역량강화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를 제한하였다. 

3장은 마을에 들어온 물의 행보에 대한 기술이다. 프로젝트로 인해 마을에 

‘들어온’ 물은 계획 단계에서 설정했던 길을 벗어나 흐른다. 1997년의 자카르

타의 물 민영화는 ‘깨끗한 물’을 빈민(촌) 개발의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부각

시켰다. 민영화의 (예상되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빈민촌에 대한 정책적(정치적) 

고려는 상수도 확장, 공동 마스터 미터, 차등적 수요요율의 유지 등으로 구체

화되었으나 그 결과는 공식적 물-네트워크의 확장이 아니라 공식/비공식이 뒤

엉키는 또 다른 잡종-네트워크로 만들어내었다.       

4장은 ‘물-관련 프로젝트’에서 이전의 프로젝트의 실패가 보이지 않게 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P 마을은 물-관련 프로젝트의 모범 사례로 불리지만 각각의 

프로젝트의 결과는 그것이 본래 설정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4장에서는 홍

수-쓰레기-자활을 연결시키는 쓰레기 은행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의 실

패한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P 마을이 주민 자조와 역량강화라는 또 다른, 상위

의 목적에 의해 ‘진정한’ 성공사례로 자리 잡는 이유를 분석한다. 

5장은 깨끗한 물의 시기라 이름 붙인 3장과 4장과는 확연히 다른 홍수 시기

의 물에 대한 기술이다. 짧은 홍수의 시기는 의례화된 재해로서의 홍수, 홍수

시기의 주민의 반응, 국가의 역할, 홍수를 마감하는 소독약 배포 행사로 이어

진다. 이를 통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홍수의 절정기가 반(反)구조, 코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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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재확인,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이 촘촘

히 겹쳐 있는 시-공간임을 보여줄 것이다. 

6장에서는 2장에서 5장에서 제시한 물의 흐름과 그것의 단절과 접속 양상 전

체를 다양체로서의 물의 원환(ring)이라는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한 후, 다양체

와 배치물이 분리되면서 이어지는 리듬을 요약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물 다양

체와 실험실-마을이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논문 전체에 대한 일반적 진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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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의 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개입을 요청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북부 자카르타의 빈민촌에서 특히 그 폐해가 집중되어 있다. 이에 

여러 종류의 물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빈곤퇴치 더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개

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해야만 한다. 

2장. 실험실-마을의 조건들  

- 어떤 물이 마을 앞에 도착했는가?    

  자카르타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빈민촌이 심각한 물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

실은 그 중 하나인 P마을이 실험실-마을이 '되는'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물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건만으로 왜 그 마을이 실험실-마을이 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는 마을 차원이 아니라 자카르

타 전역과 그 부근 지역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에 한 마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의 문제 해결이 여타 지역의 물 부족과 홍수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며, 물 문제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하수도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실험실-마을

은 아래의 진술을 전제로 할 때에만 출현하고 유지된다.  

위 진술은 실험실-마을로서의 P마을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의 취지

와 기획에 깔려 있다. 그것이 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조건 하에 P 마을은 - 

항상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엄격한 의미의 실험실은 될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 - 실험실-마을로서 유지될 것이다.51) 그러나 ⓐ 도시 전체의 물 

문제 ⓑ 빈민촌의 ‘더’ 열악한 상황 ⓒ 물에 초점에 맞춘 프로젝트 ⓓ 공동체 

개발과 빈곤퇴치라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네 항목이 함께 묶여 짝을 이루어 정

책적 개입의 필요성과 방도를 마련하는 기반이 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를 잇는 이음새가 마련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이전, 빈

51) 위의 전제는 P마을에서 친-빈민 물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던 순간을 설명하지만, 계속 실

험실-마을로 유지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P마을에서 여럿의 프로젝트가 집중

되고 쌓여가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 질문은 4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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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촌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실-마을은 출현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자원임과 동시에 

그것이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으며, 인구증가와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된 현재 더욱 더 희귀한 재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

가들 사이에 그리고 지역들 사이의 ‘물 전쟁’이 진행 중이다(라코스트 2010). 

그러나 필수 불가결한 희귀재로서 갈등을 야기하는 물이라는 규정이 현재의 

‘일반적’ 상황에 대한 옳은 요약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문화적 문제 중의 하나

로서의 물 문제는 ‘자연적인’ 문제가 아니다. P 마을에서 진행되는 물 관련 프

로젝트와 그 효과를 추적하기 위한 전제로 함에 있어서 물 문제의 중요성은 

항상 자명하고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물이 문젯거리로 받아들여지고 여

럿의 '문제식별-해결책'의 쌍들이 제시되는 짝 짓기(coupling)는 항상 같은 강

도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빈민촌의 물이 문젯거

리가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마을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에 대한 

서술과 설명이 필요하다.  

  2장에서는 ⓐ 도시 전체의 물 문제 ⓑ 빈민촌의 ‘더’ 열악한 상황 ⓒ 물에 

초점에 맞춘 프로젝트 ⓓ 공동체 개발과 빈곤 퇴치라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네 

요소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실험실-마을이 등장한 

배경에는 - 서로 뚜렷한 인과 관계를 가지지 않는 - 크게 부각된 물 다양체의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첫째, 빈곤 퇴치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담론이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 세계의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전 지구적 차원의 기획 (새천년 개발/지속가능

한 개발)에서 그리고 자카르타에서 시행된 물 민영화 사업에서 ‘깨끗하고 안전

한 물’은 온갖 사회문화적인 조건들을 괄호에 넣는 보편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과 위험으로 인해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진행되지 못

한다는 판단 하에 착수된 물-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해당 사회

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원으로서의 물이 불평등하고 불균등하게 

배분되었다는 정치생태학의 관점이 부각되었으며 그 계기는 98년의 물 민영화 

였다. 자카르타에서 물 민영화 사업이 결정된 직후 도시 빈민들이 높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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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율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 즉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예

기되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도시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물 관련 사업이 착수될 당시 가장 강력한 수사는 “부자들보다 빈자들이 더 비

싼 값을 치루고 물을 산다”였다. 그에 따른 즉각적인 목표가 도시의 공식적인 

물 네트워크인 상수도 네트워크를 빈민촌까지 확장하고, 폭리를 취하는 악덕 

물장수를 축출하자는 것이었다. 즉 오랫동안 상수도 네트워크에 접속되지 못

하고 있던 빈민들을 공식적 네트워크 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

었다. 배제되어 왔던 빈민을 포함한다는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셋째,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일부인 물 즉 인간의 통제와 이용의 대상을 넘어 물이 

지니는 행위자성(agency)이 부각되었다. 2000년 이후 잦아진 대홍수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물의 힘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기 때마다 북부 자카르

타를 덮치는 홍수는 빈민촌 전체를 한순간에 정지시킨다. 

도시 개발의 역사 속에서 도시빈민이 도시화되고 근대화된 물-네트워크에 충

분히 접속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배제되기에 빈곤퇴치를 위한 빈민촌 개발프

로젝트에서 ‘물’이 주요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연스럽다. 그러

나 빈민과 물 그리고 빈민촌 개발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인 진술로 설명될 수 

없다. 어느 시기 어떤 빈민에게 어떤 물이 어떤 정책적 수단을 통해 제공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다. 물을 문제로 식별하는 방법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방법 그리고 그 개입을 통해 즉각적이거나 장

기적인 효과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럿이며 그에 따라 상이한 물 다양체의 작동

망이 만들어진다. 물을 둘러싼 실천들은 위의 세 가지 관점 중의 하나로 충분

히 해명되지 않는다. 각각의 관점이 등장하고 사라지며, 강화되었다가 약화되

고, 서로 자리바꿈 한다. 그 하나하나의 작동이 물 다양체의 양태를 만들어낸

다. 위의 각각의 관점을 채택할 경우 특정 순간에 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 

순간의 현상을 분석할 수 있을지언정 그 멈춤 없는 변이를 설명하기는 어렵

다.  

반면, 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나는 마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는 NGO인 ‘미래의 전망’ 활동가의 안내를 받아 주요한 장소들을 둘러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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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게- 공동물탱크-쓰레기로 꽉 막힌 도랑- 상수도 교체 공사현장 - 공동화

장실 샤워실 빨래장-바다에 인접한 극빈층 가구 입구에 놓인 물통들에 대해 

쉴 틈 없이 설명하는 그와 이틀을 함께 다닌 직후 가지게 된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왜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도네시아의 공식 정부가 아닌 NGO가 나서는가? 둘째, 상수도의 전면적인 

보급과 제대로된 하수처리망의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 온갖 미봉책들을 

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 볼 수 있을까? 셋째, 파푸아 출신으로 P지역에 들

어와 지역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지낸다는 그의 위치와 나의 위치는 어떻게 

다른가? 나의 첫 번째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ant)였던 그의 말과 행동

은 마치 토착 인류학자의 그것과 겹쳐보였다. 주민들의 편에서 정부의 무능력

과 자신이 속한 해당 NGO의 문제점을 주저함 없이 쏟아내었기 때문이다. 

  물 문제가 빈민들로 하여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 중이 하나이며, 안전한 식수와 위생을 제공함으

로써 빈곤을 퇴치하자는 일반적인 언술(과 목표달성 선언)과 빈민촌 개발이 벌

어지는 현장 사이의 괴리감은 이념과 현실 사이의 격차라는 틀만으로는 충분

히 설명되지 않는다. P 마을을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실-마을이라 본

다면 그 연결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물 문제는 왜 부각되

었으며 마을의 프로젝트들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과정

은 어떠한가? 이에 답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물-관련 프로젝트들이 실행되기 

이전 즉 정책이 현재의 마을의 문턱을 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검토한다. 심각한 물 문제를 지닌 P 마을에 대한 개입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상호 연관되지만 서로 다른 층위에서 진행되어온 두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첫 번째 과정은 자카르타 전반에서 물 문제가 심각한 도시문제로 부각된 

역사를 요약하는 작업이며 두 번째 과정은 도시 전반에 걸친 물 문제에 대한 

해결이 빈민촌 개발 프로젝트라는 형태로 진행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

카르타라는 대도시에서 ‘물’이 어떻게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도시에서의 물이 취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보여줌과 동시에 

그것을 정당화하고 문젯거리로 판정하고 계속 불완전한 해결책을 내온 양상을 



- 61 -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 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랫동안 소외되어왔던 

빈민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는 사실 안에는 빈민을 식별하

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또 변화시키려 했던 또 다른 층위의 역사, 빈민촌 

개발 정책의 역사가 깔려 있다. 

2-1. 자카르타 물 네트워크의 역사  

만일 한 마을이 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물을 취득하고 처리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외부로부터의 정책적 행정적 개입은 필요하지 않

을 것이다. 특히 자카르타의 빈민촌에서의 물 문제는 마을 자체가 도시와 떨

어질 수 없이 연결되었다는 일반적 요구가 계속해서 무시되어 왔다는 사실 뿐 

아니라 빈민들이 더 이상 마을 안에서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래서 바

깥으로부터 물을 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은 수돗물 없이 

수 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이다.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들 중 하나인 상하수도 네트워크는 매우 긴 

교체시기를 지니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막론하고 100년이 넘은 배관이 여

전히 사용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물 네트워크는 

지나간 시기 동안의 관리와 투자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상하수도 라인

은 과거의 사회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실천의 결과물인 동시에 그 자체가 

제약이자 조건으로서 현재이기도 하다. 자카르타의 상수도망은 접속된 부분, 

수질, 수압 그리고 안정된 서비스라는 면에서 ‘흩어져 있었다.’ 이러한 패턴은 

식민시기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온 것으로서 빈민들은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물 네트워크에 접속되어야할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Bakker et al 

2008:1897-1899), Kooy 2008 참조)  

- 식민시기 

식민시기 이래 자카르타의 물 네트워크는 도시 전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에서 불완전하며 단편적이었다. 물 공급의 소비자가 한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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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간적으로도 도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화와 배제는 식민시기로부터 기인하여 인도네시아의 독립이후까지 계속되었

다. 식민시기 바타비아(Batavia) 시기(1873-1949)의 물 공급 체계는 유럽에서 

온 거주자들을 위한 자분정(自噴井)52) 체계로부터 시작하여 1920년대 도시 남

쪽으로 옮겨간 식민지배 집단의 새로운 거주지의 우물을 거쳐 1923년 강철 

파이프를 사용한 상수도망이 처음 도입된다. 1920년대 이후 상수도망을 깜뿡

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그 규모와 범위 면에서 바타비아의 유럽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었다. 90%의 유럽인 가구에게 하루에 140리

터의 물이 배분되었던 반면, 원주인 집단의 33%에게 하루 65리터의 물이 배

당되었을 뿐이다. 새로운 상수도망의 혜택을 받는 원주민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구에 직접 연결된 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 급수조와 물 행상

인을 거쳤다. 반면 원주민이 거주하는 깜뿡에서 상수도 사용 비용을 원활하게 

받기 힘들었으며 계량기를 조작하고 불법으로 물을 훔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Maronier 1929). 더 나아가 몇몇 깜뿡은 적극적으로 ‘근대적’ 물의 도입

에 반대하였다(Bakker et al 2006). 이상의 요인들로 인해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수도망 보급은 극히 제한되었다. 

독립 이후 근대화의 상징으로서의 상수도 (1949-1965) 

물 공급에서의 분화는 인도네시아의 독립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1952년 

독립전쟁의 과정에서 파손된 식민시기의 상수도망을 복구하고 빠르게 늘어나

는 자카르타 인구의 물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의 물 생산 플랜트 건설

이 계획되었다. 자카르타 최초의 물관리 계획이었던 뻐좀뽕안(Pejompongan)

Ⅰ과Ⅱ는 각각 1957년과 1960년대 중반까지 마무리되었으나 한정된 지역과 

한정된 집단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식민시기의 물 공급에서의 경향이 

지속된다. 먼저 뻐종뽕안Ⅰ은 식민시기에 만들어졌던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이

용했고 그 결과 예전의 유럽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부유한 지역에 집중되었

다. 둘째 새롭게 구축된 물 공급망은 상류계급의 거주지역과 호텔, 관공서, 은

52) 지하수가 수압에 의해 저절로 솟아나는 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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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등의 현대식 건물들이 급격히 건설되던 도심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대부분

의 깜뿡 거주민들은 여전히 우물과 강물 등을 사용했다. 상수도 시설은 자카

르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기초적인 기반시설이라기 보다는 

근대화된 자카르타의 상징에 머물러 있었다. 196년대말 자카르타의 전체 거주

민 중 상수도관이 자신에 가구에 집적 연결되었던 비율은 15%로 추정된다

(Pam Jaya 1992). 당시 물 소비는 계량기로 측정되지 않았고 수돗물의 값은 

매우 낮았다. 실질적으로 ‘도시화된 물’은 부유한 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되

었다. 1960년대 말까지 자카르타의 상수도망이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함을 주

된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근대화’의 상징에 머물렀다는 점은 독립 이후 60년대 

초까지 수돗물의 생산능력이 공급능력을 계속 상회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

다.  

- 신질서 시기의 물(1966-1990)  

경제적 발전과 산업육성을 강조했던 수하르토 정부는 산업용수 공급에 초점

을 맞추는 한편 물을 경제적 상품으로 취득하기 시작한다. 수돗물이 사용량을 

측정하지 않고 매우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었던 이전시기와 비교했을 때 보다 

경제적인 관리가 강조된 것이다. 지역의 물관리 회사(PAM Jaya)가 1968년 설

립되면서 대대적인 계량기 설치와 수돗물 사용자 등록 그리고 수도요율 조정 

작업이 1970년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신질서 시기 수돗물의 상품화 과정 

속에서 자카르타의 깜뿡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1970년대 깜뿡에 거주하

는 주민이 자카르타 전 인구의 80%를 차지했고 자카르타의 토지의 65%를 점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0%의 깜뿡 거주민들은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했

다. 깜뿡거주자들은 계속 우물을 사용하거나 자신들의 수입의 20%에 해당하

는 돈을 지불하고 공동 급수조를 이용해야만 했다(KIP, 1976; World Bank, 

1974). 1966년 당시 자카르타의 시장이었던 사디낀에 의해 깜뿡개선 프로그램

(Kampung improvement Project)가 착수될 때 빈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 

공급이 중요한 과제로 선언되기는 하였으나 도시의 하층민들이 수돗물에 직접 

접속되는 비율을 현저히 낮았다(Abeyasekere, 1987; Taylor 1983). 깜뿡에서 

1970년대까지 공동 급수조는 여전히 흔지 않았고 근대적인 의미의 하수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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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전무했다. 현재까지도 하수체계는 주민들이 직접 해결해야할 사적인 관

심으로 남겨져 있다(Bakker et al 2006).  

1980년대를 거쳐오면서 자카르타 전역에서 물의 오염 문제가 부각되었다. 산

업의 발달, 인구의 증가, 하수도 체계와 쓰레기 처리 체계의 부재는 공중위생 

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했다. 1960년대부터 수인성 질환이 유행했고, 특히 콜

레라로 인한 연평균 사망자가 평균 200명에 달했다(BPP 1971). 

신질서 말기 PAM Jaya는 도시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물 공급계획에 

착수했다. 세계은행의 재정적 지원 하에 1990년에서 97년까지 진행된 이 사업

은 2000개의 공동 급수조를 깜뿡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주

된 대상은 자카르타 북부의 깜뿡이었다. 그와 동시에 자카르타 전역에 걸쳐 

가구에 직접 상수도를 연결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이 계획을 통해 234,000

개 가구가 새롭게 상수도 네트워크에 접속되었으며 자카르타 인구의 약 50%

가 수돗물을 쓸 수 있게 된다. 반면 계획되었던 2000개의 공동 급수조 중 오

직 200개만이 깜뿡에 설치되었고 노후화된 파이프와 관리소홀로 인해 새로 접

속된 상수도관의 많은 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2-2. 물-민영화 사업의 문제 틀   

자카르타의 물 민영화는 영국의 물 회사인 테임즈 워터(Thames Water)가 

수하르토의 아들과 1993년 맺은 협약에서 시작했다. a water concession을 

얻은. 프랑스의 수에즈(Suez)가 끼어들면서 서비스 지역을 둘로 나누었다. 정

부는 테임즈 워터와 수에즈에게 도시를 동서로 갈라 입찰경쟁 없이 나누었다. 

그러나 계약에 사인 한지 2달 만에 동 아시아의 재정위기로 인해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가치가 대폭 하락하였고 수하르토가 하야하였다. 계약The 

concessions은 그대로 남았으나 정부는 수도요율을 동결하고 재협상에 들어

갔다. 2006년 수에즈는 절반을 테임즈 워터는 지분의 전부를 인도네시아 투자

자에게 매도하였다. 

컨세션의 주요한 목표는 서비스 범위를 46%에서 늘리고 61%에 달하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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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줄이는 것이었다. 최초의 목표는 2008년까지 75% 그리고 계약 종결까

지 100%까지 올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물 손실은 2008년까지 25%로 종결 때

까지 20%로 내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재협상과정에서 대폭 하향 조정

되어 새로운 목표는 68%의 서비스 범위 42%의 물 손실이 되었다. 실제 2008

년에 범위는 64%, 손실율은 50%였다. 같은 기간 동안 수도요율은 3배 상승하

였다. 이 상승은 부분적으로 전기비용의 증가와 bulk water 구입 개인 기업에

서 소비자에게 팔리는 것 때문이었다. 2015년 3월 24일 자카르타 중앙 법원

(the Central Jakarta District Court) 자카르타의 민영화 사업이 불법이며 

물 시스템을 다시 공기업으로 되돌리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민영화 사업자들

이 모든 자카르타 주민의 물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소홀했다고 판결했다. 

자카르타의 물 민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카르타의 물 사용 패턴을 알아

야한다. 특히 빈민들. 다양한 물 자원들, 그리고 다른 도전들 예를 들면 홍수, 

지표수의 오염 그리고 지반 침하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물 민영화 

사업에서 아직 상수도망에 접속되지 않은 이들로 주목받았던 자카르타의 빈민

가구들은 상수도, 물 소매상, 그리고 지표수. 상수도와 지하수는 그에 연결되

어 있는 다른 가구들로부터 구입한다. 공동 저수조 개인 소매상들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사용은 질과 가용성 그리고 수압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데, 민영

화를 추진할 때 물 소매상들은 10-32배의 가격을 받았고 빈민들의 자신의 수

입의 5% 이상을 물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때문에 빈민촌의 주민들은 

공식적인 수돗물의 가격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가격 자체가 소

매상으로부터 사먹는 가격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다. 빈민들에 있어서 사실상

의 관심은 높은 접속 비용일 것이다. 잘사는 주민들은 펌프와 탱크를 구입하

여 공급을 원활히 하지만 가난한 주민들은 낮은 수압과 자주 끊기는 물 때문

에 고민한다. 물 소매상들은 서비스 질이나 가격 면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우물이나 저수조에서 물을 사용하기 위해 긴 시간을 줄을 서야한다. 

우물물은 오염되어 있고 짠 맛이 난다. 지표수 역시 수질이 매우 좋지 않다. 

저수조의 물 역시 충분치 못하다. 

자카르타의 물 민영화에서의 특징 중의 하나는 물 사용자로부터의 수금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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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지불하는 돈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최초의 제안에서 소비자

들에게 매겨진 요율이 개인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보다 더 높았다. 그 차액

은 정부가 국제차관을 갚기 위한 돈이었다. 이전에 진행했던 것을 갚기 위한 

것. 최초에는 경제적 수준의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요율이 적용되기로 되어 

있었다. 22%의 이윤율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 오르도록 정해

져 있었던 물 가격은 자카르타 시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동결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빈민들이 더 많이 접속될수록 빈민을 대상으로 매우 낮은 요율을 적용

했기에 평균 요율은 계속 내려갔다. 민영화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빈

민지역으로의 상수도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영화 기간 동안 수도요율은 상승했는데, 1998년에서 

2010년 사이 수도요율은 1 입방미터당 가장 낮은 범주에서 375루피아에서 

1050루피아로, 가장 높은 범주에서 5,200루피아에서 14650루피아로 세 배 상

승했다. 이 상승률은 같은 기간 가구의 소득 상승률보다 휠씬 높은 것이었고 

이에 물 값이 모든 이들에게 더 부담스러워졌다. 

자카르트의 물 민영화 사업은 실패로 막이 내렸다. 1997년의 민영화 이후 20

년이 지난 현재 자카르타의 상수도 보급률은 59%에 머물고 있으며 파이프에

서 새어나가는 물의 비율은 44%에 이른다. 상수도에 접속된 이들로부터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민영화가 시작될 

당시 그것은 앞서 서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그와 동시에 

수하르토 대통령 일가가 민영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 민영화 일반에 대한 

거부감이 지속적으로 표출되었다. 그 결과 자카르타의 수돗물 민영화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강하게 보이게 된다. 첫째, 자카르타의 수돗물 민영화는 민

관협력 관계(PPP)로 진행되었다. 둘째, 민영화가 불러올 수도요율 상승으로 인

해 빈민들이 더욱 배제되고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응하여 친-빈민적 

프로젝트가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고 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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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빈민에 대한 물 공급 

자카르타의 물 문제는 전형적인 “낮은 수준에서의 평형상태(low-level 

equilibrium)로 설명된다. 상하수도 시설 즉 도시화된 물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개발도상국의 많은 도시에서 흔히 나타나는 낮은 수준에서의 

평형상태란 낮은 가격, 낮은 서비스 수준, 제한된 네트워크 확장, 비효율적인 

운영과 부정부패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은 

공식적 물 네트워크 위의 주요한 행위자들 모두가 현 상황을 개선해야할 명확

한 동기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된다. 특히 물 네크워크에 접속되

지 못한 당사자인 빈민들 스스로가 그 상황을 해결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능력

과 자원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Spiler & Savedoff 

1999:1-2) 

‘낮은 수준에서의 평형 상태’ 모델은 지나치게 낮은 수도요율, 낮은 상수도망 

보급률, 물 손실, 좋지 않은 서비스와 관리능력, 상하수도 문제에 대한 상대적

인 정치적인 고려 

이러한 상황에서 빈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물장수(vendor)나 우물에 의존하

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모델이 재현하는 자카르타의 물 문제는 물 민영화 사

업의 필요성과 잘 어울린다. 물 민영화란 오랫동안 정체되어 왔던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970년대까지의 자카르타의 상수도 관리 체제의 효율성과 관련된 비교에서 높

은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 효율성이란 당시 상수도망이 중산층 이상을 위

한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었다는데 기인한다. 이후 빠른 인구증가 속도를 네트

워크 확장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였고 그 효율성을 급격히 떨어진다. 세계은행

의 자리에 의하면 빈민들은 상수도망에 연결되어 있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15% 이상 많은 돈을 물을 얻는 데 사용한다. (Worldbank 2006:1, World 

bank 2007:1)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빈민촌의 주민들 중 25% 만이 상수

도망에 연결되어 있다. 

낮은 수준에서의 평형 상태 모델이 자카르타의 물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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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했다면, 자카르타의 상수도에서 계산되지 않는 물(unaccounted-for 

water UFW)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은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

구와 연결되었다. UFW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기술적인(technical) 문제라기 

보다는 행정적 관리의 문제로 간주되는데 무상이용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

이다. 민영화 진행과 함께 상수도의 불법적 이용 즉 물 훔치기 관행을 근절시

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Kooy 2008:109-113). 

오랜 시간 동안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이 도시 전반에서 특히 빈민지역 개발

에서 주요한 목적으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별다른 개선 효과를 지니지 못했다. 

그런데 1998년의 물 민영화 이후 P 마을이 빈민촌에서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장소로 선택되어 집중적인 프로젝트의 실험실이 되었다. 빈민촌

에 물을 공급하는 과제가 크게 부각된 이유는 수하르토 정권의 붕괴 이후 개

혁 요구와 맞물려 수하르토 정권이 마지막으로 도입한 자카르타 물 민영화 사

업의 정당성 여부가 계속적인 논쟁을 불러왔다는 데 기인할 것이다. 특히 - 

2-4에서의 KIP이 진행에서도 그러했듯이 - 개발도상국에서의 물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물 민영화를 권장했던 세계은행의 입장에서도 자카르타

의 물 민영화 사업은 그 진행과 절차에서의 불투명성과 제도적 미흡함으로 인

해 바람직한 사례가 될 수 없었다. 즉 도시 전반에 걸친 물 문제에서 빈민이 

배제되어 왔다는 사실과 물 민영화를 추진한 기본적인 전제가 네트워크에 포

함되지 못했던 빈민들에게 상수도를 보급해야 한다는 목적이 들어있었던 점 

그리고 물 민영화에 반대하는 강력한 근거 중의 하나가 수도요율 상승으로 인

한 빈민층의 배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P 마을은 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

중적인 개입의 실험장으로 선택되었다.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의 민영화와 빈민을 더욱 더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미래의 위기에

서 이 실험실-마을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문제에 대한 대처였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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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민영화 사업에서의 친 빈민 프로그램 

1998년 자카르타에서 25년 동안의 물 공급 계약을 맺었던 기업들은 계약 기

간 내에 자카르타내의 모든 가구를 상수도 네트워크에 접속시킨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빈민지역에 대한 서비스 공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음의 세 

가지 사업을 친-빈민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였다.  

⓵ 저소득층 지역에 대한 상수도 네트워크 확장: 빈민 지역으로의 상수도 네

트워크의 확장은 GPOBA (Global Partnership on Output Based Aid)와 세

계 은행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빈민 지역의 6,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확장 계획을 수립했다. 

⓶ 마스터 계량기 체계 (Master Meter system)의 이행: NGO와의 협력과 마

을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마스터 계량기를 합법적인 거주

지역과 비합법적 거주지역에 설치한다. 

⓷ 물 보급소(Water Kiosk)의 설치: 물 보급소는 상수도 네트워크가 닿지 않

는 지역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트럭으로 직접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물 보

급소의 관리와 물의 공급 그리고 수금의 책임은 공동체에서 맡아 한다. 물 보

급소는 빈민촌의 사설 물 소매상들로부터 지나치게 높은 가격의 물을 구입하

는 빈민들로 하여금 낮은 가격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Fournier et 

al. 2013: 199)53)

2-3. 빈민/빈곤의 재현과 대표 

자카르타 깜뿡의 실질적 의미는 국가 정책들, 그리고 행위주체에 따라 지속

적으로 (재)발견된다. 인식론적으로 본다면, 깜뿡은 여러 주체의 관점과 관심

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포착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하

나의 대상에 대한 여러 인식을 가능토록 했던 조건은 무엇인가? 국가가 정책

53) 위의 세 가지 실험은 P마을에서 모두 발견된다. 다만 세 번째의 물 보급소 설치는 자카

르타의 물 민영화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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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그 자신의 통치대상을 관리하고 생산하고자 한다는 명제는 얼핏 자연

스럽게 들리지만, 실제 정책의 수립과 실행과정은 국가-정책-일상생활(지역, 

국민 등등) 사이의 관계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국

가가 명확한 목적을 지니며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이라는 수단을 사용

하며 그 결과 통치의 대상이 생산되고 관리된다는 설명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품고 있다. 우선 일관성과 통일성의 문제가 있다. 국가의 수단인 정책들과 국

가 내에서 다른 이해관계와 가정을 지니고 있는 여러 부서와 관리자들를 비롯

한 행위자들 그리고 통치대상인 국민 모두가 그 <국가>의 일부분이다. 과연 

국가의 통치행위 속에서 일관성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일까? 국가의 의도, 일관

성, 방향성이라는 관념 자체가 무엇인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

까? 만일 도시 깜뿡이라는 국가 정책의 대상이 복수의 관점에 의한 포착을 가

능케 하는 다양한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면, 자카르타의 도시 깜뿡은 무엇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는가? 

흔히 정책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은 담론/비담론 차원 양자에서 의미를 생산

하는  정치체계의 구체적 실천을 포착하려 한다. 특히 도시정책에 대한 분석

은 사람들의 정체성이 주조되고, 변화하며 절합되는 (articulated) 신세계(new 

world)가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밝힘으로써 통치성이라는 이슈를 구체적으로 

풀어낼 가능성을 제공한다(Shore and Write 1997).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도시)정책은 현재의 추세와 도시 성장의 과정을 전반적인 발전 목표에 걸맞

는 바람직한 공간 패턴으로 유도하고 포섭하려는 개입 방법”(Soegijoko & 

Soegijoko 1984: 15)이기도 하다. 여기서 도시정책 더 나아가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는 두 가지 상이한 태도 즉 <도시정책의 연구>와 <도시정책을 위한 연

구>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도시공간에서 도시 정책을 다룰 

때,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책의 연구>와 

<정책을 위한 연구> 양자는 특정 집단과 행위자들 그리고 각 상황 속에서 혼

합되어 사용되고 전유된다.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의 목적과 떨어질 수 

없는 도시정책의 결정과 실행은 정책이 설정한 종이 위의 인과관계와 그 범위

를 넘어선 효과, 즉 외부성(externality)과 정책이 상정하는 전제조건들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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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섞이고 비판하며 경합하는 영역이다. 

1960년대 말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던 도시 빈곤구제 프로그램인 깜뿡개선 프로

그램(Kampung Improvement Project, KIP) 이후의 자카르타의 빈민구제 프

로그램의 소사(小史)를 공동체에 대한 ‘병리학적 상상’이라는 단초에 기대어 

다시 쓰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첫째 빈민의 공동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처방으

로 빈민구제 프로그램이 등장했다는 선후(先後)를 뒤집고, 둘째 이질적이고 때

로는 상호 충돌하는 프로그램들이 등장, 진행, 평가, 대체, 재개되는 과정 전

체가 빈민/빈곤 그리고 그 ‘공동체’의 형상이 결정되는 무대 혹은 ‘내부 환

경’54)을 형성함을 논할 것이다.  

병리학적 상상이란 국가 혹은 사회의 부분이나 개체를 병리적이라 칭해 통치

를 위한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인종주의나 우생학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를 의미하지 않는다. 병리학적 상상에 의하면 특정 공동체의 근거는 공통의 

재산, 경험, 역사, 경험 등이 아니라, 그것이 결여하고 있는 것, 위태롭게 하는 

것들이다. 즉 먼저 공동체가 있었고 그것이 위기와 적에 맞서 강화된다는 순

서가 아니라, 식별되고 형상화된 위협과 외부의 반대 혹은 상태가 (안전, 안심 

그리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든다. 에스포지토(Esposito)는 공동체

(communitas)가 항상 면역체(immunitas)와 짝을 이루어 만들어진다는 의미

에서 공동체/면역체라는 조합을 제시하였다. 공동체는 면역체를 통하여 스스

로를 규정하기 때문에 면역의 기원과 작동을 추적함으로써 공동체의 자기-규

정 방식을 논할 수 있다. 에스포지토는 면역(immune)의 기원을 두 가지 측면

에서 추적한다. 첫째, 법적 전통에서 면역이란 ‘면제된’의 의미로서 ‘다른 모든 

이들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규칙으로부터의 예외로서 노예, 소수자, 외국인 

등과 같은 타자뿐만 아니라 공통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면책특권자도 

포함된다(Espoisto 2011:6). 2) 둘째, 의학 전통에서 면역 메커니즘은 “약화된 

감염원은 같은 종이지만 매우 유해한 병원균으로부터 인간을 보호”(ibid 7)하

54) 캉낄렘은 “유기체는 자신이 응해야할 환경 속에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기체의 

능력을 발달시킴과 동시에 그 환경을 구조화” (캉낄렘 1996:301) 한다는 측면을 지적하

기 위해 ‘내부 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72 -

는 백신의 도입으로 대표된다. 공동체/면역체는 공동체와 그 외부 ’사이’혹은 

중간지점에서 즉 “반대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내부로 받아들임으로써

만 작동”(ibid 7-8) 한다. 

빈민 혹은 빈곤을 구성하는 제 요소들은 일관적이거나 총체적이지도 않으며 

고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빈민과 빈곤을 정의하는 작업은 쉽사리 종결되지 않

는다. 그러나 이론의 난제가 현실 속에서는 어처구니없이 간단하게 해소되기

도 하는데, 본 장에서 요약한 자카르타의 빈민구제 프로그램들의 연속과 교차

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빈민/빈곤은 호칭적이 아니라 지칭적이다. 그 대상

을 직접 부를 때 혹은 그 대상의 본질을 직접 지시하기 보다는 또 다른 ‘무엇’

을 경유하여 - 통상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여한 상태- 로 재현된다. ‘빈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빈곤과 빈민은 무엇에 맞서 구성되는가?’라는 다른 질

문으로 우회하며,55) 빈민/빈곤에 대한 국가나 NGO의 개입 즉 정책과 프로그

램은 빈민을 위협하는 것들의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빈민의 공동체란 그들이 아닌 것, 외부, 반대, 위기를 포섭하고 통제하려는 활

동 즉 일종의 ‘면역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빈민구제 프로그램은 빈민 공동

체의 바깥과 위기 즉 결여와 구멍을 정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빈곤의 관계

를 형상화한다. 

자카르타의 깜뿡   

인도네시아의 빈민 프로그램에서 깜뿡은 도시 빈민가를 지칭한다. 그러나 깜

뿡이라는 용어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가지 기원을 지닌다. 1) 도시 빈민의 열

악한 생활조건과 2) 자바의 전통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국가가 도시의 삶에 

개입하는 수단인 도시정책 속에서 뒤섞여 사용되며, 깜뿡에 대한 제 정책들의 

55) 빈곤/빈자를 지니지 못한 자(the have-nots)로 칭하는 불편함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무엇’을 지니지 못함을 빈자/빈곤으로 정의할지에 또 하나의 어려운 질문이다. 빈자/빈

곤은 단일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빈자들과 빈곤들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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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이 된다. 깜뿡에 대한 정의는 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즉 도시빈민

에 대한 정의와 직결되며 그 정의의 구체적인 양상이 유지/변경됨에 따라 자

카르타 도시 빈민을 위한 프로젝트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변모한다. 

첫 번째 기원 즉 열악한 생활조건, 도시빈민가로서의 깜뿡의 이미지는 인도

네시아 대도시의 역사를 통해 만들어졌다. 급속도의 도시화 과정과 병행하여 

깜뿡은 도시빈민의 낙후된 생활환경과 등치된다. 즉 깜뿡=열악한 생활 조건이

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는 네덜란드 식민시기, 행정부에 의해 인구 60만의 도

시로 계획되었다. 2005년 자카르타의 인구는 천만을 육박한다. 1951년 인도네

시아의 수도가 족자카르타로부터 자카르타로 이전된 이후 자카르타의 인구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인구증가 속도에 조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를 들어 1961년과 1971년 사이 인도네시아 전

체 인구 증가율은 22%였으나 자카르타의 경우는 자연증가에 각 지역으로부터

의 이주가 더해져 57%에 이르렀다.56) 현재 도시빈민가로서 깜뿡은 1950년대 

이후 시골로부터 자카르타로의 이주 즉 이농현상에 의해 두드러진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1970년대의 정부 보고서는 “자카르타는 이주민들의 도시로서 

오직 30%의 인구만이 자카르타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토박이이다. 대부분의 

다른 이들은 이주민들로서 서부 자바와 중부 자바로토 이주해왔다”(Planned 

Community Development 1973 Annex 2:2)고 요약한다. 급속한 이주의 결

과로 악화된 주거환경은 ‘자카르타 거주 허가제도’라는 대응을 낳았다. 1968년

에 이르기까지 자카르타로의 이주자들은 신분증과 여행 허가를 요구받았으며. 

이 문서는 실질적인 강제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 ‘닫힌 도시 정책’ (closed 

city policy)은 도시 정화 활동의 일환이었다. 자카르타로 몰려드는 ‘자격 없

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쫓아내는 도구였다. 여타의 개발 도상국과 비교했을 

56) 많은 학자들은 자카르타의 인구문제가 19세기 이래로 지속되어왔다고 설명한다. 현재 

자카르타의 북쪽 지역에 자라잡고 있었던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수도였던 바타비아

(Batavia)는 네덜란드로부터의 이주에 의해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였고, 식민정부의 중요한 

브로커였던 중국인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자카르타의 지역의 원주민이었던 자바인들은 

네덜란드인이나 중국인들이 살던 지역에 비하면 환경조건 면에서 휠씬 미치지 못하는 지역

에서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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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도시화는 주요한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빨리 확산되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자카르타로 대표되는 몇몇 대도시에

서의 깜뿡 문제는 주요 도로와 상업 지역의 근방에서 살아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급격하게 모여드는 이주민들 그리고 극심한 도농간의 격차에 있

었다. 화려한 대도시과 열악한 생활환경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으며, 이 격차

는 이후 깜뿡 개선 프로젝트가 착수되는 중요한 배경이었다. 

둘째, 깜뿡이라는 용어는 그 기원을 찾기 어려울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다. 

도시 빈민가라는 깜뿡의 의미는 대규모 이주라는 새로운 현상이 깜뿡이라는 

오랜 단어와 결합된 것이었다. 말레이 문화권에서의 도시를 연구한 레이드

(Reid)는 깜뿡을 <도시 내의 촌락>이라 정의한다. 도시 내부의 작은 근린 공

동체를 깜뿡이라 부를 때, 그 안에는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도시적이지 않은 

마을이라는 극명한 대조 혹은 불일치, 시대 착오 등의 의미가스며있다. (Reid, 

1979:5, recited from Sullivan 1992:20) 설리반(Sulliban)에 의하면 깜뿡은 

자바문화의 전통 속에서 궁정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

러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깜뿡과 궁정 사이의 물리적 상징적 거리는 계속해

서 증가하였다. 여전히 술탄의 지배 하에 있는 자바문화의 상징으로 남아 있

는 족 자카르타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면, 평민들이 살아가는 지역인 깜뿡은 

궁정인 크라톤(Kraton)과 계속해서 유리되는 과정을 겪었다. 식민주의와 근대

화를 거치면서 크라톤과 깜뿡 사이에 외국인, 국가 관리, 국가기관 종사자 등

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설리반은 이를 깜뿡의 속화(vulgarization)라고 

요약한다. 이에 따라 깜뿡은 ‘보잘 것 없는 사람들’ (little people, wong 

cilik)의 공간으로 인식되게 된다. (Sullivan ibid 25) 도시 내의 거주지역이라

는 의미에서 깜뿡은 1>왕자와 귀족들 그리고 권력자의 공간 2>식민주의자, 상

인, 외교관, 비 자바인 3>그 이외의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분화되지만, 깜뿡의 실질적인 의미는 보통사람들의 거주 지역으로 강등되었다

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위에서 요약한 과정을 거쳐, 깜뿡이 자바의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 즉 자바의 일상생활, 자바의 오랜 전통을 담지한 곳으로 상

상되었다는 점이다. 설리반에 따르면, 깜뿡의 거주자들은 보잘 것 없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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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상되었고, 지배하는 이들(upper or ruling people, wong gede)과도 구

분되지만, 자바의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 즉 중국의 화인, 외국인 그리고 자바 

섬 외부로부터 온 사람(Godongan)과도 별개의 집단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외부인들은 깜뿡이데올리기에 따르면 부유하지만, 난폭하고, 적

대적이며, 사려깊지 않은 이들로 규정되었다. 깜뿡이라는 범주는 하위 계층이

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대신, 자바의 전통 문화를 이어 받아 소위 공동체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기도 한다(ibid 110‐117). 

깜뿡에 대한 사뭇 다른 기원은 이후 자카르타의 도시 정책에서의 깜뿡과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포착하는데 계속 엇갈리며 등장한다. 

현대성 그리고 귀족문화와 구분되는 자바의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곳이라는 

깜뿡의 이미지는, 자카르타의 이주민의 대다수가 중부와 서부 자바의 농촌 지

역에서 이주해온 이들이라는 점과 이주의 구체적인 과정 때문에 재생산되었

다.57) 자카르타로 이주해온 이들은 통상적으로 같은 시골 지역에서 이주해온 

그들의 친구와 친척의 도움을 얻었고, 그 결과 각각의 깜뿡은 같은 마을 출신

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자카르타의 공식적인 거주민으로서 

인도네시아의 가장 작은 행정 단위로 통상 40가구 정도의 구성되는 루쿤 트탕

가 (rukun Tetangga)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공식적 신분증

을 얻어야만 했는 바, 이 신분증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1-2주 이상의 노

동을 통한 돈이 필요했다. 당장 도시에 도착한 이들은 신분증을 얻기 위해 무

허가 건물이나 교각 아래, 혹은 인력거꾼의 경우 그들의 인력거를 거처로 삼

을 수 밖에 없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자리를 얻기란 매우 힘겨웠

으며, 연고가 없는 이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도시에 머물면서 무허가 건물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Temple 1975:77). 이런 면에서 자바의 전통 혹은 공

동체적 가치를 품고 있는 깜뿡의 성격은 이주의 과정에서도 강력하게 남아 있

었다. 이 성격은 이후의 도시정책 특히 1980년대 이후의 깜뿡개선 프로젝트에

57) 자카르타에는 자바섬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다른 섬에서 이주해온 이들이 존재하

며, 이들 역시 깜뿡을 형성하고 있다. 자바 이외의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들의 깜뿡을 자바출

신들의 깜뿡과 비교하지 못한 점은, 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자료의 한계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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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 깜뿡의 여러 얼굴과 빈민의 ‘적’   

독립 이래로 깜뿡은 여러 정책에 의해 (재)정의 되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자카르타 마스터 플랜은 그 틀에서 깜뿡을 삭제했으며, 깜뿡개선 프로그램

(Kampung Improvement Project 이후KIP)의 초기 단계예서는 ‘열악한 생활 

조건’으로 환원되었다. KIP의 2기는 그 이름과는 달리, 깜뿡을 철거하고 지역

을 재개발하는데 실질적인 초점이 맞추어 졌으며, KIP 3기에 들어서면 공동체 

부활이 화두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거나 일관성 있는 ‘발전’이

라 요약될 수 없으며, 각각의 상황 속에서 부각된 과제와 수단, 개입하는 행위

자들에 의해 복수의 ‘깜뿡’이 드러나고 또 사라졌다. 깜뿡 개선 프로그램은 그

것이 목표로 삼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깜뿡에서 사라져야 할 것들 즉 빈민

들의 ‘적’을 식별함으로써 도시빈민을 변모시켜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자카르타 마스터 플랜: 1965-1985 과 깜뿡

자카르타 마스터 플랜의 수립은 독립 직후의 수카르토 정권의 도시정책이 변

화되었음을 보여준다. 1965년에서 1985년까지로 설정된 이 계획은 1965년 5

월에 승인되었다. 수카르노의 등대정책의 장소였던 자카르타가 세밀한 마스터 

플랜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반면 급격히 성장하던 자카르타의 상황은 마스터 

플랜을 필요로 했다. 자카르타 마스터 플랜은 1985년 까지 자카르타의 토지 

사용할당을 계획한 것이자, 시작 당시의 (무계획적인) 토지할당에 개입하려는 

것이었다. 

“마스터플랜은 단순히 공간 배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도시의 이노베

이션과 토지 의 유용성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도시의 혁신과 회복은 공간의 

재배정으로 인구 활동의 수치에 기초한 적절한 균형을 근대적이고 기술적인 

요구에 기반하여 설정하였다.” (Chapter 1. Jakarta Master Plan 1965‐

1985, recited from Planned Community Development 1973 Annex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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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마스터 플랜은 그 이전까지 무계획적으로 진행되었던 자카르타의 개발을 체

계화시킨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는 경제정책과 도시 개발과 

관련된 재정을 통합시키려 시도했다. 즉 마스터 플랜은 구체적인 개발 프로그

램과 프로젝트들을 전체적인 토지-이용 지도에 걸맞게 조정하려 시도했다.58)

흥미로운 사실은 1965년에서 85년 사이의 자카르타를 재현한 마스터 플랜 

내의 수많은 지도에서 도시 전역에 퍼져 있던 수많은 깜뿡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깜뿡의 누락은 마스터 플랜의 위상과 맞물러 흥미로운 질문

을 이끌어낸다. 마스터플랜이 삭제한 깜뿡과 깜뿡개선 프로그램의 깜뿡은 공

존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직접적인 본격적인 답변을 잠시 미루고, 마스터

플랜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인도네시아의 독립 이래 수립되었던 수많은 도시 공간에 대한 계획들이 종이 

위에 머물렀을 뿐 실현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카르타 마스터 플랜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1970년대 후반, 도시 전체 차원의 계획이 도시화 과

정 자체의 속도를 도저히 따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고, 마스터 플

랜은 그때 그 때 그 때 마다의 국지적 개발 계획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무엇

보다 1970년대 후반의 마스터 플랜의 실질적인 포기는 자카르타의 토지 가격

의 급격한 상승에 기인했다. 자카르타 시내와 시외의 토지가격은 정부가 설정

한 기준을 훌쩍 뛰어넘어 폭등하였다. 그 결과 마스터 플랜에서 설정한 토지 

개발계획은 계획 수립 당시 설정한 재정규모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좌절되

었다(Marulanda 1994: 25‐27). 마스터 플랜은 토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근본

적인 한계에 부딛혀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 전락하게 된다. 

  여기서 도시 정책 그리고 국가정책 일반과 관련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실현될 수 없었다면, 자카르타 마스터 플랜 이라는 정책 수단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것일까?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혹은 실패한 정책에 어

58) 마스터 플랜이 입안되고 발효되기 이전인 1950년대와 60년대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
부분의 도시 정책을 중앙 정부의 기술 부서(DIP)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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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카르타2005 마스터플랜의 조

감도 

떤 의의나 역할이 있는 것일까? 원칙적으로 마스터 플랜 혹은 특정한 기간을 

설정한 경제개발 계획은 관련된 정책과의 관계에서 가장 상위에 놓이며 방향

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개발 정책에 있어 마스터 플랜의 흔적은 다음과 

같이 발견된다. “새로운 택지 개발에 있어서의 주안점은 하층 그리고 중산층

을 위한 대규모 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지만, (마스터 플랜에 의한) 자카르

타 동부와 서부의 개발 구역(zone)이 우선순위에 놓인다.” (Housing 

Department DKI Jakarta 1994:5) 반면 깜뿡개선 프로젝트 1단계에서, 마스

터 플랜은 최상위의 범주라기 보다 고려해야할 여러 요소 중의 하나로 강등된

다. 이러한 전도의 이유는 KIP 자체가 자카르타 전체의 바람직한 토지 사용의 

예로 제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KIP라는 정책 자체는 마스터 플랜의 입장

에서 보면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심급의 정책들의 충돌을 해석하는 시각은 다음과 같다. 몇몇 학자

들은 마스터 플랜의 중요성을 그것이 실질적인 정책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방

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며 인정한다. 국가 정책의 저변에 깔려있는 방향

성 혹은 일관성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 예로 포드는, “도시 빈민가인 깜뿡을 공식적인 토지 구역으로 부터 분리시

키는 것이 공식적인 인도네시아 도시주의의 모델을 수립하는 본질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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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Ford 1993: 391)이었다고 요약한다. 도시빈민가로서 촌락이 마스터 플랜

에서 제거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명백해 보인다. 예기치 않았고 통제할 수 없

는 도시화의 결과로 증장한 깜뿡이라는 지역은 재조직되고 다시 개발되어야만 

하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책은 근대화의 

담론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즉 마스터 플랜은 공간이용을 단순화시켜 

이해하는 전형적인 예로, 바람직한 진보에 대한 큰 테이블 속에 본래는 단순

화하고 도식화시킬 수 없는 요소들을 배치한다. 이러한 근대화의 담론과 그것

의 비-담론적인 구현으로서 정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제대로 실

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마스터 플

랜의 필요성은 부각되고 강조되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진다. 한 예로 자카르타

의 첫 번째 마스터 플랜 이후 제시된 이후의 계획인 <자카르타 2005>에서도 

깜뿡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것이다. 1987년에 제시된 자카르타 2005는 제

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이전 버전에서의 구상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인구 

성장, 주택 개발과 교통 문제 등의 구체적인 수치와 그에 따른 중요성의 증대 

등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위의 그림은 자카르타 2005에 덧붙여진 그림으로 자

카르타의 이상형을 만화 풍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도시공

간과 개발을 검토한 쿠스노(Kusno)는 다음과 질문한다. <자카르타 2005>에서 

자카르타의 깜뿡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쿠스노의 주장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일관성 혹은 방향성을 가정

하는 것과 서로 다른 정책의 모순적 측면을 지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상위의> 마스터 플랜과 <하위의> 깜뿡개

선 프로그램의 위치가 뒤집혀지는 것으로 보이는 KIP 1기의 상황을 재조명하

고자 한다. 

KIP 1단계에서의 깜뿡

1969년 자카르타 지방 정부는 도시 빈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

운 접근을 시작했다. 깜뿡개선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KIP는 인도네시아어로 무

함마드 후스니 땀린 (Muhammad Husni Thamrin, MHT) 프로젝트로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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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땀린은 네덜란드 식민시기 의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자카르타의 영웅

이다.59) 이 프로그램은 도시 빈민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

추었던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초기 단계에 KIP는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두 군

데에서만 실행되었으나, 이후 여타의 인도네시아의 대도시로 확산 되었다. 반

둥, 수마랑, 마카사르 등의 주요 도시들이 KIP의 2차 5개년 계획 도중 (1974‐

1979)에 추가되었다. 1979년에서 1984년에 걸친 3차 5개년 계획 기간에 KIP

는 중앙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되었고 전국적인 차원의 정책으로 변모하

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KIP는 전 세계의 도시계획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인 아

가 칸 상의 건축 부문(the Aga Khan Award for architecture)을 수상하였

다. 1989년에서 1999년에 이르는 KIP 3기에 이르기까지 7백만 명, 인도네시

아 도시인구의 70%가 KIP의 혜택을 입었다.60) 무엇보다 KIP 1기는 깜뿡의 물

리적 생활 조건의 향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KIP 1기의 활동은: 교통수단이 다

닐 수 있도록 주 도로를 넓히고, 보행자를 위해 보도를 확보한다. 하수도와 상

수도 시설을 정비한다. 쓰레기 수거 장소를 만들고, 대중 화장실과 각 가정의 

화장실을 건설한다. 학교 빌딩을 짓고 보건소를 건설(Jakarta Raya 1978:13)

하는 것이었다.  

시행 초기부터 KIP는 큰 성공과 반향을 일으켰으며 인도네시아의 가장 대표적

인 도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래 문장과 유사한 선전

문구를 정부 기관의 간행물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KIP 혹은 MHT로 더 널리 알려진 프로젝트는 자카르타 시민만의 자랑과 

기쁨이 아니다. 열도의 다른 지역으로 부터의 방문자들은 프로젝트로 인해 

향상된 생활조건을 보고 감동받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새로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그들은 자카르타와 같은 ‘MHT프로젝트를 시작합시다!’ 라

며 촌장들을 열성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자카르타에 방문하기 전 그들은 

그저 거리의 행상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발전의 복음을 전하는 지역의 영

59) KIP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의 도시환경 개선 프로그램에 뿌리를 두고 있다. . 

60) KIP 1기 (1969‐1978), KIP 2기 (1979‐1988) 그리고 KIP 3기 (1989‐1998)는 두 개의 5개
년 계획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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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들이 되었다(Jakarta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Board: 2‐3).  

여기서 선전문구의 이데올로기성과 과장에 대한 지적을 하기보다, KIP의 확

산에서 가장 유명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이었는지를 짚고 넘어가보자. 그

것은 KIP이전과 이후를 대조하여 보여주는 사진이었다. 자카르타의 도시 정책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도시정책에서 KIP를 소개하는 모든 책자는 <KIP 이전>

과 <이후>를 보여주는 한 쌍의 사진을 전면에 싣는다. 이 재현은 매우 강력하

여 KIP가 품고 있는 문제점과 비판들을 무화시키는 수사학적 힘으로 오랫동안 

작동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KIP 1기는 자카르타 마스터 플랜과 충돌한다. 모든 깜뿡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마스터 플랜의 구상과는 맞지 않았다. 마스터 플랜

의 계획 상 상당 수의 깜뿡은 재개발되고 철거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러

나 KIP의 성공은 마스터 플랜을 진행하는데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깜뿡에 대한 전면적인 재개발은 잠정적으로 유보되었다.  KIP 2기 중에 제출

된 아래 서류는 마스터 플랜과 KIP 1기의 잠정적인 동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하고 있다.  

DKI (자카르타 지역의 공식명)에서 상충하는 토지 이용에 대한 정책은 최근 

수정되었다. 모든 깜뿡은 개선 프로젝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두 가지 예외

가 있다. 깜뿡의 위치가 a. 녹지대로 구분되어 있을 때, b. 근래에 산업 혹은 

상업 지역으로의 개발 계획이 계획되어 있을 때이다. (Planned Community 

Development 1984 Annex 4:19)  KIP 1기의 원칙은 <긴박한 필요>였다. 깜

뿡은 도시 전역에 퍼져 있었으며 그 생활조건은 너무나 열악했다. 깜뿡의 거

주자들은 가난했으며 교육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다루다오(Darrudano)는 

모든 깜뿡을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몇몇의 개선 프

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깜뿡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준

을 제시한다. 

1> 깜뿡의 나이, 오래된 것이 더 우선함 

2> 인구밀도, 인구가 더 조밀한 곳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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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자의 수입, 수입이 낮을 수록 우선 

4> 물리적 조건, 더 열악한 조건이 우선 

5> 토지 사용, 자카르타 마스터 플랜에 의거 

의심할 나위 없이 KIP의 대상이 되는 깜뿡의 선정과정에는 정치적 고려가 들

어 있었다(Darrudano, 2000:11) 보다 복합적인 버전의 고려 사항을 소개하

면, 물리적 조건, 인구밀도 등의 기준에, 깜뿡의 역사(합법/비합법 거주민의 

비율), 이후 자립적인 발전을 보장할 지역 공동체의 성숙도, 주위의 도시공간

에 끼치는 궁극적 효과 등이었다(Jakrata Raya 1978:13). 

그러나 조심스러운 유보는 자카르타 정부 혹은 자카르타 마스터 플랜의 영향

력과는 상관없는 요인에 의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즉 마스터 플랜에 저촉되

지 않아야 한다는 유보조항은 오히려 KIP 1기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깜뿡을 

예외 상태로 설정하는 반대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그 요인이 세계은행의 개입

이었다. 1974년 세계은행(world bank)는 KIP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자카르

타에 제공하였다. 세계은행으로부터의 지원은 KIP 예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

초 5년의 지원 이후 3년 동안 추가 지원이 이어졌다. 추가 지원의 조건은 모

든 깜뿡이 KIP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방 정부가 모든 깜뿡이 

KIP의 일차적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순간 KIP 1기에서의 길었던 예외 상

태는 마감되었다. 이후 KIP 2기(1979‐1988)는 도시기반시설과 도시재개발이라

는 과제를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  

KIP 2기와 3기의 깜뿡: 도시재개발과 공동체성 

KIP 2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딜레마와 모순을 보여준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었으나 KIP 2기 초기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0%

이상 삭감되었으며 그 초점 자체도 생활조건의 향상에서 도시 전반의 기반시

설의 확충으로 변화되었다. 즉 KIP 2기의 딜레마는 스케일은 개별적인 깜뿡에

서 도시 기능 전반으로 확대되었으나 예산은 급격하게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실상 KIP 2기의 목적은 또 다른 도시 정책인, 도시 기반시설 통합 발전 계획



- 83 -

2-2. KIP 사업 이전과 이후를 대조하여 보여주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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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grated Urban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과 대부분 

중복되어 있었다.  

실질적으로 KIP 2기는 도시 재개발의 관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고’기존에 존

재하던 깜뿡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KIP 1기 말기에 

예산이 투입되었던 깜뿡이 곧바로 철거대상이 되어 사라지는 아이러니컬한 상

황이 벌어진 것이다. KIP 2기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깜뿡거주민 사이의 분쟁

이 심화되었다. KIP 1기 이후 세계은행의 평가로부터 시작된 KIP 영향 평가는 

이러한 분쟁을 언급하면서 도시 재개발 사업 진행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

였다. 

KIP 3기(1989-1998)은 이러한 비판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원칙

을 도입한다. 트라바나(Tribana, three developments)라 불리우는 이 원칙은 

세 종류의 개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물질적 개발을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는 사회적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사회적 개발이란 공동체-수준의 조직

을 강화하려는 시도로서 일자리 창출과 공식적인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경제

적 개발과 함께 물질적 개발에 치우쳐 있었던 KIP 1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KIP 2기 동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들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의 공동체의 참여 보장, 

주민 참여, 민주주의, 지방자치 등의 이슈가 큰 관심을 끌었다. 수리아디

(Surjadi)는 KIP 3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주택사업의 담당자들은 NGO를 고용하여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Community 

Development Coordinators,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맡겼다.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는 지역개발의 대리인으로서 현장에 파견되어 주민들

과 함께 활동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이끌어가려 시도

했다. 공동체 차원에서는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의 활동을 승인하고 파트너

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을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NGOs의 활동가들

은 일상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공동사업에 참여함으로서 그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활동하였다(Surjadi 20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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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요약은 개발 과정과 NGO의 활동을 매우 이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

러나 여기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이러한 NGO 활동과 공동체의 활성화라는 과

제가 어디서 기인했는가의 문제이다. KIP 3기의 방향전환은 제도적 차원의 감

사(auditing)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이전KIP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도시계획 

입안자의 책상 위에 놓여진 서류의 숫자만을 늘린 것이 아니라 KIP 3기의 방

향에 기회와 영향력을 끼쳤다는 점을 보여준다. KIP 3기는 인도네시아의 국내 

대학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의 여러 학자와 자원봉사

자들을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로 받아 들였으며 대중매체들은 공동체 기반의 

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사례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공동체성에 대한 

강조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실질적으로는 자바전통에 대한 회귀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경향 속에서 전통과 공동체성의 담지자로서 깜뿡의 의미가 다시 부각

되었다. 깜뿡개선 프로그램을 넘어선 국가의 사회통제의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3년 RW‐RT 체계를 도입하여 인도네시아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준-국가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려 했다(Sullivan 1992:175). RW-RT 체계는 

Rukun tetangga/rukun warga의 축약어로, 한국의 통/반 제도와 유사한 개

념이지만, 그 기원을 자바의 전통문화로부터 적극 차용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네시아 대도시에서 살아남은 깜뿡에서 마을 지도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은 

그 공동체성의 정도에 비례하였고, KIP 3기의 주요 대상 역시 자치조직이 잘 

갖추어진 깜뿡이었다(Mendagri 7/1983). 

2-4. KIP 이후의 출발점과 주민참여 

  

30년에 걸친 KIP의 역사는 아이러니로 가득하며, 인도네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정책으로서 KIP는 여러 학자들로부터 비판 받았다. 즉 도시의 전반적인 

기능에 관심을 가진 더 ‘실용적’인 사회공학자들의 입장에서 KIP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낳을 수 없는 대중주의적 정책이었으며, 소위 비판적 학자들

에게는 도시빈민을 배제시킨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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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KIP가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도시 빈민을 대상

으로 했던 정책 중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음은 분명하다. KIP의 비밀은 그것

의 일관성, 철학, 정치지도자의 효과적인 선전 수단이었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KIP는 비일관성, 계속적인 방향 수정, 정치가의 부담으로 작동

하기도 했다는 점에 놓여있다. KIP 속에서 그 대상인 깜뿡과 빈민은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재정의 되었으며 다른 정책 속에서의 깜뿡과 계속적인 충돌을 

일으켰다. KIP의 역사는 국가의 여러 차원의 의도 - 계급적, 인종적, 이데올로

기적 - 가 결코 일관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KIP 1기를 진행할 

때의 국가와 3기의 국가 사이의 일관성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우며 국가 내의 

각 부처, 각각의 정책들 역시 깜뿡에 대해 다른 상을 지니고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즉 KIP의 역사는 국가의 빈민정책이 일관성이나 

총체성이 아니라 계속되는 위치와 입장 바꿈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례

에 대한 일차적인 해석은 국가를 “총체화하는 혹은 초유기체적인 문화의 모

델”로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Steedly 1999: 433) 국가 자체를 일련의 상호

작용의 연속에서 도출되는 전반적 효과(Deleuze 1988:25)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빈민/빈곤의 대표 재현에 초점을 맞출 경우, 행위자로서의 국가

를 (실패하는) 지배자 혹은 (무능력한) 관리자로 판정하기 보다는 정책의 의도

했던/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와 어떤 조건과 제약을 남겼는가에 답하는 것이 보

다 더 중요할 것이다.  

1기의 KIP는 전반적인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충분한 재정과 행정력을 

지니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심화되는 도시빈민 문제에 대해 한시적인 해결책으

로 내놓은 것이었다.  (Darrundano 2000:7) 가시적인 물질적 조건에만 초점

을 맞춘 KIP 1기의 정책이 즉각적인 전시효과만을 노리고 있었다는 여러 학자

들의 비판은 분명 타당하다. 그러나 KIP의 영향평가에 대한 거의 모든 보고서

들은 KIP 이전과 이후 깜뿡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Wirosardjoni 1991, World Bank 1995). KIP 1기의 숨겨진 슬로건은 “최소

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었다.  KIP의 미시적 차원에서의 

시설의 확충 및 개선의 시도와 그 결과는, 도시전체의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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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과제를 명확히 해주었다는 (Suselo & Taylor 1995: 13) 주장에 많은 

도시 정책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더 나아가 KIP 2기 도중 드러난 도시공간의 

재개발 과정에서의 갈등- 특히 깜뿡의 철거 -는 매우 심각한 비판을 불러왔다

(Nessen, 1999:219). 

즉 KIP 1기와 2기의 가정과 진행방식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었으며 그에 대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의 규정에서 자카르타 정부의 애

매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도시 재개발과 KIP를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란히 배치한 것이다. 이 병렬 사이를 중재하는 명확한 기준은 아

마 공식적으로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못할 것이다.   

-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조건에 놓인 주거 지역은 도시 

재개발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 나쁜 주거 조건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깜뿡개선 프로그램에 의해 개

선되어야 한다. (Housing Department DKI Jakarta 1994:5) 

KIP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그것이 인도네시아 도시

의 ‘개발’ 자체에 대한 <무대> 혹은 <극장>으로 작동했다는 점이다.61) 그것이 

본래 설정했던 목적 즉 물질적 환경개선이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공동체의 

구축이 KIP에 의해 만족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가의 여부를 떠나, KIP라는 이

름으로 이어져온 일련의 시도, 사회적 관심, 평가, 조정 과정 전반이 인도네시

아의 도시정책의 현주소와 논쟁점이 드러나는 하나의 <장소>가 되었다는 의미

이다. 예를 들어, 각 시기별로 KIP의 내용이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지배적인 

이미지는 가장 비효율적이라 평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생활조건 개선

에 초점을 맞추었던 KIP 1기의 그것이며, KIP 2기는 반민중적인 정책 방향으

로 강하게 비판 받는다. KIP 3기는 그 정책 방향 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범위와 영향력은 현저히 축소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의 KIP의 

61) 나는 여기서 통상적인 의미의 극장국가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여기서 무

대나 극장이라는 은유는 3장부터 분석할 P마을을 실험실-마을로서 규정하는 이유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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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행위자의 측면에서는 국가관료/도시빈민/지식인/도시공학자/세계은행, 

가치의 측면에서는 민주주의/근대화의 원칙/국가정체성/국민적 자부심/, 기술

(技術)적 측면에서는 재정상태/국가의 실행력/ 주택 교통 상하수도와 같은 도

시기반 시설정책/감사(auditing)의 등의 요소들과 연결되면서 창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KIP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이 각각의 국면에서 주도권을 뺏고 뺏기

는 전장이었던 것이다. 30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KIP는 국가가 일관성이나 총

체성의 원칙이 아니라 계속되는 위치와 입장 바꿈에 의해 유지되어 왔음을 잘 

보여준다. 한 시기에 反국가적인 것으로 분류되었던 요소가 다음 시기에는 정

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채택되는 가정을 단순히 개발도상국의 미발달된 상태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는 정책을 통해 깜뿡을 정의하고 그것에 개입하려 시도 했으나 구체적인 

정책 속에서 깜뿡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소위 일상생활, 도시

빈민의 삶이라 받아들여지는 깜뿡역시 KIP에 열광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반대하

면서 대응을 달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국가-정책-일

상생활의 관련을 연구하는데 심각한 논리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가와 그 정책을 받아들이며 대상이 되는 일생생

활 자체가 각 상황에 따라 다른 가정, 태도,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

를 “각각의 맥락에 따라 다르다” 혹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서술로 봉합

할 수 없다.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국가가 또 다양한 상태에 놓여 다양한 반

응을 하는 일상생활을 통제하려 한다. 혹은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저항한다/

공모한다 등등의 언급은 결국 커다란 동어반복이다.  

그렇다면 빈곤 퇴치라는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도, 일관성의 측면에 있어

서도 실패한 빈민구제프로그램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KIP

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통해 주민참여의 확보를 빈민구제 프로그램에 있어서

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내세운다. 자조(自助), 참여(參與), 역랑강화

(empowerment)는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어이

다. 그렇다면 KIP의 경험은 주민참여라는 교훈을 남긴 것일까? 빈민구제 프로

그램에서 자조와 참여란 그 자체로 궁지를 품고 있는 개념이다. 인도네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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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발전을 칭하는 두 개의 개념어인 Pembangunan과 

Perkembangan을 검토함으로써 그 궁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Pembangunan은 세우다, 짓다는 뜻의 어근인 bangun의 명사형으로 대상 혹

은 사물에 외부의 힘을 가하여 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의미를 지닌 타동사

의 명사형이다. 반면 Perkembangan은 자라나다, 꽃이 피다 등의 뜻을 지니

는 자동사 berkembang의 명사형이다.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사회기반시설

의 건설(pembangunan)은 인도네시아의 신속한 발전(perkembangan)을 위한 

열쇠이다.' 즉 ⓵ pembangunan이 외부로부터의 인위적인 개입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면, ⓶ perkembangan은 자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성장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이 구분을 따르자면 공동체 개발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⓵이 아

니라 ⓶이다. 그러나 빈민을 결여와 없음으로 설정하는 놓고 고안된 프로그램

은 개입 당시의 상황에서는 ⓶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나 주체를 대상으로 

한다. 즉 프로젝트의 관점은 구체적인 개입 방법인 ⓵을 중심으로 해야만 한

다. 다시 말해 빈민구제를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민참여란 ⓵

을 통해 ⓶를 유도해야만 한다는 요구이다. 그 전화(轉化)의 어려움이 주민참

여 혹은 지속가능성 등의 덕목이 반복해서 강조되는 이유이다. 실제 인도네시

아의 대부분의 빈민촌 개발 프로젝트의 이름은 자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⓵과

⓶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Development]를 사용한다.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 

KIP가 남긴 것은 주민참여라는 이상(理想)이 아니라, 빈곤/빈민을 대표하고 

재현하는 한 다발의 기술(技術)이다.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사업이라 호되고 비

판받았던 KIP 1기는 주민들에 의해 가장 강렬한 ‘성공적’ 정책으로 기억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빈민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라 제시했던 2기

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빈민을 정책의 무대에서 끌어내렸다. KIP 3기

는 바람직한 빈민 공동체를 선별하는 기준을 정교화하고, 공동체의 자발적 발

전을 도울 ‘공평한’ 매개자 즉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를 도입한다. 즉 1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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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은 빈민들 스스로가 식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들 내부의 적을 좁은 도

로, 고여 있는 하수, 쓰레기 더미 등으로 설정한데 있었다. 빈민의 공동체는 

열악한 생활조건이 제거된 상태로 명확히 제시되었다. 폭력적인 도시재개발과 

철거 문제를 접어둔다면, 빈곤 문제란 마을 단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시 

전체의 문제라는 올바른 접근에 기반 했던 2기는 각각의 빈민촌에 위기나 적

을 제시하지 못했다. 1기와 2기에 대한 영향평가와 감사의 결과로 제시된 ‘주

민참여’는 공동체 내부에 또 다른 외부를 끌어들인다. 빈민구제 프로그램에 

‘잘 들어맞는’ 공동체성의 객관적 지표와 주민과 외부를 연결하는 전문가(매개

자)가 그것이다. 빈민구제 프로그램에서의 주된 과제는 개입으로서의 

pembangunan을 자생적 성장인 perkembangan으로 이끌기 위한 조건을 다

시 짜는 것이 되었다. 양자의 구체적인 연결방식이 빈민구제 프로그램의 무대

이자 빈민/빈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재현/대표되는 내부 환경이다. 

KIP는 주민참여의 이상이 아니라 주민참여의 궁지라는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

했다. 이 사실을 2010년 이후의 빈민구제 프로그램 속에서의 두 개의 주된 요

소: 물(water)와 CDCs(공동체개발 코디네이터)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자카

르타에서 가장 오랜 빈민촌 중의 하나로 KIP 사업을 모두 겪었고 2000년 이

후 Mercy Corp을 비롯한 여러 국제 NGO의 활동을 모두 거친 P지역에서, 빈

곤퇴치 프로그램은 곧 상수도 공동관리 시범사업, 하수도 정비, 공동화장실 정

비, 쓰레기 처리, 홍수대처 프로그램으로 대표되었으며, 3년 이상 계속 해당 

지역에 살면서 개발프로젝트 전반과 관련한 주민활동을 지도하고 돕는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었다.62) 코디네이터였던 알디는 입버릇처럼 ‘사

무실 사람들’은 주민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마을의 실정에 맞는 프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자카르타의 물 민영화와 우물물 오염, 매년 

반복되는 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기반의 프로젝트의 제안을 주민들과 함

62) 자카르타의 P마을에서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시작했을 때, 나의 첫 번째 충격은 이미 3

년 이상 주민들과 라뽀를 형성하고 있는 일종의 ‘자국인류학자’이자 ‘개발 (인류학) 전문

가’인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가 첫 번째 주요정보제공자라는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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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 실질적으로는 제안서 작성 및 실행 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거의 도맡아서 

- 진행했다. 코디네이터로서 그는 마을 내부와 개발 주체 사이의 실질적인 매

개자였다. 또한 물 문제, 한정된 의미로는 깨끗한 생활용수의 부족은 수돗물 

민영화 사업이 착수된 자카르타에 위치한 P 마을이 처한 공동의 문제 중에 가

장 시급한 빈곤의 대표이었다.  

‘물’과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는 첫째 가시적이고 명확한 ’위기‘의 극복을 

공동의 과제로 설정하고 둘째, 공동체의 내부에 <내부자와 같은 외부자> 혹은 

<외부자와 같은 내부자>를 그 핵심적인 행위자로 놓는다. 즉 물과 공동체 개

발 코디네이터는 KIP 1기 빈민을 위협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던 열악한 생활환

경(과 KIP 1기에 대한 열렬한 호응과 기억), 2기에서 전체적인 도시기반시설 

확보라는 도시문제 속에 포섭되어 재현되지 않았던 빈민/빈곤, 3기에서의 자

생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 가능성, 그리고 1기에서 3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서 계속적으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증가되었던 제 3자에 의한 객관적 사업

평가와 감사(audit) 및 이전 사업에 대한 비판이 만들어낸 ‘내부 환경’이 선택

한 초점이라 볼 수 있다. 1) 빈곤상태를 대표하는 식수, 하수도, 홍수 등의 물

-위기는 사업의 명확한 목표, 시행계획, 사업평가 등의 작업에 적합하며, 2) 

빈민구제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은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는 

물리적 조건의 개선을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시키고, 빈민과 그 

바깥을 연결하는 매개자이다.  

빈민 그리고 빈곤은 ‘정치적’ 범주이다. 여기서 ‘정치적’이란 그 범주의 타당

성이나 확실성이 관찰되는 상황에 대한 일차적인 관찰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

지지 않으며, 판단과 선택을 경유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판단과 선택 

역시 조건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공동체가 공동체에 대한 처방에 의해 만들

어진다 할지라도 이어지는 처방이 자의적(恣意的)인 것만은 아니다. 자카르타

의 사례에서 빈민구제 프로그램은 깜뿡을 경유하여 빈민/빈곤을 정의하고 그

것에 개입하려 시도했으나 그 구체적인 전개 방식은 정책 입안자인 국가(정부)

나 개발주체들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각 시기의 빈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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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내용은 각각의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설명에 멈추어서는 안된다. 

빈민/빈곤이 정책과 프로그램에  의해 재현되고 대표된다면, 그리고 그 정책

의 실행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는다면, 지배자-피지

배자 관계에서 도구 혹은 수단으로 처리되었던 ‘정책’의 위상을 다시 고려해야

만 한다. 빈민/빈곤을 재현하고 대표하는 매개들: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 식

수 부족, 쌓여있는 쓰레기, 자생적 주민조직의 부족 등은 빈민구제 프로그램에

서의 대표적인 테크닉이었다. 그것들 하나하나는 빈곤과 빈민 전체를 재현하

거나 대표할 수 없음은 자명하지만 그 매개를 통하지 않고 주민참여나 공동체

의 발전을 논하기는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특히 사업의 계획-실행-평가로 

이어지는 감사(監査)와 사후 평가가 빈민구제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고 내적 합

리성이 강화되면 빈민/빈곤이  '스스로 말하기’란 더욱 힘겨워진다. 

빈민/빈곤과 국가는 전면적으로 만나지 않고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만난다. 빈민구제 프로그램은 공동체를 창출하는 ‘병리학적 

상상’의 실현물이며, 빈민/빈곤에 대한 병리학적 상상은 빈민의 공동체가 국가

(그리고 외부)가 맺어온 관계를 구체화한다. 그 연쇄가 공동체 자체를 규정하

는 무대이다. 빈민/빈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정책의 장(場)이라는 무대에 

상연(enactment)되는 양상은 국가-빈민의 일반론을 넘어 빈민촌의 ‘내부 환

경’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이어지는 3장의 분석 대상인 실험실-마을은 

국가와 P마을 만나는 독특한 시공간, 자카르타 전역에 걸친 물 문제가 마을 

내부로 접혀 들어온 독특한 ‘내부 환경’이라 할 것이다. 

빈곤을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미국의 공식적 ‘빈곤선(poverty threshold)를 

제시했던 몰리 오샨스키는 그 어려움을 대상으로서의 빈곤이 복합적이고 다양

하다는 쪽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빈곤을 정의하는 작업 자

체가 주관적 판단과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빈곤의 개념은 개념

에 내재한 목표에 의해 제한’되며 ‘빈곤을 측정하는 목적은 빈곤을 위해 무언

가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Orshansky 1969, 김윤태·서재욱 2015: 147

에서 재인용) 한 예로 칼런과 아펠은 유엔에서 채택한 빈곤에 대한 정의를 소

개하며 그 정의를 받아들였을 경우 매우 일반적인 빈곤구제책에 다다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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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설명한다. “‘빈곤이란 기회와 선택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인

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일이다.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문제에 접근한다면 서로 유사한 한 가지 답만을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시작 단계에서는 감독을 받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

달한 후에 이후에는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다.” (칼런

&아펠 2011:58) 

  그들이 요약한 도식에 생활용수 부족과 반복되는 홍수라는 이름으로 단순화

된 물- 문제를 끼워 넣으면 새천년 개발목표에서 제시된 빈곤퇴치와 물의 관

계가 도출된다. 2009년 9월 세계연합(UN)의 밀레니엄 정상회담은 2015년까지 

전 세계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선언했으며 전 세

계의 190여 개국이 서명한 밀레니엄 개발목표는 8가지 개발목표와 18가지 세

부적인 목표 그리고 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48가지 지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7번째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자'라는 항목에 안전한 식수와 위생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1990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며 1 억 명 이

상의 슬럼 거주자의 생활을 개선한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UN 

Millenium Development Goals, http://www.un.org/millenniumgoals/) 그

리고 2015년 말 새천년 개발목표의 마지막 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선언했다. 3장 이후의 사례와 분석은 어떤 과정을 통해 빈민

촌의 물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니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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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부분적 해결책과 물 다양체   

    : 물은 정해진 길을 따라 흐르지 않는다 

연구 비자를 발급 받고 전망의 P마을 책임자로부터 활동에 참여해도 좋다는 

허가를 얻은 후, 전망의 2명의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 중 선임자인 알디와 

함께 P마을의 동사무소(Kantor Kelurahan)의 사회문화계장인 수와르노(가명)

을 만났다. 50대 초반의 중부자바 출신의 그는 느릿느릿하게 마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물었고 나는 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한다고 간단히 답했

다. 곧바로 나는 동사무소에 물과 관련된 이전 사업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 보

았고 수와르노의 긴대답의 요지는 아래와 같았다. 

동사무소가 물 문제와 관련하여 하는 활동은 홍수가 났을 때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동네의 초등학교에 대피한 수재민을 위한 대피소를 운영하는 것 이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으며 그 외의 물 관련 프로젝트는 전망과 같은 NGO나 

수도회사에서 따로 진행한다. P마을에서 중요했던 물 프로젝트는 2008년 국제 

NGO인 머시콥이 들어와 벌였던 몇 가지 사업이 기억이 나지만 머시콥은 동사

무소가 아니라 위 쪽(구청과 시청)의 결정에 따라 동사무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는 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나가버렸다. 지금은 전망이 동

사무소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 사무소의 공식 협력자이고 지금 큰 행사를 준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는 이전에 했던 몇몇 프로젝트가 유명해져서 때때

로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기도 하지만 동사무소 수준에서 마을의 생활용수 문

제나 홍수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

을 것이라고 했다. 수와르노는 사회문화계장으로서 자신이 하는 일은 대부분 

사소한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이며 최근에 했던 가장 큰 업무라

면 동 내 17통의 200여 가구가 근처의 빈민 시영아파트로 이주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아파트로 이사 간 사람들 이야말로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으니 문제 해결책에 대해 조사하고 싶으면 시영아파트로 찾아가 보라는 말

을 덧붙였다.       

사회문화계장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 P 마을에서의 물 관련 프로젝트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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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직접적인 관할 밖의 일이며 동 내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는다.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실험들의 실행 주체 역시 여럿이며 

하나의 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지도 않는다. P마을을 실험실-마을이라 

칭하고 그 작동을 추적하는 작업은 P마을의 사회구조나 마을 내 조직을 파악

하는 작업이나 행정조직의 말단인 동사무소의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라고도 말

할 수 없다. P마을이 깨끗한 생활용수 부족과 홍수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하더

라도,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은 행정지역 단위인 동 전체에 

깔려 걸쳐 있지 않으며 각각의 프로젝트가 수행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동 내

부에서도 산재되어 있다. 실험실-마을은 마을 공동체로 간주되는 깜뿡, 행정단

위인 동이나 혹은 그것의 하위 단위인 통·반 단위에서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책적 실천들의 연관에 더 가깝다.      

실험실-마을을 설명하는 원칙들 즉 명확한 결과에 초점을 맞춘 지원, 지속가

능한 개발, 공동체 발전(perkembangan)으로의 유도 등은 지극히 자명하고 

당연한 이상이요 원칙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물-관련 프로젝트의 

틀과 수단으로 실현될 때 그 내부에서 충돌할 여지를 품고 있다. P마을이 도

시의 공식적인 물 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으며, 도시 빈민들이 자

카르타 전반에서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 민영화 사업에 의해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빈곤을 퇴치해야 한다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의 계산법은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문제식별-해결책'의 짝짓기를 통해 마을에 들어온 물-프로젝트들은 각기 다

른 방식을 시공간을 분절한다. 물과 관련하여 이전에 시행되었던 정책들이 - 

식민시기의 대형 우물에서부터 98년의 수돗물 민영화 사업에 이르기까지 - 그 

다음 시기의 ‘물 문제’를 만들어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시점에서 실험

(물 프로젝트)은 이전의 실험을 ―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 효과 없음/효과 

미흡이라 평가하면서 새로운 출발점을 그을 것이다. 정책적 실험은 문젯거리

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화시킨다. 이는 과거를 문젯거리로 미래

를 문제의 해결로 그리고 개입의 순간을 현재로 규정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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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자카르타의 물-민영화가 이루어진 직후 공식적인 수돗물 네트워

크에서 오랫동안 배제되어 왔던 빈민들을 위해 고안되었던 수돗물 보급과 관

련된 프로젝트들, 실험의 논리와 작동 그리고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무

엇보다 P마을이 물-프로젝트의 ‘실험실’로 선정된 이유는 도시화된 물

(urbanized water)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화된 물이란 현대화되고 

잘 관리된 상하수도 체계를 의미한다. 첫째, 상수원 → 수돗물 생산 → 상수도

관 → 수도꼭지로 이어지는 매끄러운 연결을 통해 꽐꽐 쏟아지는 깨끗한 물은 

도시화를 상징한다. 완벽하게 기능하는 체계 즉 상수원의 물이 오염되지도 않

고, 수돗물 생산량이 모자라지도 않으며, 상수도관을 통해 유출되어 새어나가

는 물도 없으며, 원하는 이의 집 모두에 수도꼭지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세계이다. 둘째, 하수도 체계를 통해 잘 관리되

는 물이란 공중위생 그리고 홍수 방지의 과제와 직결된다. 이 두 가지 측면에

서 P마을은 공식적인 물이 아닌 비공식적인 물이 지배적인 지역이다. 

P마을에서의 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다. 수와르노를 비롯한 주민들이 기억하는 가장 대규모의 사업주체는 과거의 

머시콥 (Mercy Corp)과 현재 가장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미래의 전망

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실질적인 사업 속에서 각각의 사업들의 주체들이 누구

였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어떤 조직이 주도했는

지 다른 조직과 함께 진행한 사업인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이는 각

각의 정책이 이전의 것을 차용하기도 하고 진행 중인 NGO의 프로젝트가 이전 

시기 해외 NGO의 후속작업이기도 하며, 국가, 물 공급회사, NGO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3-1. 물의 여러 양태 그리고 부끄러움 

자카르타에서 물은 여럿이다. 수돗물 이외의 자카르타의 물은 여러 가지로 

물질화되고·구체화 된다. 아쿠아(Aqua)라는 브랜드로 대표되는 플라스틱 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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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생수, 골목마다 터주 대감처럼 자리잡고 큰 파란 통에 물을 담아 판매하

거나 가정에 배달하는 소매상의 물63),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열대의 도로를 

누비는 행상이 파는 차가운 물(Air dingin), 좁은 골목길 곳곳에 서 있는 빨간 

플라스틱 용기 속의 빗물, 험상궂은 중년 남성이 파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검은 물(air hitam), 도시 곳곳에서 수집된 중산층의 산더미 같은 익명의 빨래

를 빠는 깜뿡의 아낙네의 강물, 인근의 시골(Desa)에서 퍼온 깨끗해 보이는 

물, 약품을 타서 사용해야 하는 우물물의 ‘모습’은 어지러울 정도로 현란하게 

분기한다. 이 분기는 수돗물에서도 계속된다. 부자와 빈자의 지역마다 다른 수

도요율, 물 생산공장에서 가정까지 배달되는 와중에 ‘늙은’ 파이프로부터 새어

나오는 20-30%의 물, 물 마피아들이 허름한 집을 짓고 수도파이프로부터 빼

돌려 파는 물, 수도꼭지까지 설치되었지만 ‘합법적인’ 자카르타 주민이 아니기

에 계량기를 얻지 못해 멈춘 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요금체계 덕택에 

특별하고 급할 때만 사용되는 물 그리고 수돗물의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물

장수들에 의해 부서진 파이프에서 새는 물 등이다. ‘더 많은’ 물은 도시화된 

물과 깔끔하게 구분되는 반대항목이라기 보다는 빈민촌에 도시화된 물(정비된 

상하수도 체계)이 도입되면서 분기한 잡종(hybrid)이다. 

P 마을의 상수도 보급률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대략 어느 가구에 

수돗물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뚜렷한 표식이 있다. 마을 사람

들의 설명에 의하면 오렌지색이나 파란색 물탱크가 세워져 있거나 집 앞에 철

판이나 나무판으로 닫힌 저수조가 있는 집은 수돗물을 쓸 수 있는 집이고 그

렇지 않은 집은 물 가게에서 물을 사다 먹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마을에 들어

오는 수돗물의 수압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물탱크나 저수조가 없이는 수돗물

을 쓰기 힘들기 때문이다. P 마을의 물탱크와 저수조는 자동차가 하나가 지나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길 양쪽과 그 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집중되어 

있었고 길 안쪽의 좁은 골목길에 물탱크나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거

63) 물 소매상은 생활용수를 파는 소매상과 식수를 파는 소매상으로 나뉜다. 양자를 동시에 

취급하는 가게는 P마을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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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쿠아 글라스(Aqua Gelas) 

의 없었다. 마을에서 시행된 상수도 보급을 위한 친 빈민 물 프로젝트의 결과

인 물 가게, MCK(공동 샤워실·빨래터·화장실), 물 보급소 역시 큰길가에 집중

되어 있었다. 

안전한 생수와 위험한 물 

자카르타 특히 북부 빈민촌 지역에서 

물 특히 마시는 물은 위험한 것64)으로 

인식된다. 물이 위험하다는 말은 잦은 홍

수로 인하여 물을 두려움을 대상으로 여

긴다는 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65) 자카

르타에서 위험한 물은 마실 수 없는 물

이 마실 수 있는 것인양 유통되고 팔린

다는 데 기인한다. 2011년 여름 예비조

사를 위해 자카르타를 방문했을 당시 코

이카(KOICA) 자카르타 사무실에서 있었

던 일화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코이카 사무실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

은 후, 대화를 나누던 중 ‘물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자

카르타에 도착한지 6개월 남짓 되었다는 책임자는 사소한 문제여서 자꾸 잊어

버렸던 문제가 생각났다면서 나에게 작은 부탁을 했다. 그는 당시 인도네시아

어를 하지 못했다. 

64) 자카르타에서의 물에 대한 이미지 중 가장 널리 퍼진 것이 ‘위험’이다. 조사기간 중 여

러 차례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대로변에서 파는 생수(병이 담긴 물 air botel)중 상당수

가 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짜 물을 생수병에 담은 것이니 함부로 사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들었다(“Bahaya, air mineral kemasan botol banyak yang palsu” 참

조). 

65) 자카르타의 홍수와 주민들의 대응에 대해 논하는 거의 모든 연구들이 주민들이 ‘홍수와 

그것의 위험에 대해 둔감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람들은 홍수로 인한 질병, 범람한 물에 

의한 감전 위험에 대해 무감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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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부탁은 사무실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현지인 직원에게 사무실에 손님이 

왔을 때 ‘물’을 내오는 예절에 대해 가르쳐달라는 것이었다. 한국인 책임자의 

불만은 주로 한국인 손님이 왔을 때 사환이 물을 가져오는데 작은 플라스틱 

컵 모양으로 윗면이 얇은 비닐로 봉해진 컵 물과 빨대를 쟁반에 받쳐서 들고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더운 날씨에 뜨거운 차를 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

지만 적어도 포장을 뜯어 컵에 물을 담아오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임을 알

려주라는 것이 그의 요구였다. 혹은 적어도 한국의 생수병과 그것을 담아서 

마실 컵을 같이 가져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도대체 왜 그렇게 ‘없어보이

는’ 물을 가져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책임자의 불만이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자카르타에 올라와 사무소에서 일한지 몇 개월 되지 않

았다는 중부자바 출신의 젊은 아가씨는 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 다시금 생수-예절에 대해 묻는 

나에게 그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물을 컵에 담으면 그 물이 가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자

카르타에서는 생수병에 담긴 물도 가짜 물을 채우고 다시 가짜로 봉해서 팔기

도 한다던데. 빨대를 꽂아서 먹는 물이 그래서 가장 안전해요. 그렇지만 보스

가 원하시면 그대로 할께요.”

연구자 : “고향(Kampung)에서는 손님이 오시면 어떤 물을 대접했나요?” 

사환: “차(Teh)를 끓여서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 손님들은 달콤한 차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신다고 들었어요.” 

  인도네시아인 사환 아가씨가 볼 때, 손님에게 가장 예의바른 ‘물’은 가장 안

전한 물이어야 하며 그래서 가장 속임수를 쓰기에 어려운 아쿠아 글라스와 빨

대를 가져왔지만, 한국인 책임자의 눈에 빨대를 꽂아 구멍을 뚫어 빨아 마시

는 아쿠아 글라스는 점잖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물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그

리고 속임수가 얼마만큼 알려져 있는지에 따라 안전한 물이 되기도 하고 또 

위험한 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66) 이 사례는 외국계 사무실에서 벌어진 문

66) 아쿠아(Aqua)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유명한 생수 브랜드 명이지만 대체적으로 생수 전체

를 부르는 호칭으로도 사용된다. 아쿠아의 가격은 그 외의 생수 브랜드 중에서도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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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간 오해에 대한 해프닝에 그치지 않는다. 깨끗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빈민

촌 마을에서 가장 위험한 물은 갤런 통에 담겨 유통되는 ‘마시는 물’이다. 가

장 깨끗해야 하기에 가장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식수(食水)가 식용으로 적합

하지 않다는 사실은 ‘생수가 가장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생수는 그

것이 가장 깨끗해야 하기에 가장 비싸며 그 때문에 가장 많은 속임수의 대상

이 된다. 평소에 ‘마시는 물’을 어디서 사 마시느냐는 질문에 P마을의 중년 남

성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아쿠아 갤런을 사다 마시는 것이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아쿠아 생수통은 

안이 잘 들여다 보이지 않아서 집에 가져다 놓고 살펴보면 안에 먼지가 떠다

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값이 2배로 비싸지요. 그냥 동네 필터-물 가게에

서 반 값 만 내면 사다 마실 수 있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67)

가장 큰 이윤을 남기는 생수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물이라는 사실은 P 마을

의 생수가게 주인에 대한 평판은 매우 좋지 않다는 점과도 이어진다. 이는 빨

래, 설거지, 씻기 등에 사용되는 물 가게 주인에 대해 마을 사람 모두가 좋은 

사람(orang baik)이라 말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었다.68)

마을에서의 물  

P마을에서 물이 거치는 궤적, 그것이 머무르는 곳 그리고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 여러 물이 있으며 각각의 가격 역시 크게 차이가 난다. 주민들은 수돗물

을 마시지 않는다. 홍수로 인해 식수보급이 끊겼을 때를 제외하면 식수가 문

제가 되지는 않으며 빨래와 설거지를 할 물이 생활용수가 항상 부족하다. 신

편에 속한다. 생수병에 마실 수 없는 물을 넣어 파는 가짜 생수는 아쿠아보다 더 가격이 

싼 브랜드이지만 아쿠아 생수병 역시 그 속임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말할 수 없

다. 

67) 같은 맥락에서 인도네시아 대학의 인류학과에서 만난 대학원생은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팔리는 아쿠아의 양을 다 합치면 아쿠아 회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량의 두 배가 될 

거라는 ‘근거 없지만 널리 퍼진’ 소문을 알려주었다. 

68) 사람 좋은 물 가게 주인은 사실 빈민촌에서 물을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소매상이

기도 하다. 그 두 개의 정체성의 교체에 대한 분석은 3-3-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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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 주민 중 자신의 가구에 

직접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이의 비율은 40%를 넘지 못한다. 수도가 연결

되지 않는 주민들은 물 가게로부터 생활용수를, 생수가게로부터 식수를 구입

해야 한다.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져 휘발유통으로 사용되는 5갤런 제리캔69)은 마시기 위

한 것이 아니라 생활용수를 옮길 때 사용되는 반면, 아쿠아 갈론(galon)이라 

불리는 반투명한 플라스틱 통이 식수용으로 팔리며 역시 5갈론 단위이다. 자

카르타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생수 상표는 아쿠아(Aqua)는 1통에 15,000 루

피아지만 정수필터를 사용한 값싼 생수의 가격은 그 절반 가량이다. 아쿠아 

생수의 비싼 가격 때문에 대부분의 빈민 가구에서 식수로 이용하는 ‘이름 모

를’ 정수 필터 가게에서 파는 물은 물탱크차에 실려 자카르타 바깥의 시골로

부터 온 것이다.  

생활용수를 옮기는 물수레는 6개의 제리캔을 운반할 수 있고 한 수레를 가득 

채운 물의 가격은 통상적으로 1000-1500 루피아이다. 때때로 배달에 따른 수

고비를 지불한다. 만일 1개의 제리캔씩 구입할 경우 그 가격은 20리터 당 500 

루피아로 높아진다. 

좁은 집에 여러 명이 사는 것이 보통이고 각 가구에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MCK(Mandi 사워하고, Cuci, 빨래하고 Kakus 대소변을 

보는, 목욕실, 빨래실, 화장실이 함께 있는 공중시설)에서 1회에 500루피아에

서 1000루피아의 돈을 지불한다. 또한 빨래를 하기 위해 물가게나  MCK를 

사용할 경우 30분당 5000루피아를 지불한다. 상수도에 접속한 가구의 경우 주

위의 사람들에게 약간의 돈을 받고 물을 파는 경우도 흔하다. 반면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의 공중시설을 이용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가구 혹은 빈민 시영아파트의 경우 수돗물의 수압이 낮아 나오지 않는 경

우가 있기 때문이다. 물 가게에서 구입하는 가격과 자카르타의 공식적인 수도

69) 미국의 단위로 1갤론은 3.785411784리터이며 영국에서는 4.54609리터이다. 인도네시아

에서는 미국 기준이 사용된다. P마을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리캔에 물을 가득 채우면 

20kg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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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을 대조한다면 주민과 수도회사 사이의 브로커가 취하는 이익을 추산할 

수 있다. 자카르타의 수도요율 기준표에 의하면 최극빈층 지역에서 기준 요율

은 1000리터에 1050루피아(20입방미터 이하 사용할 때)/1510루피아(20입방미

터 이상 사용할 때) 루피아이다. 반면 물 가게에서 갤런 통을 이용하여 물을 

살 경우 120리터에 1000-1500루피아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1000리터를 단

위로 환산하면 8,333-12,500루피아가 된다. 물 가게에서 물을 구입하는 주민

들은 자신들의 가구에 직접 상수도를 연결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5.5-12배 비

싼 가격에 물을 구입하는 셈이다.70) (http://www.pamjaya.co.id/pages/ 

info-pelanggan /tarif-air-minum) 10배에 달하는 부당 이익이 별다른 여파

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의 전부를 수

도꼭지로부터 나오는 물로 충당할 수 없으며, 당장 상수도를 각 가구로 연결

시키는데 필요한 설치비용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거주민의 숫자를 파악할 수 없고 많은 실업자가 있으며 상시적인 수입

이 없이 실업과 취업상태가 뒤바꾸는 상황에서 P마을의 가구당 평균 수입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입이 있는 경우 2주따 juta (2천만 루피아) 정도를 

받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렇다면 수입의 1/10 내외를 물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71)

P 마을에서 물 부족 문제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공식적인 물-네트워크에 

더 많은 사람을 접속시킴으로써 해결되지 않는다. 빈민촌에서의 상수도 보급 

확대와 관련된 제도적 차원에서의 걸림돌(2-2에서 설명될 것이다)외에도 수돗

70) 한 가구에서 20입방미터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율

의 차이는 8-9배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물 가게의 물 값의 단가를 명확히 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명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본 장의 뒷부분의 물 가게의 

‘제멋대로의 물 값’에 대한 분석을 참조. 

71) 가구의 전체 수입 중 몇%를 식수와 생활용수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느냐의 질문은 사실 

거의 무의미했다. 수입 자체가 일정치 않고 사용하는 물의 양 자체가 각각의 상황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체로 자신이 물을 구입하기 위해 쓰는 돈의 액수를 크게 부풀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입이 없는 시기엔 빨래를 덜 하거나 MCK에 가는 횟수를 줄여야 한

다는 대답도 많았다. 예외 없이 더러워진 옷을 빨지 않고 입거나 목욕을 대충 한다는 대

답에는 자조적인 웃음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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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접속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물 사용 양상이 깨끗하게 갈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상수도를 지니고 있는 주민도 수돗물이 나오지 않거나 갑자기 

수질이 나빠질 경우 공동시설을 사용해야만 한다. 또 수돗물을 자신의 집까지 

끌어오는데 필요한 약 2주따(juta) 의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원활

하지 못하고 수질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가까운 물 가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을 구입할 여유가 없을 경우 뿐 아니라, 이전에 해왔던 대로 조사 

당시 마을에서는 금기시되어 있던 우물물을 사용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P마

을에는 쁘레만이라 불리는 물-마피아에 의해 운영되는 불법 물 가게가 여전히 

존재했다. 통상의 물 가게가 공식적인 계량기를 갖추고 수돗물을 파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되파는데 반해, 불법-물가게는 물을 훔쳐 팔았다. 주민들의 설명에 

의하면 예전에 비하면 물을 불법으로 뽑아 파는 (순띡이라 불렀다) 쁘레만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마을 구석이나 외곽에 숨어 여전히 영업하고 있었다. 

UN의 새천년개발 목표나 정부 보고서는 물 문제를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

는 중요한 원인이자 빈곤의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징표로 채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P마을의 생활용수 부족은 곧바로 상수도 시설이 충분히 확충

되지 않은 것과 동일시된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첫 번째 문제는 

오랫동안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사용하던 물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물 때문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마을

의 여성들은 우물을 쓸 수 없게 되었으며, 빗물을 쓰는 건 시골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며 부끄럽다고 답했다. 

수돗물 민영화 이후 쏟아져 나온 공식적 보고서는 자카르타 빈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과 경로를 통해 구한 물을 사용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신뢰할 수 없

고 때로는 불법적인 경로를 거치는 물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로 대체해야 

한다는 당위를 깔고 있다. 수돗물의 저조한 보급률을 생활용수 부족과 등치시

키는 것이다. 그러나 P마을 사람들에게 생활용수 부족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 

그들에게 물 부족은 수돗물을 쓸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

이 아닌 물- 우물을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점을 뜻했다. ‘다른 물을 쓸 수 없

게 되었다’고 말할 때, 그 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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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이외의 물의 성질이 변하여 강물, 빗물, 우물물이 냄새가 나고 더러워

졌으며 둘째, 여전히 강물, 빗물, 우물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것을 여전히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부끄러운 일이다. 전망의 지킴

이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셀마에게 수도를 아직 설치하지 못했고 우물물이 오

염되었다면 왜 빗물을 사용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연구자: “빗물을 받아서 쓸 수는 없나요?” 

셀마: “빗물은 시골에서나 받아서 쓰는 거죠. 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빗물을 

쓰기도 한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올 때 비를 맞으며 몸을 씻는 

거야. - 웃음- 

연구자: “어시장 근처에 MCK가 아니라 강에 그냥 볼일을 보는 화장실 비슷한 

것이 있던데 예전에는 강에서 그냥 볼 일을 보기도 했나요?” 

셀마: “마스도 거기서 볼 일을 봤나보지? 땅그랑(자카르타에 인접한 지역) 같

은 데 가면 아직도 아침이면 강에서 볼일 보는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다던데. 

창피하고 또 더러워져요. 천 루피가 없으면 그래야겠지만.” 

조사기간 중 오랜 어시장72) 근처의 ‘더럽고 창피한’ 구식 화장실과 수세식이 

아닌 구식 화장실 하나가 위생상의 이유로 철거되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P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장소에는 여전히 구식 화장실이 남아 있지만 그 곳을 

사용하는 것은 남에게 말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P마을에서의 어떤 물을 사용

하느냐는 부끄러운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나누는 기준이다.  

3-2. ‘부분적’ 해결책과 물 다양체 

실험실-마을의 틀에서 부끄러운 물 즉 우물물과 빗물은 ‘보이지 않는다.’ 여

전히 마을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그 사용을 둘러싼 가치판단이 주민들에게 중

72) P마을은 어촌으로 시작하였고 여전히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이 있지만 자바해의 오염으

로 인해 그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어 이전의 어시장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2016년 어

시장은 정식으로 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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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물 문제에서 우물물과 빗물은 누락되어 있다. 

P 마을에서 진행되어온 물-프로젝트들의 궁극적 목표는 마을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상습적인 침수와 깨끗한 물의 부족은 상-하수도 관리체계와 도시 

난개발 그리고 수돗물 민영화 사업의 결과 야기된 문제이며, 지속가능한 삶을 

목표로 하는 여러 개입을 불러왔다. 정책 입안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마을에서 

진행되어온 우물물 사용 중지 및 상수도 확충, 공동관리 대형 물탱크, 하수 정

비 사업 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비공식인 물’을 지속가능한 공식적 물 

네크워크의 수돗물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그 사업들은 성공했는가 혹

은 실패했는가? 이 질문에 쉽사리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공식 vs. 비공식이라

는 구분과 관련된 다음의 질문들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공

식 영역이란 공식적인 것의 외부 혹은 여집합인가? 공식적인 것의 예외가 비

공식성인가? 비공식 뒤에 영역(領域), 부문(部門), 성(性), 화(化)라는 단어가 

결합될 때, ‘비공식’의 의미는 그대로 유지되는가?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부정적이다. P마을에서 진행되었던 ‘깨끗한 생활용수’를 보급하고자 했던 

네 개의 ‘부분적 해결책’ - ⓵ 상수도 부분 확장 사업 ⓶ 마스터 계량기 사업 

⓷ 빈민촌의 낮은 수도요율과 물차 수조 ⓸ 수조/물탱크와 계량기 - 은 공식

이라고도 말하기 힘들고 또 비공식이라 하기도 힘든 결과들을 불러왔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안되고 시행된 정책적 ‘실험’ 자체가 소위 비공식적인 물

전체를 ‘단번에’ 공식적인 물로 대체하는 식으로는 고안될 수도 시행될 수 없

기 때문이다. 비록 P마을에서의 실험들이 빈민을 도시의 공식적인 물 네트워

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고 할지라도 각각의 실험은 그 

목적에 복무하는 수단의 기능을 

묘사하는 것만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 빈민촌에서의 실험 속에서 물 문제 해

결과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는 각기 다른 수단들이 다른 쓰임새를 얻는다. P마

을의 물-프로젝트는 현실 속의 다양한 요소를 특정한 규칙에 따라 조합하고 

연결시키는 기예이다. 그 다양한 조합과 연결로부터 실험들이 등장한다.   

3-2-1. 상수도 부분 확장과 물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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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수도관 옆 물 가게의 배달 수레

2010년 말, P 마을의 길 아래 새로운 상수도관이 깔렸다. 상수도관의 부분 확

장은 전형적인 명확한 결과에 초점을 맞춘 원조(output based aid)의 예이다. 

악명 높은 부정부패 때문에 자카르타에서 진행되는 물 프로젝트는 가시적이

고 명확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대로에서 갈라져 중간 

규모의 길까지 500미터로 연장된 새 상수도관은 그 전까지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했던 100가구 이상을 ‘공식적’ 상수도망으로 접속시킬 것이요, 그 이전까지 

지속되던 물장수들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축출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

나 불과 1년 후 공식적 상수도관은 ‘또 다른’ 비공식 네트워크로 이어졌다. 새 

상수도관 바로 옆에 번듯한 물 가게가 들어섰고, 커다란 물탱크를 설치한 가

게 주인은 빨래방 겸 물 배달 사업을 시작하며 24시간 물을 끌어다 썼다. 이

로 인해 본래 낮은 수압의 수돗물은 도로 안쪽의 가구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물장수로부터 물을 사먹던 주민들은 물 가게의 배달에 의존하게 되었고 물 가

게의 주인은 예전의 물장수들 몇 명을 물 배달꾼으로 고용하였다. 이 현상에 

대해 사업평가단은 새로운 상수도관의 도입으로 기존의 물마피아에 의한 물 

판매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을 성공적이라고 보고했다. 

이 물 가게가 3-1절에서 소개했던 생활용수를 갤런에 담아 파는 가게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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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부분 확장 사업에서의 물 문제 식별

<㉠ 주민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길에 상수도관이 이어지지 않았음 + ㉡모

든 가구에 직접적으로 수도 네트워크를 연결시키기에는 경제적 비용과 법적 

문제가 큼>     

해결책 

<ⓐ 집중 거주지역에 가까운 도로까지 상수도를 부분 확장> --> 《ⓑ 주민

들이 이전보다 적은 비용으로 수도 파이프를 골목 안까지 연결》

업 ‘이전의’ 비공식적 물 네크워크의 감소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이미 정해두었

던지라 ‘새로운’ 비공식 네트워크는 사업평가 보고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73)

‘명확한 결과에 초점을 맞춘 원조’로서 상수도 부분 확장 사업이 추진될 때의 

P마을에서의 [물 문제-해결책의 쌍]에서의 구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위의 쌍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두 군데이다. 첫째가 문제의 식별에서 ‘+’로 이

어진 ㉠과 ㉡이다. 부분 확장 사업이 마을에서의 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행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부분은 상수도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는 ㉠에 주목

했다는 점이 아니라 ㉡ 모든 가구에 직접 수도 네트워크를 놓는 것을 포기해

다는 점이다. 만일 ㉡이 문제 식별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 자체가 한정되지 않

았다면 빈민촌의 물 문제 해결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한 즉각적인 물 공급 이

외에는 있을 수 없다. 두 번째는 문제 식별에서 ㉡이 추가됨으로써 작동할 수 

있었던 ‘부분적’ 해결책의 빈 자리가 ⓐ와 ⓑ 사이의 기대되는 미래/파급효과

의 화살표로 메꾸어져 있다는 점이다. 물 가게의 등장은 위의 경로에서 기대

되는 미래/파급효과의 화살표 '--->'로 표시했던 지점에서의 ‘예상치 못했던’ 

분기가 이루어져 ‘또 다른 물’이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73) 정책 실험에서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실시되는 감사와 영향평가의 항목은 그 사업이 시

행되기 이전에 이미 명시화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 결과 정책이 설정한 틀을 벗어나는 

예상치 못한 결과는 비가시적이 된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4장 1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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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의 부분 확장> 이후의 물 다양체의 분기  

--> 《적은 비용으로 파이프를 연결》

→  <물 가게의 등장> → <안정적인 사업자가 된 물 장수> -> ...  

물 가게를 통한 수돗물의 이동은 두 가지 논리에 의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⓵ 주민들이 오염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우물물이 아닌 수돗물을 

사용할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⓶ 물 가게의 영업은 기대되는 파급효과/미래였

던 ≪파이프 연결≫을 하기 전까지의 잠정적이고 과도기적 상태라는 점에서 

물 가게는 부정되지 않고 작동한다. 이러한 논리는 물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

접 연결시키는 수돗물 네트워크가 아닌 매개자를 암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비

공식적 물 네크워크를 공식적 네트워크로 대체한다는 최초의 원칙을 유보한

다. ‘공식적인 비공식 물-네트워크’ 위의 물이 등장하였다. 

이 예에서 공식/비공식이라는 틀은 그다지 유효한 분석의 도구가 되지 못한

다.  ‘비공식’이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거나, 공식적 물-네트워크의 확장이 

비공식인 물-네트워크에 개입했으나 그것을 축출하지 못하고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비공식적 경제를 창출하였다는 일반적 설명은 ‘부분적’ 해결책이었던 

개입이 입안된 후 실행되는 순간 설득력을 상실한다. 무엇이 공식적이고 또 

무엇이 비공식적인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공식적인 것의 

여집합도 아니요. 그것의 바깥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비)공식이 지속적으

로 태어난다면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식-비공

식의 연결과 정책적 개입 ‘이전의’ 공식/비공식 관계와 ‘이후의’ 공식/비공식

이 교차하는 자리에서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밝혀야 한다. 상수도 부분 확장

에 이은 물 가게의 등장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물 다양체의 ‘리듬’은 [물 

문제-해결책의 쌍]에서 설정했던 상수도 부분 확장과 기대되는 효과 사이에 

설정되었던 (시간적) 간격이다. 부분적 해결책이 문제와 문제해결 사이에 남겨

두었던 틈에서 공식과 비공식이 뒤섞인 예상치 않았던 ‘물’이 등장한다.    

<사진 2>에서의 MCK (공동 화장실/샤워/빨래방) 역시 상수도의 부분 확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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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동 화장실/샤워/빨래방 

후 등장한 P 마을에서의 주요한 

사업이다. MCK 역시 수돗물 공급

자와 소비자인 마을 주민 사이의 

매개로 공식적인 물 네트워크의 

보급이 완결되면 사라져야만 하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이 매개자이

며 물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 

MCK의 등장과 유지는 물 가게의 

그것과 동일한 [문제 식별-해결]과 

동일한 구조를 취하지만, 물 가게

가 때때로 물 문제를 연구하는 외

부의 연구자에 의해 비판과 검토

의 대상이 되는데 반해 MCK에 대

한 비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화장실의 미비와 함께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한 자카르타의 하수도망

을 고려했을 때 MCK는 반드시 필

요한 시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3-2-2. ‘지나치게’ 이상(理想) 적인 공동체 마스터 계량기 사업  

3-2-1에서 사용했던 방법, 즉 ‘부분적’ 해결책으로서의 프로젝트에서 '문제식

별-해결책'의 분절과 리듬을 기술하는 방법은 공식/비공식의 틀을 벗어나 P 

마을의 물 다양체의 등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물-민영화 사업 이후 

시행되었던, 빈민촌을 대상으로 하는 친 빈민 물 정책에는 상수도 부분 확장, 

물 보급소 설치74), (3-2-2와 3-2-3에서 다룰) 공동 계량기 사업과 낮은 요율 

74) 물 키오스크는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빈민지역에 설치되었던 공동 물 보급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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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머시콥의 홈페이지에 소개되었던 마스터 계량기 사업

등이 꼽힌다. 이상의 사업과 프로젝트들 모두가 출발점으로 삼는 빈민촌에서

의 물 문제는 앞서 ㉠이라 칭했던 ‘현저하게 낮은 수돗물 보급률’이며 ㉡의 자

리에 한정적 조건을 덧붙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적’ 해결

책을 내놓는다. 상수도 부분 확장에는 ㉡-1 <모든 가구에 직접적으로 수도 네

트워크를 연결시키기에는 경제적 비용과 법적 문제가 크다는 사실>이, 공동 

계량기 사업에는 ㉡-2 <적은 가구로 한정한다 할지라도 수돗물에 대한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사실>이, 빈민촌을 대상으로 하는 낮은 요율에는 ㉡

-3 <빈민들이 민영화로 인해 예상되는 가격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아

야 한다>는 조건이 결합하고 그로 인해 각기 다른 ‘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

로 흐르고 이동한다. 

  

P마을의 12통에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 마스터 계량기(Communal 

Master Meter) 사업은 그 이상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른 프로젝트와 뚜렷이 

구분된다. 마스터 계량기 사업은 2008년 경 머시콥(Mercy Corp)과 US-Aid

3-1-1에서 설명했던 물 가게가 기업화된 형태라면 물 키오스크는 공적 물가게라고 볼 

수 있다. P 마을에서는 물 키오스크는 설치되지 않았다. 동사무소의 사회문화계장인 수

와르노 3-1-2에서 다룰 공동 계량기 사업의 착수에 반대하는 물 마피아들과의 협상과정

에서 공동계량기 사업을 용인하는 대신 물 키오스크의 설치를 하지 않는다는 막후의 협

상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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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동하던 시기에 시행되었다. 머시콥은 P 마을에서 여러 종류의 공동체 개

발 프로젝트를 실험했는데 그 범위는 친 빈민적 물-프로젝트인 공동체 마스터 

계량기에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개선 프로젝트,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소규모 창업을 위한 교육, 아동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공

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회관 건립,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홍수 시의 대

피 교육까지 넓게 퍼져 있었다. 머시콥의 활동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어졌고 연구자가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했던 2013-14년에 마을에서 가장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던 NGO였던 ‘미래의 전망’이 진행하던 대부분의 프로젝트 

역시 머시콥의 빈민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의 종합선물세트의 항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75)  

P 마을은 자카르타의 민영화 직후, ‘극빈자들이 부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내

고 물을 사 먹어야 하는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물-기본권 운동이 대두된 

상황에서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지역 중의 하나로 분류되었다. KTP(지역거주

허가증)를 지니지 못한 불법거주민들로 인해 정확한 인구파악 조차 어려운, 자

카르타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P 마을은 외부의 원조 단체에 의해 ’진정한

‘ 시범사업의 장소 중의 하나로 선택받았다.76)  

마스터 계량기 사업은 극히 수 십 가구 정도의 작은 ‘공동체’를 선정하여 그

들이 함께 사용하는 물탱크를 설치하고 수돗물을 연결시키고 시설에 대한 관

리와 수도요금이 지불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였다. 앞서 밝

혔듯 자카르타의 물 민영화 이후 P 마을을 포함한 자카르타의 빈민촌에서 시

행되었던 친-빈민 물-프로젝트가 민영화가 진행 이후 예상되었던 - 실제로 자

카르타의 수돗물 가격은 민영화 이후 치솟았다- 수돗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75) 머시콥의 홈페이지에서 P마을에서 진행했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찾아

볼 수 있었으나 실제 시행되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나 평가는 마을에서 찾

을 수 없었다. 자카르타에 위치한 머시콥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역시 기록을 보관하고 있

지 않았다. 

76) 공동계량기 사업은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물-공급 프로젝트 중 가장 이상적인 사업으로 

손꼽힌다. (“Master Meter, The alternative solution for water fufillment for 

low-income groups in Jakarta‘s illegal settlement”; “Master Meter Program for 

Communal Water Connection in Urban Poor Community in Jakart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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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들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앞서’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었다. 머시콥이 

주도한 마스터 계량기 사업은 GPOBA(Global Partnership on 

Output-Based Aid)에 의한 ‘명확한 결과에 초점을 맞춘 원조’의 예로, 자카

르타의 수돗물 민영화의 초기에 빈민 친화적 물-프로젝트의 주요한 사업으로 

제시되었으나 이후 그 규모와 대상이 크게 축소되었다. GPOBA가 제시한 빈민 

친화적 물-프로젝트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첫 번째 유형은 각 

가구까지 상수도를 연결시키는 보통의 사업이었고, 두 번째 타입이 심각한 빈

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 자카르타에 걸친 500가구에 시행되는 마스터 계량

기 사업이었다. P 마을의 12통에 설치된 공동 물탱크와 그에 대한 연결이 이

에 해당된다. 머시 콥에 의해 사업의 수혜자로 선정된 12통의 일부 주민들은 

빈민촌의 대상으로 하는 낮은 요율인 1000리터당 1050루피아의 요율로 

12000리터의 물을 쓸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 시행 직후의 인터뷰에서 모든 

이들은 주민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행운과도 같은 혜택에 감사를 표했으며 자

카르타의 주요 언론 매체도 그 뉴스를 크게 다루었다.   

마스터 계량기 사업에서는 첫째, 사업의 진행을 위한 물탱크와 탑 구조물 그

리고 파이프와 수도꼭지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둘째 해당 가구들에게 제

공되는 물의 요율은 빈민지역에 대한 가장 낮은 요율이 적용되었다. 셋째, 사

업의 혜택을 입는 주민이 KTP(지역거주허가증)를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나 합

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대상이 선정되었

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작동으로 여타의 실험에서 이와 같은 면책이 주어진 

경우는 없었다. 다른 친-빈민 물 프로젝트를 ‘전체적 해결책’이 아니라 ‘부분

적’ 해결책으로 바꿈으로써 그것을 기획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조

건’들이 모두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마스터 계량기 사업을 ‘부분적’ 

해결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던 제약이 있었다면, 극히 일부의 가구를 ‘조

건 없이’ 선택했다는 점즉 그 규모와 스케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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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계량기 사업에서의 물 문제 식별

<㉠ 빈민촌의 주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음 + ㉡ 빈민촌 전체 가구가 

수돗물 네트워크에 접속될 때 까지 여러 제약이 있으며 시간이 필요함, 적

은 가구로 한정한다 할지라도 수돗물에 대한 온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함> 

해결책 

<ⓐ 한정된 가구를 선정하여 곧바로 수돗물에 접속시킴> --> 《ⓑ 시범사업

의 결과로 정부의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로 공동 계량기 사업이 확산》

마스터 계량기 사업은 그 대상을 극히 소수의 가구들로 한정했다. 그 성격상 

많은 가구나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었다. ‘물’을 연구하러 온 연

구자를 포함하여 각종 시찰단들은 P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12통의 사무실 앞 

공터에 높이 세워진 공동 물탱크는 - 물 가게와 함께 - 항상 안내받는 모범적

이고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러나 대략 추정했을 때, 3000가구 이상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12통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고 지내야하는 같은 동네

의 이웃들 사이에서 극히 일부의 가구를 임의로 선정하여 진행한 마스터 계량

기 사업은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말 그대로 시범적 사업으로 아무런 심사

나 선정 기준도 없이 한정된 가구를 선정하여, 다른 이웃들은 누릴 수 없는 

좋은 조건을 제공했던 이상적(理想的)적 사업은 이후 P 마을 안이나 그 바깥

의 어떤 빈민촌으로도 전파되거나 확산되지 않았다. 

마스터 계량기 사업이 확산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지나치게 ‘이상

적’이었고 그 실험을 가능케 했던 ‘면책’이 다른 곳에서도 적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계획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공동 계량기 사업을 입안했던 수도

회사와 지역의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공무원은 사업의 진행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자체가 불법 주민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으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자카르타의 공

식 거주허가증이 없이 살아가는 빈민들에게 공식적 행정기관이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에 필요한 물탱크와 시설을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 행정 사무실의 

입장이었다. 마스터미터 사업이 다른 장소에서 진행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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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문에 대해 수와르노는 “만일 주민 스스로가 움직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

과 재원을 마련하거나 머시캅의 경우처럼 외부의 기관이 지원한다면 ‘예외이

기는 하지만’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답했다. 

공동 계량기 사업이 마주한 두 번째 문제는 P 마을 뿐만 아니라 북부 자카르

타의 빈민지역 모두 더 나아가 자카르타의 상수도망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후

화된 상수도관과 낮은 수압으로 인해 24시간 내내 수돗물을 쓸 수 없었고 그 

결과 주민들에게 원칙적으로 할당된 12입방미터의 물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사업의 수혜자들은 60가구가 사용할 용도로 할당된 물을 주위의 이웃과 

나누어야 했고 그 외의 모자란 물을 물가게로부터 구입해 사용해야만 했다. 

12통의 주민이자 마스터 계량기 사업의 수혜자였던 30대 초반의 가정주부인 

아나(가명)는 왜 물을 이웃들과 나누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

다. 

아나: 처음에는 좋았어요. 2백만 루피아면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충분했

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주위에서 물을 나누어 달라고 해서 맘대

로 물을 쓸 수가 없어요. 

나: “싼 값에 물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왜 이웃들에게 그렇게 많은 물을 나

누어 주어야 합니까? 무슨 규칙이라도 있나요?”   

아나: "별다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어요. 나는 특별히 한 일도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물을 얻게 되었는데 당연히 나누어야 하지요." 

나: “물을 많이 쓰면 요율이 올라갑니까?” 

아나: " 돈을 더 내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이 자주 끊겨요. 그래서 물가

게에서 물을 사다 써야 하는 날이 많아요. 반반 정도예요. 

“주위 이웃과 물을 나누어 써야만 했다”는 위의 답변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우선, 가난한 이들이 그들이 지닌 것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 

왔다는 공동체적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P 마을에는 전

통적인 공동체적 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마스터 계량기 사업의 수혜 

주민은 다른 이들과 ‘물을 나누어 써야만 했다. 그러나 마스터 계량기의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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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계량기> 이후의 물 다양체의 분기  

--> 《시범사업의 결과로 정부의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로 공동 계량기 사업

이 확산》 

→  <여러 겹의 유예, 예외적 시범사업> → <사업이 확산되지 않음>

      → <이웃과 물 나누기> → <물 가게 이용> 

       <낮은 수압> →  <물 가게 이용>

마을의 공동체적 관습 속에서의 물이라 보는 관점은, 12통을 포함한 P마을에

서 ‘싸게 얻은 물 나누기’ 이외의 두드러진 (소위) 공동체적 관습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반론에 부딪힌다. P 마을 주민들은 급전이 필요할 때 마을의 사채업

자에게 한 달에 10%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고, 같은 

골목에서 살고 있다 해도 몇몇의 한정된 친구들 외에는 서로의 사정을 잘 알

지 못하는 대도시의 빈민들이었다. P 마을 전반에 걸쳐 통상적 의미에서의 공

동체성이 남아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위 답변을 해석할 수 있는 두 번째 해석은 마스터 계량기 사업을 통해 얻은 

‘물’이 외부에서 온 이들(국제 NGO인 머시콥)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받은 

혜택이었다는 ‘또 다른 물’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시범 사업

이 다른 영역에서는 약화되었던 공동체의 책무를 그 한정된 경우에 불러 들였

다는 해석이 더 적합할 것이다. 불법적인 주민이 불법거주자임을 잠시 유예하

고 그들이 보다 싼 값으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지원하

고, 토지소유와 사용권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국유지에 시설을 마련

하고 지원한다는 여러 겹의 ‘유예’ 끝에 제시된 ‘예외로서의 시범사업’은 마을

의 다른 영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공동체성을 다시 불러온다. P 마을의 마스

터 계량기 사업의 효과로 출현한 물-나누기는 과거의 것이 여전히 유지된다는 

의미에서의 전통이 아니라 과거의 덕목이 현재의 특정 순간 잠시 소환되는 전

통주의(traditionalism)77)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7) 베스토어(T. Bestor) Tradi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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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계량기 사업에서의 ‘물’은 한정적 시범사업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는, 

빈민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물-기본권을 지닌다는 이상과 맞닿아 있었다. 그

러나 그 이상적 성격은 빈민촌에서의 열악한 상황과 물 민영화 사업의 예상되

는 폐해를 상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이 

프로젝트가 설정한 미래의 기회효과인 ≪공동 계량기 사업의 확산≫으로 이어

지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3-5. 물탱크 차 

3-2-3. 물차의 비밀노선과 수도요율  

자카르타 전역에 걸쳐 ‘물차’ (사진 4)에 실려 운반되는 물은 두 종류이다. 첫 

번째는 도시 바깥의 깨끗한 수원지(水源池)로부터 간단한 정수시설을 갖춘 생

수 가게로 이동하는 마시는 물이고 두 번째는 도시 바깥의 수원지나 수돗물 

생산 공장으로부터 마을의 수조나 물탱크로 옮겨져 사용되는 생활용수이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때, 가뭄이 심각하거나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수돗물이 

황토색으로 변해 쓸 수 없을 때, 많은 물차들이 생활용수를 실어 나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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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경우에 물차의 이동 경로는 도시 바깥의 수원지 -> 물차 -> 마을이

다. 물차는 민영화 이후 진행되었던 물 보급소(water kiosk) 사업의 중요한 

요소로 당장 상수도관을 확장할 수 없는 빈민 지역에서 수돗물 생산기지와 빈

민촌의 저수조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카르타에서는 비중이 높은 대량의 물을 싣고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길을 

오가는 물차가 뒤집히는 뉴스를 볼 수 있었다. P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

가의 길가에는 항상 많은 물차들이 주차해 있었다. 소득수준이 높은 주택가에

서 음용 식수는 밀봉된 갤런통에 담긴 생수이기에 물차 보다는 생수통을 가득 

실은 화물트럭이 더 자주 눈에 띈다. 반면 정수필터를 사용하는 ‘로컬’ 생수 

가게가 많은 마을에는 물차의 왕래가 잦았다. 

물차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 도시 바깥의 깨끗한 상수도원으로부터 빈민가로 

물을 실어 나를 때, 물차에 실리기 전의 물 - 물차의 물탱크에 저장되어 이동

하는 물 - 물탱크로부터 나와 생수 가게/혹은 생활용수를 담는 수조나 물탱크

로 옮겨진 물 사이에서 질적인 차이는 없다. 물차는 깨끗한 물이 풍부한 곳에

서 부족한 곳으로 물을 운반한다. 무겁고 정해진 경로를 따라 흐르도록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물을 옮기는 물차는 물의 쓰임새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매개

이다. 그러나 P 마을을 거쳐 가는 물차의 행위자성(agency)는 그 정해진 경로

에서의 역할을 넘어 ‘또 다른 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빈민촌인 P 마을을 왕래하는 물차는 불신의 대상이었다. 물차에 관한 나쁜 

소문은 물차가 정해진 대로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지 않는데, 때때로 물을 가

져와야 할 곳으로부터 가져오지 않거나 물을 배달해야할 곳으로부터 빼내어 

또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물차의 ‘또 다른’ 경로에 

대한 소문이었다. 두 종류의 소문 중 먼저 들었던 쪽은 물차가 시골의 깨끗한 

물을 싣고 오지 않고 보다 가까운 곳의 더러운 물을 싣고 와 팔고 간다는 내

용이었다. 깨끗한 수원지까지의 이동거리가 멀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

불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2-1에서 설명했듯이 물과 관련된 속임수

가 만연한 자카르타에서 물차의 경로를 추적할 수 없는 한, 그 소문을 특별히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반면 물을 배달해야할 곳으로부터 빼내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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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곳으로 가져간다는 두 번째 소문을 확인한 것은 몇 개월 후 다음의 광경을 

목격한 후 마을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였다. 두 번째 소문은 외부자인 연

구자에게는 먼저 알려주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

밀이었다.   

2014년 4월 중순의 어느 날 인적이 드물었지만 몇몇의 사람들이 여전히 오

고 가던 이른 새벽, 마을의 큰 저수조 옆에 세워져 있었던 물차가 물을 실어

와 내려다 놓는 것이 아니라 저수조의 물을 싣고 떠나는 광경을 목격했다.78)

영문을 모르고 멍 하니 서있는 연구자가 왜 물을 싣고 가느냐고 묻자 저수조 

근처 있던 한 주민은 “물 팔러 가는 거지. 요새 반둥 쪽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지하수가 노랗거든.”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차가 물을 팔러 가는 곳은 P

마을에 인접한 쇼핑몰과 고급 주택가라고 말했지만 당시 물차의 행선지를 추

적하여 확인할 수는 없었다. 

마을에서 가까운 쇼핑몰과 고급 주택단지에 수돗물을 판매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여러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

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마을에서 귀한 물이 팔려가는 

이유는 첫째, 자카르타의 친-빈민 물 정책에 의해 극빈지역으로 분류된 물의 

수도요율이 통상적인 중산층 지역에 공급되는 수도요율의 1/3에 불과하기 때

문이요, 둘째, P지역과 인접한 지역이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모여 사는 부

촌으로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자카르타의 쇼핑몰은 그 현대적 

외양과는 달리 여전히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비가 

내린 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황토물이 나온다. P지역에서 인근 지역까지 

이동하기 위한 운송비가 상이한 수도요율로 인한 차액보다 작을 때, 평소 정

수필터가 달린 식수 가게에 식수를 공급하러 ‘오거나’,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

는 마을의 저수조에 생활용수를 채우러 ‘오던’ 물차는 마을의 수돗물을 싣고 

78) 연구자가 물을 내려놓지 않고 가져가는 물차를 처음 보았던 것은 2011년 말 예비조사를 

할 때였다. 그 당시 물차를 본 마을은 P마을이 아니라 자카르타의 중심부에 있는 또 다

른 깜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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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네로 팔러 나간다.79)

물차에 실려 팔려가는 물은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해 사용할 수 없도록 노

랗게 변한 물을 대체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든 상수도관을 통해 이동하는 수돗

물이든 오염된 물은 사용할 수 없는데 반해 물차에 실려 저수조에 저장된 물

은 오염되지 않았다. 빈민촌에 설치된 저수조는 지하수와 섞이는 수돗물 혹은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불완전한 물 네트워크의 불완전함

을 보완한다. 

물차에 실려 팔려 나가는 물에 대해 물었을 때, 주민들은 엉뚱하게도 저수조

를 관리하는 ‘어른’(Bapak)이 나쁜 사람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

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 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답

했다. 그러나 자카르타의 수돗물 요금체계를 고려한다면, 마을 사람들의 너그

러운 반응은 정보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이다. 자카르타의 상수도 요금체

계는 누진제 (Increasing Block Tariff, IBT)를 적용하다. 누진제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제이다. 각 가정에 상수

도가 연결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 공급소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P

마을의 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수돗물을 직접 사용하는 이들보다 더 높은 단가

로 수돗물을 사용하게 된다. 자카르타의 물 민영화 사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

는 학자들은 누진제가 상수도 공급자로 하여금 빈민촌의 각 가구로의 직접적 

접속해야할 동기를 낮춘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일 물차에 많은 양의 물이 담

겨 팔려간다면 주민들은 더 높은 단가의 물 값을 부담하게 된다. 빈민촌의 물

이 물차에 실려 팔려 나갈 때, 이는 빈민지역의 수도요율이 타 지역 타 용도

의 단가보다 낮다는 점을 이용함과 동시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들로 하여

금 더 높은 단가의 물 값을 치르게 한다는 점에서 이중의 기식(寄食)이다. 

79) 이후 몇 차례 마주쳤던 물차 운전수에게 팔려가는 물의 경로를 넌지시 물었지만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새벽녘에 친한 친구의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물차를 추적해보기로 했

으나, 인적이 드문 시간 자신을 쫓아오는 오토바이를 의심했던 운전사는 신경질을 내며 

위협했기에 그 정확한 종착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물차를 추적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하

리(가명)은 물탱크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많다면서 그들이 매우 거친 사람들이라며 이후

의 추격을 멈출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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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낮은 요율 책정에서의 물 문제 식별

<㉠ 수돗물 보급미비 + ㉡ 물 사용을 위해 과다한 경제적 지출> 

해결책 

<ⓐ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낮은 요율 적용> --> 《ⓑ 경제적 부담 경감》

물차의 역(逆) 경로는 물차 운전수와 저수조 관리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다. 그와 동시에 위 사례를 P 마을에서의 물 다양체의 분기와 증식과 

관련하여 다시 분석할 수 있다. 자카르타의 가정용 수도요율은 범주는 사용자

에 따라 K1, K2, K3A, K3B, K4A, K4B로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 0-10입방미

터/11-20입방미터/20입방미터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가장 요율이 낮은 

K1 범주는 이슬람 사원으로 입방미터 당 1050/1050/1050루피아이며, P마을

을 포함하는 저소득 가정에 적용되는 K2는 1050/1050/1575이다. 반면 중간 

계급의 속한 K3A는 3550/4700/5500루피아, 상업용인 K4B 12,550/ 12,550 

12,5 50루피아까지 올라간다.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Water/ContributionsPSP/PAL

JAResponse.pdf 참조.  

중간층에 적용되는 수도요율과 비교했을 때 1/3이하 그리고 상업용과 비교했

을 때 1/10 이하인 빈민지역의 요율은 빈민촌의 낮은 상수도 보급률과 더딘 

상수도 보급의 이유로 거론되는 동시에 빈민 친화적 정책적 배려이기도 하다. 

빈민지역에 예외적으로 낮은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인접한 지역으로의 짧은 

이동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물차는 아주 짧은 물리적 거리

를 이동하면서 낮은 요율이 적용하는 공간에서 그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공간으로 이동한다. 물차에 들어갔다 나온 물은 빈민층을 위해 보다 싸게 제

공된 물에서 중산층 이상에게 팔리는 상품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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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요율> 과 물 다양체의 분기  

  --> 《경제적 부담 경감》 

  →  <인접한 지역과의 물 값 격차> → <물차와 관리자의 기식>

  →  <낮은 상수도 보급의 동기가 낮음> → <물 관련 사업의 폭리 지속> 

즉 상수도관이 아니라 물차에 담겨 이동하는 물의 경로에서 새로운 이윤이 창

출된다고 할 수 있다. 비밀 노선을 지나는 물차는 마술 같은 행위자성

(agency) 지니는 경계사물이다. 

물 다양체는 그것이 출발하고 경유하며 또 도착하는 궤적 여기저기에서 튀어

나온다. 이러한 분기는 여전히 도시화된 물 vs. 비공식적 물이라는 범주를 통

해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공식적이고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는 모든 물

은 비공식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새로운 경로를 열었던 ‘가능성’이 이미 

‘공식적인’ 정책 실험 속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공식/비공식의 구

분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되기 힘든 불안정한 경계임을 의미한다.  

3-3. 물 다양체와 경계사물  

앞 절에서 P 마을에서 진행되었던 주요한 친 빈민 물-프로젝트 사례들을 분

석하면서 사용했던 틀은 각각의 프로젝트의 [물 문제의 식별] 내에 이미 그것

을 한정하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그로 인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미래의 기

대효과와 짝을 이루어 제시된다는 것이었다. 넓게 보았을 때 빈민들이 도시화

된 물 네크워크에 접속되어 있지 못했다는 문제 ㉠와 ㉡-1, ㉡-2, ㉡-3이 연

결되어 짝을 이루고 그 결합 방식에 의해 즉각적인 조치인 ⓐ와 그로부터 기

대되는 효과인 ⓑ가 이어진다. P 마을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모든 물 문제

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문

제를 재규정하고 그에 따라 해결책과 기대되는 효과를 배치하는 전략은 필수

적이다. 이를 도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80)

80) 아래 도식은 1장 3절에서 소개했던 미셸 세르의 기밀실/갑문 모델을 연상시킨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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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 해결책으로서의 프로젝트에서의 물 문제 식별

<반복되는 빈민촌의 상황㉠ + 한정 조건 ㉡> 

                    ↓ 

   해결책 : <즉각적인 조치ⓐ> --> 《기대되는 효과 ⓑ》

물 다양체가 분기하는 자리는 문제가 한정되는 ㉠과 ㉡ 사이 그리고 즉각적

인 조치인 ⓐ>와 기대되는 효과ⓑ를 잇는 점선 위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등장하여 다른 경로로 흐르는 물의 결절점에서 프로젝트가 설정한 ‘이전의 물’

과 ‘이후의 물’이 아닌 ‘또 다른 물’이 물 가게, MCK, 마스터 계량기 사업의 

물탱크, 물차 등의 경계사물과 함께 등장한다. 물은 그것의 양태와 의미를 바

꾸는 인간·비인간 행위자들의 짝-짓기(coupling)와 짝 가르기(uncoupling)를 

거쳐 다른 물이 된다.      

자카르타 그리고 P마을에서 ‘도시화된’ 물보다 더 많은 물이 있다는 점 역시 

물이 이동하는 궤적 위의 여러 매개의 역할이 가시적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시 쓸 수 있다. 생수병 안의 물로 속임수를 쓰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생수

병의 뚜껑이 단단히 봉해졌는지를 잘 확인하라는 충고는 그 전에 의식하지 않

았던 생수병의 ‘뚜껑’의 역할을 상기시킨다. 생수병의 뚜껑은 용기 안의 물이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지극히 자명한 역할 외에 안전한 물과 그

렇지 않은 물을 가르는 나누는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원리는 3-2-3에서의 물

차의 행위자성에서도 드러난다. 물의 양태와 성질이 변화하는 문턱에서 경계

사물을 찾아내는 방법은 물 다양체가 출현하는 자리에 ‘있는’ 복수의 작동 망

의 분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경계사물은 투입(input)과 산

출(output) 사이의 일 대 일 연결이 아니라 갈림길을 표시할 것이다.  

㉡을 통해 부분적이 되지 않고서는 즉각적인 조치인 ⓐ는 실행될 수 없으며 ⓐ에서 기대

되는 효과인 ⓑ로 이어지는 과정에 또 다른 ‘갑문’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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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수조와 물탱크 vs. 파이프  

P 마을에서 수조와 물탱크는 수돗물을 원활히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

다. 수돗물의 수압이 낮은데다 물이 나오지 않은 날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

는 물을 저장하는 용기라는 수조와 물탱크의 통상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P마

을에서 경계사물로서의 수조와 물탱크가 ‘하는 일’은 물의 저장 이상이다. 

3-2-3의 사례에서 저수조는 물차와 만나 상수도 네트워크의 불완전함과 만나 

팔려 나가는 물을 만들어낸다. 비가 내리기 전과 후에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 

저수조의 물은 상수도관을 흐르거나 지하에서 끌어올려지는 물과 빗물이 만나

는 시간의 경과에 영향 받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3-2-1의 상수도관의 부분 확장 사례로 되돌아가 수조, 물탱크의 

경계사물로서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물 가게가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상수도의 부분 확장이라는 ‘부분적’ 해결책이 낳은 한시적인 해결책이

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가 있

다. 왜 주민들은 상수도관에서 자신의 집으로 직접 파이프를 연결시키지 않는

가? 왜 상수도 부분 확장 프로젝트가 설정했던 미래/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점

선의 화살표 '--->‘는 왜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하는가?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새로 놓인 상수도관의 물이 ‘물 가게’로 

인하여 멈추고 직접 그 상수도-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할 가구들이 더 비싼 값

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몇 갈

래로 나뉘었다. 그 첫 번째가 ‘부풀려진’ 접속 비용이다. 주민들은 플라스틱 

상수도관을 사용해 자신의 집으로 수돗물을 끌어오기 위해 필요한 돈은 

2,000,000루피아(2 juta 한화로 20만원 남짓)가 넘으며 자신은 그 비용을 마

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둘째, 파이프를 연결시켜봤자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또 다시 물 가게를 이용해야만 한다. 셋째, 계량기를 놓기 어

려운데다, 수도 검침을 위해 방문하는 PAM81) 사람들이 자꾸 돈을 요구하고 

81) 자카르타의 수돗물 민영화 이후 수도공급 서비스를 PAM(Perusahan Air Minum 음용

수 회사) 이 아니라 수에즈 엠바이론먼트가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마을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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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요금을 내는 방법도 매우 복잡하다. 넷째, 계량기가 자주 고장 나기 때문

에 그것을 교체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이었다. 다섯째는 예전에 물 마피아(인도

네시아어로 preman. 동네를 자신의 구역으로 하는 갱을 의미)들이 트럭에 물

을 싣고 와서 팔았을 때와 비교하면 훨씬 더 싼 가격으로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확실히 좋아졌다는 정당화이다. 질문에 답했던 20명 가

량의 사람들이 위의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물 가게에서 물을 사서 사용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수긍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위의 5개 중 3가지 이상의 

이유를 들었다. 본 절에서는 위의 다섯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 접속비용, 두 

번째 낮은 수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 번째 이유로 꼽힌 2주따 라는 접속 비용은 물 공급회사에서 제시한 

600,000루피아와 비교하면 3배나 더 비싼 가격이다. 미로처럼 복잡한 빈민가

의 골목에 파이프를 연결시키는 비용이 상수도 회사가 제시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통상적인 4인 가구가 한 달에 물을 사용하기 위해 지

불하는 비용이 200,000루피아 수준임을 염두에 둔다면 경제적인 요인이 접속

에 큰 장애물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이유에서 제

시된 파이프 연결 비용, 수돗물의 낮은 수압, 수도 검침 과정에서 겪는 번거로

움 그리고 계속해서 고장 나는 계량기 모두를 ‘경계사물’로 볼 수 있다. 

  

‘왜 파이프를 설치해 자신의 집으로 수돗물을 끌어오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

해 P마을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설치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답하

는 것은 틀리지 않지만 충분한 대답은 아니다. “비교적 최근 집에 파이프를 

끌어온 집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을 받은 모두는 파이프를 놓은 집

은 모두 상수도관이 부분 확장된 직후 즉 3-4년 전의 가구들뿐이라 답했다. 

주민들에게 수돗물 끌어오기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당장 하지 못하는 목표

가 아니라 쓸데없는 짓으로 받아들여졌다. 낮은 수압과 잦은 단수라는 조건을 

고려할 때 수조와 물탱크를 갖추지 않은 파이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상수도관과 집의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파이프 사이에 낮은 수압, 수조와 물탱

수돗물 회사와 수돗물을 칭할 때 PAM 혹은 Air Pam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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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계량기와 물탱크 

크를 설치할 별도의 비용과 설치 장소가 결합해야만 파이프는 파이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반대 측면에서 본다면 낮은 수압과 수조와 물탱크는 파이

프를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질문을 어지럽힌다. 파이프 설치는 그것의 설

치비용을 고려하는 것만으로 계산할 수 없도록 한다. 상수도관과 개별 가구 

‘사이’에 물 가게라는 통과점이 더 오래 유지되고 기능한다.  

3-3-2. 계량기와 불법성   

  ‘왜 파이프를 연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대답은 계량

기를 주요한 걸림돌로 지목하였다. 계량기가 문젯거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

가? 위의 <사진 5>는 수돗물을 저장하기 위한 수조와 계량기이다. 수조가 10

년 전에 만들어진 것임에 비하여 사진 속의 좌측 하단의 계량기는 2년 전에 

교체되었다. 잦은 고장과 교체로 인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늘어

난다는 점은 많은 사람의 불평거리이다. 그러나 P 마을의 수돗물과 계량기는 

다른 것들과 연결된다. 통상적으로 계량기는 수돗물 사용자가 사용한 물의 양

을 기록하여 수도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그러나 P 마을에서의 계

량기는 그와 다른 일을 한다.  

첫째 계량기가 평범한 도구가 아니라 경계사물로서 작동하는 첫 번째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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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를 달 수 있는 이는 정식의 거주민이어야 하는데 반해 -비공식적 추산

을 따르자면 - 30%이상 50%까지의 P마을의 주민이 불법 거주민들이라는데 

기인한다. 계량기를 달 수 없는 이들이 다수 존재하는 P마을에서 계량기는 빈

민들이 수돗물 네트워크에 직접 접속되는 마지막 관문에 선 문지기와 같다. 

파이프가 집까지 들어오고 낮은 수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수조

와 물탱크가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계량기를 놓을 수 없거나 계량기가 고장 

났다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다. 

  둘째, P 마을에서, 그것의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계량기의 행위자성은 

설치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계량기를 검침하거나 점검하기 위해 그리고 계

량기가 고장을 일으켜 그것을 교체해야만 할 때마다 주민들은 편치 않은 경험

을 반복한다. 계량기가 문젯거리인 이유는 P 마을 전체 - 더 나아가 자카르타 

내의 깜뿡에 거주하는 주민 전체- 의 성격에 기인한다. 마을 사람들이 수돗물 

네트워크에 직접 접속하고자 파이프를 놓는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 단정하며 

답변할 때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요인은 마을 주민의 많은 수가 합법적

인 거주증을 지니지 못한 불법 거주민이며 더 나아가 P 마을 자체가 ‘불법적’

이라는 낙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주민들 누구도 자신과 자

신의 마을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계량기가 문젯거리가 된다고 설명하지는 않으

나.82) 계량기의 설치, 검침 그리고 교체과정에서 골치 아프고 힘든 경험을 풀

어놓을 때 계량기와 불법성 사이의 관계가 드러난다. 정식의 거주허가증을 지

닌 이만이 계량기를 놓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합법적

인 거주자인지 여부가 의심받는 상황에서 수돗물의 소비자들은 스스로가 합법

적 주민인지를 반복해서 증명해야한다. 계량기로 인해 겪은 경험을 물었던 대

화의 끄트머리에서 40대 초반의 가정주부인 인다(가명)는 모든 문제가 부정부

패라고 마무리했다. 

“돈이죠. 검침하러 오는 사람들이 자꾸 방문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여요. 매 번

은 아니지만 KTP를 체크하고 질문하고 진짜인지 아닌지 질문하고. 결국 담뱃

82) 자카르타의 빈민에게 상수도를 보급하는 문제를 다루는 외부 전문가들은 거리낌 없이 

깜뿡과 깜뿡 거주민의 불법성을 중요한 문젯거리로 거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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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라도 쥐어 주어야 끝나요. 골치 아파요.” 

빈민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에선 여러 학자들이 계량기 검침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횡포와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곧이어 검침 인력

에 대한 엄격한 교육과 처벌을 계량기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을 없앨 수 있

는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작은’ 부정부패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계량

기의 특별한 행위자성이 유지되는 또 다른 근거가 있다. 인도네시아 전체에 

만연하고 있으며 특히 빈민촌에서 두드러지는 ‘불법성’이다. P 마을의 ‘불법성’

은 합법적인 것의 여집합으로서 비합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도회

사의 직원이 돈을 받고 합법적인 신분증을 지니지 못한 이를 위해 계량기를 

설치해 준다거나, 계량기의 보수와 교체 과정에서 수고비를 요구한다면 계량

기 문제는 검침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P 마을의 주민이 이미 계량기

를 설치했고 공식적인 신분증(KTP)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녀)가 불법성

과 관련된 의심에서 벗어나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권리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 합법적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징표인 거주증(KTP)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카르타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KTP의 수는 해

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보다 많다. 많은 이들이 원칙적으로는 1

인이 하나만 소유해야 하는 거주증을 2개 혹은 3개 지니고 있으며, 돈 만 있

다면 동네의 곳곳에 있는 대행업자들의 가게 (Jasa)에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83) 대행업자들의 가게인 ‘자사’는 신분증, 자격증, 면허증 나아가 인도

네시아 국적까지도 ‘만들어’ 준다.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은 60만루피아이며 자카르타의 공식 거주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만-150

만 루피아를 지불해야 한다.84) 연구자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

83) 한 사람이 하나의 신분증이 아니라 더 많은 신분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의 제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부터 전자식 주민등록 e-KTP 프로그램을 착수하였다. 그러나 단일 주민 등록번호

(one Risident Registration Number NIK)를 부여하기 위한 e-KTP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Soemartono (2013) 참조. 

84)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연구비자 취득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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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을 때,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정식으로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느냐고 물었을 때, 마을의 모든 주민들은 ‘그런 

방법은 알지 못한다’, ‘어짜피 대리인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며 만류했다. 

P 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전반에 만연된 일상화된 불법성, 부정부패

에 대해 분석하면서 시겔은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설명을 넘어 

진짜를 구분해낼 수 없고 가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아스빨(Aspal)이라는 

신조어를 들어 풀어낸다. 아스빨은 진짜이라는 뜻을 지닌 아슬리(Asli)와 가짜

라는 뜻의 빨수(Pulsu)가 결합한 것으로 진짜와 가짜의 구분될 수 없는 뒤섞

임과 그 누구도 진짜라 진짜라고 믿지 않는 상황이자 진짜로 간주되는 가짜들

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실을 칭한다. 진짜이자 가짜 혹은 진짜 같은 가짜가 작

동한다(Siegel 1998:55). P 마을을 비롯한 빈민 거주지의 주민들 거의 전부는 

비공식적 토지 시장 즉 공식적인 등기서류가 없이 무허가로 집을 지었으며 마

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가게들 역시 정확히 그 용도에 맞는 허가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P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주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지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여부는 여전히 의심의 대상이 된다. 즉 P 

마을에서의 ‘불법성’은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구별’ 자체가 모

호하며 신뢰할 수 없음을 뜻하며 이는 합법적인 주민이 아닌 주민이 마을에 

많다는 단순한 사실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황을 가리킨다. 불법적 주민과 합법

적 주민을 구별하는 징표인 거주증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에, 합법이냐 불법

이냐를 가리는 과정은 지루한 공방으로 이어지고 그 공방을 끝낼 수 있는 방

법은 ‘인다’가 불평했듯이 오직 돈을 쥐어주는 것 뿐이다. 

  P 마을의 주민들을 수돗물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동하

는 계량기는 공식적인 지역 거주증을 지니고 있지 않은 불법 거주자들에게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를 하던 도중 한 사람은 나에게 인도네시아 여성과의 위장 

결혼을 통해 인도네시아 국적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이 천만 루피아에 불과하다며 빠

른 해결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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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수도 계량기를 발급받기 위해 사용된 KTP는 이

후 계속되는 검침 그리고 계량기 교체 작업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설사 공적인 거주허가증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전체가 ‘불법적’인 

P마을에서 허가증이 지니는 의미는 현저히 약하다. 그로 인해 겪는 주관적 경

험에서 경계사물로서 ‘계량기’의 영향을 더욱 증폭된다. 강윤희(2012)는 미국

으로 이주한 인도네시아인들이 체험하는 ‘불법성’을 법적 자격으로서의 ‘불법

성’과 주관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으로 구분하고 그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임시체류허가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법자처럼 다루어지

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까봐 불안해하는 이주 인도네시아인들은, 온전한 

성원권을 지니지 못했기에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가받았다는 예외적 존재로서

의 자신의 상황에 의해 ‘불법성’을 체험한다. 이는 불법체류자이기에 강제추방 

조치를 피해야 한다는 법적 자격으로서의 ‘불법성’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ibid 20-28)  

3-3-3. 알 수 없는 물 값과 외상 

폭리를 취하는 물 가게에서의 거래는 그 가격이 통상의 물 값보다 높다는 특

징에 덧붙여 또 다른 속성을 지닌다. 여기서 경계사물은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물 값과 외상이다. 

수돗물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상수도에 직접 접속한 사람보

다 그렇지 않은 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P 마을의 많은 주민들은 물 가게를 이

용한다. 마을 사람들은 물가게의 주인 그리고 급수조의 관리인에게 빚을 지고 

있다. 물 빚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여타의 신용거래와는 별도의 범주에 속하

는데, 오고가는 돈의 기본 단위가 작고, 빚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빈민촌에서의 생활용수 부족의 심각성과 그 부

당함을 지적하는  ‘비판적’ 연구들은 두 가지 문제점에 주목한다. 첫째, 가난

한 이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부자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만 한다, 둘째, 도시

의 상수도망에 접속하지 못한 빈민들은 공식적인 수도요율보다 휠씬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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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내고 물을 구입한다. 특히 그들은 갈론 1통=500루피아라는 계산법에 의

거하여 폭리를 취하는 물가게 주인을 악덕 물 마피아와 같다고 본다. 

그러나 1통에 500 그리고 6통에 1500이라는 엉성한 계산법 안에 숨겨진 논

리가 있다.  “그렇다면 4통이면 얼마를 내느냐?”는 질문에 물가게 주인과 그

의 단골들은 아무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1000일 수도 있고 1500일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설명에 꼬치꼬치 캐묻는 나에게 물가게 주인은 별 걸 다 

알려고 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1통에 500 그리고 6통에 1500, 2통에서 5통까

지는 그 때 그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할 수 없다는 답변 아닌 답

변이 품고 있는 의미는 물 가게에서 갈론 3통을 주문한 마을 아낙네가 돈을 

지불하는 순간을 목격한 때였다. 그녀는 1500루피아를 주었고 나는 아낙에게 

6통에 1500루피아인데 왜 3통을 가져가는데 1500루피아를 지불하느냐고 물었

다. 질문을 할 때 예상했던 대답은 그녀의 집이 가게에서 매우 멀거나 운반하

기 힘든 곳에 있어서 배달료가 추가로 더해진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답하지 않고 웃기만 했고, 그녀 대신 모두들 ‘사람 좋다’고 말하는 가게 주인

이 그럼 500루피아(tukar 500!）를 갚은 셈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그리고 그

의 낡아빠진 공책을 슬쩍 보여주었다. 그가 보여준 장부는 빽빽하게 사람들의 

이름과 그 옆의 숫자가 어지럽게 적혔다 지워진 외상장부였다. 아낙이 돌아간 

후 물가게 주인은 돈이 없을 때는 물을 그냥 가져가고 돈이 있을 때 외상을 

조금씩 갚는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빚을 진 사람이 많은가’라는 질문

에 그는 물 값은 그저 푼 돈이지 빚이 아니라고 답하면서 단골들 거의가 외상

이 있다고 대답했다.  

모두가 외상을 지고 있으며 돈이 없을 때 가져가고 돈이 있을 때는 1500루

피아로 때로는 2통에서 때로는 6통까지를 가져가는 외상 물 값의 연쇄 때문

에, 가게 주인과 주민들 모두는 물 값이 한 갈런에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단골이 아닌 시영아파트의 주민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물을 사러 올 

때 그들이 치르는 물 값은 1통에 500루피아라는 가장 높은 계산법에 가깝고, 

물가게의 단골이고 가게 주인이 그들을 잘 알고 있을수록 물을 사러오는 사람

도 파는 사람도 그 순간이 닥쳐야만 알 수 있는 ‘알 수 없는 값 매기기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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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쪼개 없애기’가 더 빈번히 진행되었다.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데 반해 물을 계속 쓰지 않고 버티기란 ‘부끄러운

(malu)' 일이기 때문에 물 빚은 오래 지속된다. 또 외상은 서둘러서 완전히 

청산될 필요가 없는데, 외상을 주는 입장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정 없이 

받아 내야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가게 주인은 8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기에 

그가 받지 못한 외상 때문에 망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물 가게에서 완결되

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물 빚은, 한 달에 한 번씩 십만 이십만 루피아를 

지불해야하고 물값을 내지 않을 경우 물이 끊어지는 도시화된 물 네트워크에

서의 생산자-소비자 관계와 비교의 대상이 된다. 물가게 주인은 돈이 없어도 

물을 쓸 수 있게 해주고 돈을 갚으라고 닦달하지 않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

는 것이다. 

반면 빨래하고 설거지를 하기 위한 물이 계속해서 쪼개지는 외상과 결정할 

수 없는 가격에 힘입어 이어지는데 반해, 가장 깨끗해야만 하는 식수의 가격

은 보다 명확히 정해져 있었다. 계속해서 채워서 마시는 식수가게의 물은 소

비자가 직접 가져간다. 대부분의 경우 남자들이 오토바이에 1-2통을 싣고 움

직이거나 1통씩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 한 집안에 식수거치대는 많아야 2개 

보통 1개였기 때문에 한 번에 6통씩 가져가는 경우는 흔치 않았고 그 가격도 

1통 당으로 정확히 정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수필터를 갖춘 생수 가게

의 주인은 ‘모두’ 오랑 치나(Orang Cina)85) 즉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라고 

대답했으며, 거의 가게를 지키고 있지 않은 그를 ‘사람 좋다’라고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86)

폭리를 취하는 물가게 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그보다 더 많은 투자

비용과 관리비용을 투여하기에 더 작은 이익을 가져가는 생수 가게 주인은 그

냥 ‘상인’으로 불리는 뒤바뀜은 물이 이동하는 경로와 방식의 차이에 따라 물

85) ‘오랑 치나’라는 호칭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비난의 의미를 지닌다. 

86) 안승택과 이성호는 마을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호혜적 관계가 아닌 부채로 서로 겹쳐 물

려 있었다는 사례를 소개한다. P마을과 그들이 다루는 한국의 평택 사이의 시공간적 거

리에도 불구하고, 호헤성으로 보이는 역전 불가능한 불평등 상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 탐구해보아야할 주제이다 (안승택· 이성호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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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물-상품의 연속성 위에서 계속 다른 속성을 드러내며 이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게의 ‘엿 장수 마음대로인 물값’은 공식적인 물 네트워크를 빈민

촌 내부까지 보급시키려는 시각에서 본다면 정가를 지키지 않는 악덕 상인의 

징표이다. 계속해서 물을 사용해야 하고 때때로 물 값을 치루기 어려운 주민

들의 입장에서 제멋대로인 물 값은 물 가게 주인을 사람 좋은 후견인인 것처

럼 보이게 한다. 기식자가 후견인으로 변모하는 문턱에 자의적인 가격이 있다. 

3-4. 물 다양체와 주민     

3-1과 3-2의 사례들은 <즉각적인 조치ⓐ>에서 《기대되는 효과 ⓑ》로의 연결

이 좌절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엄격하게 본다면 이는 실험의 실패이다. 그러

나 ⓐ에서 ⓑ로 이어지는 선이 즉각적인 조치에 이은 미래의 파급효과라는 점

에서 주목한다면 마을에서의 실험은 최소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도 있

다. 기대되는 효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모호

함은 실험실-마을에서의 실험이 그것의 본래 의미에서의 ‘과학적’ 실험실에서

의 실험과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가 그것을 얼마만큼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가름

할 수 있는 과학적 실험실과는 달리, 실험실-마을에서의 실험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기대되는 효과 사이의 거리는 멀다.   

그와 더불어 기대되는 효과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이 곧바로 비판

받거나 멈추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정책적 실험에서 그것의 성패를 판별할 

수 있는 관찰의 자리가 정책입안자의 자리 뿐 만 아니라, P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쪽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빈민들을 ‘위한’ 정책적 실험에

서, 정책 입안자들의 실험에 대한 성패 판정방법과 빈민들의 판정법이 다르다

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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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물 - 부재하는 현존(absent presence) 

P 마을에서 친 빈민적 물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시행된 배경은 크게 두 가

지이다. 민영화 이전 상수도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못하고 사설 물 소매상으로

부터 물을 10배가 넘는 가격을 주고 물을 구입해야 했던 빈민을 상수도 네트

워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과 자카르타의 물 민영화 사업으로 인하여 

수돗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 빈민들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상승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비판에 맞서 빈민들에게 ‘공식적’인 수돗물을 보다 빨리 제공하

겠다는 것이다. 만일 빈민 가구에 대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친 빈민 

물 프로젝트의 목표였다면, 실험 이전에 존재했던 비공식적 물장수가 형태를 

바꾸어 비공식적 물 가게 주인으로 탈바꿈한 것은 실험의 실패일 것이다. 

그러나 P 마을의 많은 주민들에게 있어 물-민영화로 인한 수돗물 가격 상승

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겪은 위협이 아니었다. 아직 수돗물에 접속하지 못한 

그들에게 있어 당면한 문제는 우물물을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들다는 사실이었

다. 최근 10여년 사이 자바 해와 맞닿아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마을의 

우물물은 바닷물과 섞였고, 그 전에 해왔듯이 ‘약품’을 써서 더러운 우물물을 

쓸 수 없었다. 주민들이 직면한 문제는 수돗물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우물물

을 사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또 다른 물을 얻는 것

이었다. “2000년 이후 혹은 최근에 물 가격이 많이 올랐느냐?”고 질문했을 때 

마을의 아주머니들은 “정확히 따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면서 물 값이 문

제가 아니라 기름 값이 오른 게 문제라고 대답했다.    

우물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마을 내의 조건은 지하수의 과도한 사용

으로 인한 지반 침하가 자카르타가 마주한 재앙과도 같은 문제점이라는 점과 

만난다. P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공식적인 수돗물 네트워크 바깥에서 지하

수를 사용하며 살아왔으며, 자카르타 전역의 과도한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가

장 먼저 직접적인 피해를 본 이들이기도 하다. P마을 사람들은 자카르타에 가

장 먼저 우물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인 동시에, 가장 최근까지 우물물

에 의존해왔던 이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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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물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한 나의 요구에 흔쾌히 물 가게로 안내했던 

주민들과 코디네이터는 우물을 보고 싶다는 연구자의 요청에 난색을 표명했

다. “요새 이 마을에선 우물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그것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물물은 P마을의 물 프로젝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물이다. 물 민영화 이후 

자카르타 빈민의 물 사용 현황에 대해 보고했던 여러 보고서 역시 우물물은 

그냥 지나쳐 간다. 우물물은 ‘자카르타에는 여러 종류의 물이 사용된다’는 설

명에서 재빨리 지나쳐 간다. 우물물 사용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대소

변을 처리하는 ‘아둔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격하되었고 물 가게와 MCK

는 그 배경 하에서 마을이 이전보다 발전했다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이 구

도에서 물가게와 MCK 때문에 수압이 내려가 각각의 가구에서 수돗물을 ‘보다 

싸게’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연구자의 질문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무시되고 물 가게와 MCK에 의해 본래의 의미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상수도 확장 프로젝트가 실패가 아니라 외부인 에게도 선뜻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탈바꿈한다.  

P 마을에서 상수도관의 부분 확장은 마을의 물 문제를 야기한 여러 요소 중 

‘마을 안까지 들어와 깔리지 않은 상수도관’으로 한정함으로써 마을의 과거 전

체를 상수도관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기와 상수도가 더 깊이 들어온 현재 그리

고 각 가구에 연결된 수돗물 네트워크가 보다 늘어나는 미래로 분절한다. 

‘비공식적’ 물 그리고 막힘(Macet)과 원활함(Lancar)   

P마을의 주민들 역시 ‘비공식’(informal 인뽀르말87))이라는 개념어를 수시로 

사용한다. 하나의 개념어가 그것이 출현한 지점을 떠나 확산될 때면 항상 그

87) 인뽀르말은 비공식(informal)의 인니어 발음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인뽀르말은 학술적 담론 속에서의 ‘비공식’에 대한 논의와 토론들이, 조사지로 옮겨와 본

래의 의미와는 같은 듯 다르게 사용되고 반복되는 예(외)를 가리킨다. 반면 ‘비공식’이라 

쓸 때 (informal)은 학계에서의 정의와 토론을 칭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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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듯, P지역에서 ‘인뽀르말’은 마구잡이로 등장하며 2절에서 제시한 논쟁의 역

사 사이를 자유롭게 전유(傳諭)한다.   

아셉 씨 : “10년 전까지도 우물물을 쓰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냄새

가 나서 빨래할 때조차 쓸 수가 없어요. 수돗물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물탱

크 차나, 물통의 물이나 머시깝(Mercy corp) 물을 써야지요. 이 동네 물들은 

거의 다 인뽀르말(informal)이여요.”  

나 : “인뽀르말이라니요? 물을 비싸게 파는 물장수들이 많다는 말인가요?” 

아셉 씨 : “물 마피아? 그런 건 이제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수돗물들이 

잘 흐르지 못한다는 거지. 우기 때 온 동네가 물바다 되면 물이 어디나 다 들

어가지.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인뽀르말이지 않아요? 하하하. 미스터는 얼

마나 있다 가나? 미스터가 아까 본 공동탱크는 뽀르말 한거고.  

P지역에서 ‘인뽀르말’한 물은 도시화된 공식화된 물 즉 상수도체계가 ‘아닌 

것’, 그 원천이 다른 것(우물물, 빗물, 물탱크와 필터), 불법적인 것(물 마피아

의 물), 공동관리 물탱크 사업의 결과(머시깝 물), 흐르는 것과 흐르지 못하는 

것, 냄새나고 위험한 것 등에 모두 걸쳐져 있다. 그 각각의 ‘자리’에서 비공식

적인 것/공식적인 것이 끊기고 연결되고 변모한다. 경계사물인 물가게, 공중화

장실, 물탱크, 물차, 필터, 계량기 등은 공식적인 물이 계속 움직이고 흐르기 

위해서는 거쳐야만 가는 자리이자, 비공식적인 물이 움직이기 위해 나름의 공

식성(허가, 규제, 관리)을 얻는 자리이다.  

조사기간의 중반을 지나던 2014년 2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이었다. 지역의 공

동체 개발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와 주민 대표자들은 ‘바깥에서 오는 손님’들

을 맞을 준비로 번잡했다. 그 손님들은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온 시찰단으로 

지역에서 진행되는 아동보호 프로그램, 하수도 정비, 상수도 보급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외부의 시찰과 평가에 ‘이미’ 익숙한 주민들은 능숙했다. 손님들이 내릴 장소

에서 NGO 사무실로 이동하는 동선(動線) 위에 필요한 물건과 사람들을 배치

하기 시작했다. 시찰단이 내리는 곳은 커다란 공동물탱크가 설치된 12통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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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앞이었고, 통 사무실에서 NGO 사무실까지의 400미터 남짓한 거리에는 물

가게, 공동 변소·샤워·빨래장 -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 - 아이들을 위한 이동 

도서관 등이 놓였고 각각의 장소에 사업의 책임자와 활동가들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에 배치된 것이 ‘연구자’ 였다. ‘나’의 역할은 시찰단의 도착하

는 사무실 앞에서 시찰단의 질문에 답해주는 것이었다. 

동선 위에 배치된 물건과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오고 간 질문들은 잘 짜여

진 의례(儀禮)였다.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인해 이전의 ‘인뽀르말’

한 것들을 대체한 보다 공식적인 성과물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시연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합의 마지막 순간, ‘동네의 연구자’로 징집된 

연구자와 시찰단을 당혹스럽게 한 대화가 튀어 나왔다.  

A: “이 지역의 개선을 위해 애쓰신 코디네이터와 지킴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

다. 프로젝트의 많은 성과들을 직접 확인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런데, 오늘 저

희들에게 보여주신 것 이외에 프로그램 이후 생겨난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B: “우리 마을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것 뿐 입니다. 예전의 것들은 그냥 힛앤런 (hit 

and run)88) 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문제는 자카르타 전체의 문제입니다. 쉽

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다른 팀처럼 물탱크만 달랑 설치해주고 떠나면 좋지 

않습니다.” 

위 장면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A와 B 양쪽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A는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기획한 중앙 사무실의 엘리트 운동가였고, B는 지난 

10여년 동안 마을 내에서 벌어진 프로젝트의 참여자이자 마을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하수도 정비 사업의 일종인 ‘쓰레기 은행’의 책임자인 50대 

88) 주민들 중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하지씨는 ‘hit and run'이라는 용어를 오해하고 있었

다. 위의 대화에서 힛앤런이란 일회적인 사업 방식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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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의 주민이었다. A는 마을 바깥의 ‘사무실’ 사람이지만, 마지막 단계에 들

어선 해당 지역개발 프로젝트 이후 ‘새롭게’ 등장한 지역에서의 ‘미시적’ 차원

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궁금해 했고, B는 새로운 문제점을 부정하는 동시에 

‘거시적’ 차원의 문제를 상기시켰다. 

서로의 ‘자리’를 뒤바꾼 양자의 대화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끊어졌다. 

어색한 침묵이 1-2분 흘렀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이 ‘물’에 대해 언급한 노련한 

지역 코디네이터 의 말이었다. 지역에서 5년 이상 활동해왔던 그는 항상 훌륭

한 메신저였다. 

C: “Mas Lee! 아까 보셨던 물탱크를 지난 주에 모두 함께 청소했다고 설명하

셨나요? 안했지요? 물탱크가 없을 때는 더러운 우물물 때문에 피부병에 걸린 

아이들도 많았지요. 이제 좀 낡았으니 탱크 교체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디네이터의 말에 쉼터에 모여 있던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A는 

물탱크 교체를 위한 예산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고 B는 물탱크 관리의 어려움

에 대해 설명했다. 

P 마을에서 비공식적 물을 축출하고 공식적인 물을 불러오려는 제 시도들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힘든 중간자들을 낳았다. 자카르

타에서의 물 문제에 대해 검토한 구이(Kooy)는 로이(Roy)의 논의를 빌려와 공

식적/비공식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제거하고 전자를 확장한다는 

원칙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물을 현실에서 작동하는 요인으로서 인정한 상황에

서 새로 출발해야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P 마을‘에서’ 같은 

현상을 본다면 그 논리를 한 단계 더 끌고 나가야만 한다. 

빈민촌에서의 비공식적인 것들의 예상보다 긴 끈질긴 존속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인볼루션 개념은 실상 물의 근대화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개입이 낳

은 예기치 않은 결과89)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개입

89) 사회과학과 사회철학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효과는 매우 심각한 난제이다. 경제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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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의 정책이 이미 변모한 상

황을 고려해야한다는 권고는 합당하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정책 입안 단계에

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야기했다는 사실은 실상 정책이 이어지는 연쇄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아니다. 정책의 역사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한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일 것이다. 의기치 못했던 효과나 악영향은 

이후 ‘적당한 시기’ 다른 조건들 속에서 또 다른 '문제식별-해결책'의 짝을 도

출해내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물 다양체의 예기치 않은 등장은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입장에서 

특히 P마을의 경우에서와 같이 정책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평가) 주체가 분

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자카르타의 물 민영화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공식적/비공식적 물-네트워크를 구별하고 그 틀 

안에서 비공식적 물의 축출 실패나 비공식적인 것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현’상황에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때, 그 전체 틀은 인볼루션이라는 양가적 개념과 큰 마찰 없이 만난다. 

기어츠가 그러했듯이 물의 증식은 빈민촌 내부에서의 정교화라는 (중립적) 평

가나 목표했던 수돗물 네트워크 보급이 ‘빈민(촌)’의 ‘문화’나 ‘상황’에 의해 지

체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90) 그러나 정책을 만들고 평가하고 

다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다는 작업 선상에서 벗어나, 해당 정책의 대상이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물의 인볼루션을 다시 써야할 필

요가 있다. 

만일 정책이 문제식별 - 해결수단 - 문제 해결을 위한 세 단계로 진행된다면 

설명 틀에서는 외부성(externality)이라고 처리되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행위이론의 틀 

내에 끌어올 경우 구조와 행위의 틀에서 행위자(성)는 예측했던 결과와 예측하지 않았던 

결과 양쪽을 모두 설명하는 원천이 된다. 그러나 특정한 행위가 예기치 않은 결과를 야

기했다는 설명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가 설정했던 목적-수단의 연결 이외의 

변수들을 다시금 고려하거나 둘째, 특정한 행위로 인하여 상황 자체가 변형되었다는 점

을 다시 서술해야만 한다.   

90) 인볼루션 개념을 혁명 혹은 발전이 진행되지 못하는 퇴축으로 보거나 혹은 내향적 정교

화라는 또 다른 형태의 발전으로 해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식적인 발전경로를 따

르지 않는다고 본다는 점에 주목한다. 인볼루션은 서구를 전범으로 삼아 근대화를 진행

해온 비서구 사회의 연구자의 눈에서 볼 때 ‘불편한’ 개념적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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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마을에서의 물의 인볼루션은 정책의 예기치 않은 결과이자 실패이며 발전되

지 않고 정체되어 이는 상태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P 마을에서 물 다

양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평가된다. 

연구자: “어린 시절에는 강물에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언

제부터 강물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까?” 

가말: “그전에도 냄새가 좀 나고 했지만 10년 쯤 전부턴 애들이 피부병도 나

고 해서 쓸 수가 없었던 거 같아요. 여전히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연구자: “그럼 계속해서 물은 나빠졌다는 것인가요?” 

가말: “계속 나빠진 것 아니지요. 물-가게가 들어오고, MCK도 여럿 생기고 

해서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돈만 있으면 물 쓰기는 나아진거야.” 

물-프로젝트를 평가하는 틀에서, 인과관계에서 정책의 목표를 ‘빈민들이 부자

들보다 물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더 크다“거나 ”도시의 물 네크워

크에 직접 연결시킨다’로 설정한다면 마을에서 진행된 사업들은 그 목표를 달

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아스팔‘(진짜같은 가짜)을 만들어낸 것 뿐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우물물과 강물을 사용할 수 없어서 도저히 살기 조차 힘들 

정도의 상황에서 ’돈 만 있으면‘ 그것도 ’예전보다 더 싼 가격으로‘ 물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P마을의 모든 

가구에 상수도를 연결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 

실패한 발전 혹은 인볼루션은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발전

이요 진보로 보일 것이다. 또한 마을에서의 물이 꺾이고 다른 곳으로 새어나

감을 통해서 비합법적 주민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마을 곳곳까지 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만일 인볼루션 개념에서 정해진 도식에 따라 근대

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뒤쳐짐 혹은 정체됨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제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P 마을에서의 물의 인볼루션은 물의 도시화가 진행되

는 방식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될 것이다. 

협의의 의미를 벗어난 빈민촌에서의 물의 도시화는 마을 바깥의 물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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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 들어와 나가는 여러 갈래의 경로와 그 위에서이 물의 양태의 변화 즉 물 

작동망 위에서의 다양체의 출현을 의미한다. 즉 P마을에서의 물 다양체는 공

식/비공식의 구분과 함께 혁명/퇴축(revolution/involution)의 틀 자체를 무

력화한다.  

깨끗한 물 즉 상수도를 보급하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그것이 본래 기획

했던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여러 군데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 들어온 상수도관은 악명 높았던 물장수의 숫자

를 현격히 줄였으나 상수도관 바로 옆에 거대한 물탱크를 설치하고 ‘비공식’ 

사업을 벌이는 봉이 김선달을 만들어내었다. 새로 문을 연 물가게로 인해 낮

아진 수압 때문에 주-상수도관에 작은 파이프를 연결한 좁은 골목길 안쪽의 

빈민들은 -이전의 물마피아 였던 - 물가게 주인의 단골손님이 되었다. 시범사

업으로 한 RW(한국의 통/반 시스템에서 통에 해당)에 설치된 공동물탱크는 

불과 누가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잠재적 갈등을 낳았으며 빈민

지역 주민을 위해 낮게 책정된 수도요율은 인적이 드문 새벽 물탱크차에 물을 

채워 인접한 부자 동네에 파는 이들을 등장시켰다. 즉  국가의 관심의 바깥에 

있었던 1960년대까지의 P지역의 문젯거리가 그들을 ‘실질적인 주민’으로 포함

하지 않았던 것이 기인한다면 60년대 이후 P지역의 문제는 국가(그리고 NGO)

에 의한 문제해결 노력이 만들어낸 문제이다. ‘그들’의 지역에서 주민참여에 

기초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들은 그 본래 계획을 달성

하지 못한 셈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P 마을에서 의도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

다는 사실이 큰 문젯거리로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은 물 프로젝트가 만들어낸 

전체적인 조립물이 그 마을을 ‘개선되고 발전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여

지를 이미 품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P마을의 물은 비공식적 물(informal 

water: 지하수, 물장수가 파는 물, 범람하는 물) 대 공식적인 물(formal 

water, piped water 상하수도관을 따라 흐르는 물) 이라는 구분에 갇히지 않

으며, 후자를 확대한다 하더라고 전자가 줄어들지 않는다.  

물 문제가 공식적 상수도의 획기적인 확장이나 홍수의 소멸로 수렴되지 않기

에 물-정책의 실패가 물 기본권 개념에 기대는 정치적 행동으로 곧바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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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도 않는다. 물 다양체는 생활용수 부족과 홍수라는 물 문제라는 조건 속

에서 존속되는 물의 여러 양태를 칭하며 이후의 분석에서 명확해질 것으로 기

대하지만, P 마을이 생활용수 부족 + 홍수라는 두 개의 문제를 번갈아 안고 

있다는 조건은 마을에서의 다양체로서의 물의 양태를 규명하는데 있어 정책의 

본래 목표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보다 더 중요한 요소이다. ‘부분적’ 

해결책인 물-관련 프로젝트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정책 자체의 치명적인 오류가 아니다. 서론에서 제시한 ‘턴테이블’의 한 예로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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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실패한 실험과 성공적인 실험실-마을  

: 물 문제와 주민참여/역량강화 

실험실-마을로서의 P마을은 물 문제의 식별과 해결책들의 연쇄라는 측면에 

비추어본 마을에 대한 불완전한 재현이다. 반면 물 문제를 제외했을 때 P 마

을의 가장 큰 특징은 각종 행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다. 작게는 식생활 개

선을 위한 조리법 강연에서 크게는 프로젝트의 출범식에 이르기까지 P 마을에

서는 각종 행사가 많이 열렸다. 이동이 어려워지는 우기를 제외하면 한 달에 

2-3번은 크고 작은 행사가 이어졌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옆에 마련

된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대형 행사뿐 아니라, 9통 사무실 옆의 작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중소 규모의 행사를 포함하면 행사가 없이 지나가는 주일이 없을 정

도였다. 평상시 그늘진 골목 여기저기에 숨어 있어 잘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행사가 있는 날이면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모여든다. 사생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이동식 앉은뱅이책상과 스케치북을 옆구리에 낀 아이들이 어머니의 손

을 잡고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는 도시고속화 도로 밑 풋살 경기장에 모이고, 

외부의 손님들과 동사무소 사람들도 참석하는 큰 행사가 있는 날이면 아이들

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주로 토요일 오전에 열리는 큰 항사에선 점심이 제

공되고, 오후에 벌어지는 작은 행사에는 물과 간식거리가 제공되었으며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그들이 춤이나 연극을 하는 행사에는 항상 상

품과 선물이 제공되었다. 모든 행사는 전망의 코디네이터와 지킴이 몇몇이 주

도하고 외부의 각종 NGO와 단체가 결합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형태는 

막혀 있는 하수도를 청소하거나 공중위생과 관련된 주민교육, 초등학교와 중

학교에서 홍수 시의 대처방안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반복되었다. 언제부

터 마을에 행사가 많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주민들은 입을 모아 2008년 국제 

NGO인 머시캅(Mercy Corp)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부터 라고 답했다. 행사가 

열리는 2-3군데의 장소인 12통의 공터, 풋살 경기장, 9통의 회관이 건설된 것

도 머시캅이 마을에서 활동하던 시기였다. 마을은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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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체들이 마을을 방문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2010년대 이후 P 마을에서 많은 행사를 치룰 수 있는 비결은 사람들을 모으

고 행사장을 준비하고 도시락이나 간식을 주문하는 조직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 조직은 마을 한 복판에 쉼터(Selter)라 불리는 이층짜리 집을 빌려 사무소

로 사용하고 있는 ‘전망’이었다. 마을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 ‘전망’은 마치 마

을의 자생 조직과도 같은 역할을 했는데, 대부분의 행사가 P마을에서 계속 활

동하지 않는 바깥 조직들을 ‘전망’이 초청하는 형식이었다. 전망은 2015년까지 

동사무소와 정식 계약을 맺고 마을에서 활동하는 국제NGO조직의 인도네시아 

지부였고 사무실에는 3-4명의 활동가가 일했고, 대부분이 마을의 기혼 여성으

로 구성된 지킴이들이 있었다. 

공식적인 직함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전망의 지킴이 중 비공식적 대표 

격이었던 30대 후반의 산드라는 P마을에서 가장 바쁜 여성 중의 하나이다. 마

을의 기혼여성 중 드물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대학을 다니다 중퇴했다

는 그녀는 지킴이 조직의 중심이었다. 지킴이의 정기 모임에 참석하여 진행을 

맡는 일, 마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물품의 양의 추정하고 행사에 필요

한 지킴이들에게 할 일을 분담하는 일, 동 사무소의 강당에서 열리는 대강당

에서 지킴이 활동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일, 행사가 진행되는 와중

의 레크레이션 율동의 시범 등을 도맡아 했다. 산드라의 남편은 - 3장의 - 물

가게 주인이었는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된 후엔 그녀의 지킴이 활동에 큰 반대

를 하지 않았다. 산드라는 2010년 전망이 동사무소의 공식 사업 파트너가 되

었을 때부터 지킴이 활동을 해왔지만 처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

다. 전망의 쉼터가 마련되기 이전 홍수대처 주민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알

디 혼자 마을에 들어와 지킴이를 모집할 때 마을의 리더는 마을의 초등학교의 

파트타임 교사인 셀마이었다. 산드라의 친한 친구인 셀마는 지킴이 조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킴이 조직에서 2인자 역할을 하지만 지킴이 조직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마을에 갓 들어왔던 코디네이터 알디와 계속 충돌했다. 그리고 

셀마보다 더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산드라가 알디와 어울려 지킴이를 모으고 사

업을 진행했다. 산드라는 자신이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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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물 가게에 들렀을 때 우연히 마주친 산드라에게 나는 그녀의 집에는 수도가 

들어왔느냐고 물었고 그녀는 수도가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가게에서 배달시키

면 되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대답했다. 뒤이어 “이 대로 안쪽의 골목

에는 수돗물을 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최근에 수도를 놓은 사람

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수도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 동네 사람들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경우가 드물며 그런 이들을 돕기 위해 전망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왔지만 최근 

북 자카르타에서 주민을 상대로 공모한 마을 청소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었

다고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제 알디 선생 없이도 사업

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였다. 위의 대화에서 산드라는 동문서답을 했다. 최

근에 파이프를 연결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골목 안의 사람들이 파이

프를 연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 스스로의 능력부족이라 답한 것이기 때문

이다. 그녀가 묻지 않은 질문에 답한 이유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

다. 산드라는 상수도 부분 확장을 이용하여 물 가게를 열어 성업 중인 물 가

게 주인의 배우자이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지 며칠 전 내가 낮은 수압 때문에 

수돗물을 연결시켜도 잘 사용할 수 없다는 다른 주민의 설명에 맞서 대로변의 

물 가게에서 많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압이 더 낮아지는 것일 수도 있다

고 말했던 것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다. 그녀의 논리는 전망에서 진행하는 여

러 사업들이 물 문제를 포함한 마을의 진짜 문제점 즉 마을 사람들의 능력부

족을 해결하는 실마리이며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이

제는 스스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민이자 활동가인 지킴이를 그 과정

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놓는다. 

산드라의 동문서답은 4장에서 기술할 실험실-마을의 주요 원리를 미리 보여

준다.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라는 가치는 물 프로젝트의 당면한 목표와는 다른 

층위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역랑강화의 이상이 물 프로젝

트를 포함한 마을 내의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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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간주됨으로써, 엄격한 의미에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는 정책적 실험들이 

이어져온 P마을이 성공한 실험실-마을로 전환된다. 주민참여와 역량강화의 문

제 틀은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책 실험들이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

다는 사실을 슬쩍 감춘다. 보다 상위에 놓인 이상을 고려할 때 실패는 과제로 

탈바꿈한다. 

4-1. 성공이라 불리는 ‘계속되는 실패’ 

P마을에서 진행되었던 정책적 실험들 - 상수도 연장, 공동물탱크, 빈민지역

의 낮은 수도요율, 물차와 물 보급소의 운용 - 은 각각의 실험이 기획했던 궤

도를 벗어나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만났다. 그 실험들의 목표가 빈민촌의 

주민들을 상수도망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접속시키고 그 결과 직접적 접속을 

늘려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면 그 결과는 실패이다. 정책 실험이 

입안되고 마을에서 시행된 이래 여럿의 경계사물들을 통해 물 다양체가 ‘증식’

하며 이러한 물의 행방은 공공연한 사실로서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지역의 

활동가들 그리고 상위조직의 사무실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P 마을은 여전히 물 문제와 관련된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로 거

론되고 평가단의 방문이 이어진다. 

실험실-마을의 붙임표는 실험실과 마을 양자가 단일한 움직임에서 서로 떼어

낼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실험실과 마을은 본래 다른 

기원을 지니기 때문에 마을에서 더 이상 실험이 진행되지 않거나 물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규모의 실험 - 실험실-도시, 실험실-대 자카르타 지역과 같

은 - 실험실-마을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마을에서의 실행되었던 실험이 의

미를 상실하게 된다면 실험실-마을은 중지될 것이다.  즉 만일 3장에서의 정

책 시험들이 2장의 초반에 제시했던 실험실-마을이 유지되는 가정을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다면, 왜 P마을은 여전히 많은 외부인사가 방문하는 물 관련 프

로젝트의 성공사례로 남아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단지 프로젝트가 진행됨으

로 인해 마을 내에서 이익을 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인가? 2장 말미에 P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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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의 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개입을 요청하는 심각한 수

준이며 북부 자카르타의 빈민촌에서 특히 그 폐해가 집중되어 있다. 이에 여러 

종류의 물 프로젝트를 시행함으로써 빈곤퇴치 더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개발이

라는 목적을 달성해야만 한다. 

이 실험실-마을이 ‘된’ 출발점이라 정리했던 아래의 목표는 정책입안자 쪽의 

선전문구일 뿐 별 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 수사에 불과한 것일까? 

또 하나의 질문은 위의 전제가 여전히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왜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실험이 P마을이 아닌 이전까지 ’정책적 실

험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다른 마을로 이동하지 않는가’이다. 북부 자카르타에

는 P마을보다 더 심각한 물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빈민촌이 있다. P마을의 

주민들이 프로젝트라는 실험이 끊어지지 않고 쭉 계속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는 답변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마을에서 정책 

프로그램이 시행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험실-마을의 작동 다시 말해 실험의 

연쇄는 그 자체의 논리에 의거하여 실패를 성공인양 바꿀 수 있어야 계속 유

지될 수 있다. 그렇다면, P마을에서의 정책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그 다음의 

정책으로 연결되는가? 왜 정책실험의 실패가 실패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실

험실-마을 성공인양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정책적 실험이 벌어지

는 수동적 의미에서의 장소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의 실험실-마을이 될 수 

있었는지를 따진다. 3장에서 확인했던 ‘바람직하지 못한’ 물 다양체는 어떻게 

망각될 수 있는가? 실험의 ‘실패’가 왜 그리고 어떻게 시야에서 사라지는가? 

P마을에서 진행되었던 정책적 실험이 그 틀을 벗어나는 물 다양체를 낳았고 

그로 인해 빈민들을 상수도 네트워크로 직접 접속시킨다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왜 프로젝트의 실패로 식별되지 않는가?  

P 마을에서의 실험이 ‘완벽한’ 성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공 사례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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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거 중의 하나는 ‘감사’의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볼 때 프로그램으로서

의 정책의 수립과 그것의 수행은 감사(audit)를 짝으로 지닌다. P마을의 실험

실-마을에서와 같이 감사(監査)가 본 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분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그렇다. 프로그램

(Program)이란 항상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놓인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서 

(pro) 무엇인가를 쓴다는 어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91) 프로그램은 사전에 

아직 오지 않은 상황과 사건을 미리 기입한 것이며 그를 통해 현실에 개입한

다(이재현 2015:9 참조). 프로그램의 실행은 그것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항상 포

함한다. 특히 국제 NGO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되는 각종 프로젝트들은 계획하

는 행위자와 실행하는 행위자가 확연히 갈라진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

을지언정 항상 영향평가, 사후방문과 같은 조치와 짝을 이룬다. 

감사 사회(audit society) 라는 개념을 사용했던 마이클 파워(Michael 

Power)는 감사가 실행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원칙을 관철

시키고자 하는 한 집단과 관철시켜야할 원칙 즉 책무(accountability)의 관계

가 있어야만 한다. 둘째, 책무의 관계란 복합적인데 해당 원칙들이 실행 집단

의 행위와는 동떨어져 있어서 행위 주체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책이 상정하는 현

실과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는 현실사이의 불일치가 현저하게 드러날 때 감사

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파워는 두 현실의 불일치를 도덕적 위기상황이라 칭하

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행위주체가 처한 상황이 원칙으로서의 프로그램이 상정

했던 이해관계와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하는 정당성과 효과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임을 뜻한다(Power 1999:5-6). 이

상의 정의로부터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감사의 상(想)은 프로그램과 감사

양자 모두 특정한 규범 혹은 이상의 세트에 실천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감사(프로그램)과 감사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분리된 이유와 효과

는 현실을 논리에 끼워 맞추려 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감

사 역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며 실질적인 기능과 효과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91) grammatization의 어원은 새긴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graphe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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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모든 실천은 프로그램적 혹은 규범적인 성격과 기술적 혹은 실행적 측

면을 동시에 지닌다. 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자체에 두 가지 측면에 

공존하고 있음을 뜻한다. “감사(auditing)의 영역은 다음의 격차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프로그램 상의 요구와 감사의 필요성이 폭발하는 것 그리고 프로그

램을 실제로 실행하는 능력과 관련된 보다 ‘지역적’ 이야기들 사이의 틈이 그

것이다” (ibid: 7). 감사활동이 중요시되는 상황 자체가 프로그램이 품고 있는 

규범적 성격과 실행적 측면사이에 차이에 근거한다. 파워는 “감사의 합리화하

려는 경향은 그것이 내세우는 효율성과 관계없이 그 보다 더 형식적인 감사 

가능한 구조를 재생산하는 경향” (ibid 123)을 지니며 “어떻게 언제 책임을 물

을 것인지 그리고 묻지 않을 것인지를 아는 것”(ibid 137)이 중요해진다고 설

명한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이 계획했던 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감사

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주요한 조건이지만 감사과정에서 진정으로 문젯거리가 

되는 쟁점은 예측하지 못했던 모든 결과를 끄집어내어 프로그램을 실패로 판

정하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것과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구분함으

로써 프로그램과 감사의 진행 즉 프로그램-감사-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구조

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다. 감사는 그 근본적인 성격에서부터 이미 

항상 메타 감사(meta-audit)로서(ibid 138),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 사이의 

간극 중에서 ‘보아야 할 것’과 ‘보지 않을 것’을 나누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상의 논의는 P마을에서의 물 관련 프로젝트들이 실행되면서 등장한 예기치 

않은 결과가 왜 프로그램이 실패였다고 판정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더 나아가 

P 마을이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불리는지를 설명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P마을

에서 이전에 진행되었던 각종 프로젝트들이 낳았던 예기치 않은 결과들은 그 

자체만으로 실험실-마을을 실패라고 판정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내부에 감추어져 있는 논리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

과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책임을 물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책임을 물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지를 예상

한다는 점에서 감사 역시 ‘아직 오지 않은 상황과 사건을 미리 기입하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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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사후에 평가하는 감사 역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3장에서 살펴보았던 정책실험들은 명시적으로 물과 관련된 비공식 경제를 축

출하고 그것을 공식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공식

영역과 비공식 영역에 걸쳐 있는 ‘물’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감사에 의해 정확

히 지적되지 않았고 큰 문젯거리가 되지 않았다. 상수도 확장 공사로 인해 생

겨난 물 가게가 ‘합법적’인지를 묻고 결국 이전의 물장수들이 물 가게에서 일

하고 있다면 무엇이 달라진 것이냐는 나의 질문에 대해 전망의 후임 코디네이

터인 아구스와 동사무소의 직원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수와르노: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들 중에서 진짜 합법적인 것이 무엇이냐

고 묻는다면 몇 개 규모가 큰 식당이나 편의점들을 빼면 다들 불법이죠. 시장

에 늘어서 있는 리마 까끼(Lima Kaki 튀김류나 인도네시아식 어묵인 바쏘를 

파는 이동식 매점)나 길가의 밥집들도 다들 불법이여요. 그걸 모두 단속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만일 한다고 해도 다들 어디선가 서류를 만들어 올 겁니

다. 불법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은 이 동네에선 별 소용이 없어요.” 

아구스: "물 가게에서 이전에 있던 아저씨들 모두가 일하고 있는 건 아니어

요. 그리고 예전과 비교하면 물 값이 정말로 많이 싸진 것이고. 절반도 안 되

는 가격이죠. 본래 물장수들한테 지불하던 값보다 훨씬 싸게 물을 사용할 수 

있으니 그건 성공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만약 상수도관에서 직접 파이프를 

연결하기를 원하고 돈만 있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위의 논리는 공동 계량기 사업이나 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파는 물차의 경

우를 물어보았을 때에도 반복되었다. 공동계량기 사업은 바람직하고 성공적이

었으며 일단 얻게 된 물을 주민들 스스로가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어 쓰는 것

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것, 그리고 물차의 물 빼 돌리기는 그리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상수도관의 파이프에 구멍을 뚫어서 공짜로 빼돌리던 이전의 

물 마피아와 비교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P마을이 성공사례로 보고되는 확실한 한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마을 사람들

과 코디네이터와 프로젝트 관리자를 포함한 활동가 모두가 마을에서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것을 바란다는 점이다. 마을에서 진행되는 사업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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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사업계획서에서 설정된 사업의 예상되는 결과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러 있었고 사업을 시작할 때, 설정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은 변수’는 평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물론 그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고 논의

된다면 분명 문젯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업 평가의 단계에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는다. 의심의 여지없이 NGO 활동가에 있어 P지역에서 개

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92) 그런

데 위의 열띤 설명의 끝에 수와르노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겼다. 

수와르노: “네 그래요. 저 사업들은 엄격히 말하면 다 실패지요. 하지만 이 지

역에서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게 성공이여요. 그러니까 성공 이지

요”  

수와르노는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실패한 정책 실험의 결과를 언

급하며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업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실패했다고 

보는지를 캐묻는 나에게 각각의 사업은 실패지만 그 실패가 마을에서 계속된

다는 것이 성공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답을 주었다.93) 그의 답변은 지킴이 그

92) 방글라데시에서 진행된 마이크로 금융의 효과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가했던 카림은 정

책 입안자들과 활동가들 사이에서 NGO담론이 작동하는 공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었다. “그라민/NGO 연구가 현지 학자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담론

형성에서 작동하는지 질문을 시작하기 위한 가이드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잠정적인 공식

을 제시해보겠다. - 담론은 배제의 담론으로 기능한다. - NGO담론은 안에서 대안적이거

나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체로 약화/중립화된다. 이런 목소리가 포함된다고 해도 이 비판

에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없다. - 경제적 생존의 문제가 NGO에 깊이 관련된 행위자들을 

발언하지 못하게 한다.“ (카림 2015:275-276) 마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실패나 예

기치 않은 결과가 잘 보고되지 않고 은폐되는 이유에 대한 카림의 분석은 NGO활동을 자

신의 업으로 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개발의 현장에 많으면 많을수록 설득력을 더 가질 것

이다. 그러나 카림의 설명방식은 P마을에서 실패가 성공사례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충분치 않다. 첫째, P마을에 몇몇 지킴이들이 2008년 이후 지역에서 활동해온 여럿의 

NGO활동에 계속 참여해온 준-활동가라고 할지라도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둘째, NGO 

산업의 종사자들의 이해관계로 실패가 은폐된다는 설명은 그 정책의 대상자인 주민(카림

의 분석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여성들)이 왜 정책에 참여하는지와 관련된 설명과 함께 제

시되어야만 비로소 완결된 설명이 된다. 셋째, 감사에 대한 검토에서 확인했듯, 정책을 

입안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평가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들의 공모로 인하여 

실패 사례가 잘 보고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충분치 않다. 실패와 문제점 중 어떤 것이 용

인될 만한 것/책임을 물어야할 것으로 분류되는지가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다. 

93) ‘실패가 계속되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수와르노의 말은 본 논문 서두에서 라투르가 제시

한 과학자와 실험실에 대한 설명과 공명한다. 과학자와 일반인이 ‘단지 실험실 내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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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보통의 주민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들었던 여러 답변들을 압축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대답은, “좋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우물물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 물 가게가 있어서 다행이다.” “굳이 파이프를 연결한다

고 해도 물이 잘 나오지 않으니 그냥 물 가게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외국

에서 사람들이 오고 쉼터도 생겨서 이전보다는 나아졌다.” “프로그램에 대해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지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등이었다.  

‘실패가 계속된다는 것이 성공’이라는 부조리한 표현은 실험실-마을에서 벌어

지는 일을 설명하는 중요한 실마리이다. KIP가 끝나고 2015년까지로 설정된 

새천년 목표가 유엔에 의해 선포된 이후 빈민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는 각 지

역별로 시험사례가 되는 대상을 설정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삶의 질을 측정

하기 위한 주요한 지표였고, 그에 걸맞게 열악한 상황에 놓인 마을이 선정되

었다. 프로젝트 실행이후 진행된 영향평가에 의해 프로젝트의 일회적 성격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특정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적

인 개입이 덕목으로 제시되었으며 몇몇 마을이 빈민구제 사업의 단골 대상으

로 - 실험실-마을로- 선정되었다. 실험실-마을인 P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적 실험에서 최종점에 놓인 가치는 주민참여와 역량강화이다. 이 슬로건

은 미래의 전망의 중앙 사무실에서 P마을의 사무실(쉼터)에서 일하는 활동가 

그리고 지킴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똑같이 반복하는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였

다. 즉 친 빈민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P마을에서 하나의 프로젝트가 그

것이 설정했던 본래의 목적과 효과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는 해당 프로젝

트로 인해 주민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더 상위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P마을의 전망 사무소에 정식으로 들어가기 전 중앙 사무

실에 찾아갔을 때 물-프로젝트 총책임자와 나누었던 대화이다.94)

신이 원하는 만큼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을 따름’이라는 차이를 지닌다면, 실험실-마을은 

그 안에서 더 많은 정책적 실패들을 계속할 수 있는 시공간이다. 본 논문의 4장과 5장은 

실험실-마을내에서 어떻게 더 많은 실패들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94) 유셉은 대화 도중 participation, empowerment 등의 영어를 여러 번 사용했다. 자카

르타의 시청이나 중앙 사무실에서 흔히 그러했듯 전망 중앙 사무실의 유셉과의 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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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에서 지금 진행 중인 가장 중요한 물 프로젝트로 무엇이 있습니까?” 

(자카르타 전역의 빈민촌에서 벌어지는 사업을 총괄하는 그는 P마을에서 진행

되는 사업을 잘 알고 있지 못했지만 다음과 같이 답했다) 

유셉: "현재 자카르타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수도입니다. 빈민촌의 하수도는 

쓰레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더러운 물에서 아이들이 놀기도 합니다. 

P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수시설 정비는 시에서 나서야하는 큰 규모의 사업인데 NGO에서는 어

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유셉: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의 공

동체 개발 사업에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수시설

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중

요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와 역량강화가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가장 상위에 

놓인 가치라는 점과 특정한 프로그램의 실행과 그 실행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다는 점에 기대어 실험실-마을인 P마을과 마을 바깥에서 유통되는 담론 사이

의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프로젝트에 이은 영향평가가 그것의 

실행과정에서의 드러난 문제점을 모두 드러내고 밝혀내야 한다고 말할 수 없

듯이 최상의 가치로 주민자치와 역량강화를 내세운 특정 프로그램 마을(공동

체) 역시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이끌어 내었다/내지 못했다는 기준을 사용한 

평가에서 실패로 판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P마을에서 진행된 실험실-마을은 

그 외부에서 만들어진 원칙들과 도구를 굴절시킨다. 실험자와 실험대상의 관

영어로 진행되었다. 자카르타 시청이나 NGO의 중앙 사무실에서 일하는 이들은 의도적으

로 외국인인 나에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 조사 중반에는 가장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대화

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인도네시아인인 공무원이나 활동가는 영어로 말하고, 외국인인 내

가 인도네시아어로 답하기도 했다. 내가 인도네시아어로 답했던 이유는 지명이나 기관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어의 줄임말(Singkatan)의 영어 번역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대화 도중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를 섞어서 쓰는 것이 오히려 불편했기 때문이다. 반면 프

로젝트에 대해 언급할 때 P마을의 주민이나 코디네이터들은 주민참여나 역량강화라는 개

념어를 쓰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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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대상으로 간주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 역시 행동하며 해석하기 때문이

다. 실행 중인 프로젝트는 많은 경우 온전한 지식이라 승인받지 못하는 지식

을 만들어내며 그 중 일부는 이후 정책에 대한 지식 안으로 포섭되기도 한다. 

즉 실험실-마을에서 개입과 조작의 대상인 주민 그리고 개입을 위해 동원된 

도구들 역시 상황 속에 개입하고 작동한다.95) 달리 말하면 상수도 보급률이 

예상보다 상승하지 않고 P마을의 주민들이 지불하는 물 값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회피하는 정당화 논리인 것이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물과 관련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절차와 규칙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쓰레기 은행의 

사례를 통해 다시 살펴보겠다.  

4-2. 쓰레기 은행: 물-쓰레기의 연결 

  2013년 우기가 시작되기 전, 자카르타 도시 전역에는 “Clean up Jakarta"

라는 플래카드가 걸리고 TV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하여 거리와 하천과 

운하의 쓰레기를 치우는 공익광고가 자주 등장했다. 당시 자카르타 시장이자 

현재 대통령인 조코위도도(Jokowidodo)는 11월 10일을 도시 전체에 걸친 청

소일로 지정하였고 많은 이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이 캠페인은 2013년 1월

의 대홍수 이후 제시된 물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책을 내는 하나의 공식을 깔

고 있다. ‘자카르타를 청소하자’는 슬로건은 도시의 미관과 위생상태를 개선함

을 목표했을 뿐만 아니라 자카르타의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즉 각종 운하와 하천을 가로막고 물의 흐름을 둔화시키는 쓰레기를 치워서 홍

95)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 은행을 중심으로 시행된 소액금융을 분석한 카림은 정책을 수립

하고 실행하고 그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에 대해  ‘자기지시’적이라고 비판한다.  “NGO들

은 뉴스레터, 전단, 잡지,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연례 보고서, 연구 논문, 도표, 포스터, 

비디오를 내놓는다. 이 연구들은 자기 지시적이다. 저자는 자신의 연구를 후원하는 발정 

정책을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예전에 한 연구를 인용한다. 이런 담론에서 퇴출

되는 것은 저자의 삶이다. 연구 논문의 저자는 NGO나 세계은행의 대변인 아니면 원조산

업의 컨설턴트인가? 만약 그렇다면 지식 생산을 제한하는 것은 무엇인가?” (카림 

2015:277) 반면 나는 카림이 사용하는 ‘자기지시’와 실험실-마을의 ‘자기지시’를 구분해

야 한다고 본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방글라데시에서 지식생산의 장에서 NGO가 지니

는 힘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고 할지라도, 빈민들을 “위한” 개입인 정책 실

행과정에서 주체로서의 지식의 의도나 이데올로기가 그저 반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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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막을 수 있다는 전망이 그 캠페인에 깔려 있다. 도시 곳곳에 쌓인 쓰레

기 특히 물이 흐르는 곳에 버려진 쓰레기는 깨끗한 수돗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우기의 홍수 피해를 불러오는 원흉이라는 것이다. 이 캠페인이 깔고 

있는 물은 사람들이 투기한 쓰레기 -> 둔화되는 하천과 운하의 물의 흐름 -> 

홍수피해라는 연결 위에 놓여 있다. 

4-1. 2013년 <자카르타를 청소하자 캠페인> 

그러나 쓰레기 - 멈춘 물의 흐름 - 홍수라는 연결은 자카르타에서 계속되는 

홍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온전한 방법일 수 없다. 도시 기반시설이 제

대로 마련되지 않은 자카르타는 하수시설이 전무(全無)하다시피 하며 자카르타

를 흐르는 하천의 폭과 깊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반복되

는 홍수와 깨끗한 물 부족이 새로운 상수도 시설과 하수시설의 확보 없이 해

결될 수 없다는 점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lean 

Up Jakrta> 캠페인은 자카르타 도시 정책의 실패의 주된 원인을 쓰레기를 하

천에 투기하는 사람들, 특히 강 주변에 밀집해서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잘못

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물의 흐름을 막고 생활용수를 오염시키는 쓰레



- 155 -

4-2. P마을의 쓰레기 은행 출범식 행사 

기의 이미지는 매우 강렬하며. 물의 흐름을 가로 막는 쓰레기 -쓰레기를 투기

하는 주민- 홍수 피해라는 연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조코위에 이어 자카르

타 시장이 된 아혹(Ahok)은 홍수재발 방지를 위한 오렌지 군단(orange 

troop)이라는 도시 하천 청소를 전담하는 팀을 꾸려 운영했으며, 하천 청소 

캠페인을 벌이던 중 강가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도 하였다(City, Military Clean Up Ciliwung River Banks to 

Prevent Flooding http://jakartaglobe.id/news/city-military-

clean-ciliwung-river-banks-prevent-flooding). 그런데, 자카르타 전역에 

걸친 <Clean Up Jakarta> 캠페인이 P마을에 들어올 때, 주목해야할 변형이 

일어난다. P 마을에서 홍수 방지를 위한 쓰레기 청소는 주민들의 자활사업의 

형태를 띤 ‘쓰레기 은행’(Bank Sampah bersama)이라는 형태로 변모한 것이

다.  

우기가 거의 끝난 2014년 어느 토요일 오전 8시, 10통 사무소 앞 도시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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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고가도로의 다리 옆의 공터에서는 쓰레기 은행96)의 출범식이 있었다. 그 

행사는 전망‘ 단체의 프로젝트 매니저, 코디네이터  그리고 지킴이 모두가 총

동원되는 대규모의 행사였다. 평소에도 마을의 행사를 위해 자주 사용되던 그 

공터는 이동식 의자로 꽉 찼으며, 2백 여 명의 주민들과 동장, 통장, NGO 단

체의 높은 손님들도 행사에 참석하였다. 행사가 진행되면서 앉을 자리를 얻지 

못해 여기 저기 서 있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행사기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행사장을 꽉 채운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아이들

을 데리고 온 마을의 아낙네들이었다. 반면 마을의 남자들은 쓰레기 은행 사

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3-4명과 NGO 활동가들뿐이었다. 지킴이 주

민들은 평소와는 달리 공들여 화장을 하고 똑같이 맞춘 이슬람식 정장 복장을 

갖추고 나와 좌석을 배치하고, 행사 중에 진행될 어린이 공연단들이 도착했는

지를 확인했으며, 자신이 담당하는 각 통(RW)에서 도착한 이들에게 공짜 도시

락과 아이들을 위한 학용품을 나누어주는 등 매우 분주했다. 쓰레기 은행 출

범식의 사회자는 ‘가장 말을 잘하는’ 지킴이 여성이 맡았다. 

쓰레기 은행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결합시킨 프로젝트였다. 하수도와 강가

를 가득 채워 하수의 흐름을 막는 쓰레기를 청소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동시에 수거한 플라스틱 병이나 비닐 그리

고 유리 등의 재활용품을 직접 재가공하여 팔아 주민들에게 부수입을 올리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 사업의 이름이 쓰레기 은행인 이유는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 각자의 계좌를 열고, 재활용품을 수집해 올 때마다 그 계좌에 돈이 적

립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다. P마을에는 이미 많은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쓰레기 은행은 가공 기계의 관리 및 운영이 주민들에게 직접 

96)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에 ‘은행’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꽤 좋은 반응을 얻었다. 쓰레기 은행에 계좌(인도네시아어:rekening)을 

열었냐는 나의 질문에 40대의 아주머니는 “한 번도 은행에서 계좌를 가진 적이 없었다.”

며 기뻐했다. 자카르타의 빈민이 은행에서 계좌를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정식의 

신분증과 실업상태가 아님을 증명하는 각종서류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계좌를 열기 

위한 최초 예치금 500,000Rp를 마련해야 하며, 예치금이 20,000,000 Rp를 넘지 않을 

경우 매달 ATM 관리 등의 명목으로 몇 천 루피아를 떼어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

사 기간 중에 만났던 많은 이들이 장기간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좌를 닫고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을 ‘훔쳐 가는’ 은행의 만행에 대해 분노를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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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진다는 점에서 달랐다. 쓰레기 은행에서 재활용품의 가공을 위한 기재들

은 ‘미래의 전망’에서 제공하였고 주민 중의 상근 근무자들이 업무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좌의 관리와 가공된 재활용품의 처리를 교육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는 것이 출범식 당시의 계획이었

다. P마을에서 출범한 쓰레기 은행 사업은 본래 2008년부터 약 1년간 P 마을

에서 대대적인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했던 국제 NGO인 머시콥에 의

해 제안되었으나 주민들 중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인력을 마련하지 못

해 좌절된 프로젝트였다. P 마을에서 2014년에 출범한 쓰레기 은행 프로젝트

는 족자카르타에 이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두 번째 였다. 행사 도중 손님으

로 참석한 '미래의 전망‘의 중앙 활동가들은 쓰레기 은행 사업이 P마을 주민

들의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였다. 

쓰레기 은행의 출범식 행사는 ⓵ 손님들의 길게 이어지는 축사 ⓶ 마을의 어

린이 공연단의 공연 및 장기자랑 ⓷ 오랫동안 이어졌던 기념사진 촬영 ⓸ 마

지막으로 행사장에서 약 50미터 떨어져 있는 쓰레기 은행의 작업장을 둘러보

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위의 순서 중 첫 번째 순서인 축사에서 초대 손님 이

었던 동장과 NGO의 중앙 사무소에서 온 책임자들의 연설과 쓰레기 은행의 주

민 측 책임자와 지킴이인 사회자의 발언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부의 인사들은 쓰레기 은행 사업을 통해 P마을의 쓰레기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의 해결하게 될 것임을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주민 

중 담당자인 A와 사회자는 쓰레기 은행 사업으로 인해 부수입이 생길 것이라

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킴이이었던 사회자는 행사의 각 순서가 끝나고 다

음 순서를 소개할 때마다 매 번 쓰레기가 돈으로! (Sampah jadi Rupia!)라고 

외쳤고 참가자들은 매우 즐거워하며 호응했다. 쓰레기 은행 프로그램은 클린 

업 자카르타 캠페인이 여전히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은행 프

로그램을 ‘홍수 방지’를 위한 물-프로젝트의 일종으로 자리 매김 하려는 사람

과 그것을 통해 부수입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그러나 전자는 연단

에 가까운 손님 좌석과 후자는 뒤쪽의 일반 좌석에 갈려져 모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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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역량강화의 실험으로서의 쓰레기 은행 

축사와 공연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 순서인 작업장을 둘러보고 쓰레기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순서에는 일반 참가자들의 1/4도 참여하지 않았고 외부 

손님들은 쓰레기 은행의 시설물과 주민들이 만든 ‘조잡한 상품’ 앞에서 계속해

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나는 도시락과 선물이었던 학용품을 들고 떠나는 참가

자들을 보고 행사 내내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던 코디네이터 아구스에게 물었

다. 

나: “다들 계좌를 열지 않고 가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냥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구스:  “문제될 것이 없어요. 계좌를 여는 건 나중에 동네에서 지킴이들이 

신청을 받을 거예요. 행사 당일에 신청을 받을 수 없지요. 당연히.” 

아구스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쓰레기 은행이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는가의 여

부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의 수를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많은 주민들이 계좌를 열고 스스로 쓰레기를 가져오는지는 지킴이 활동가들의 

활동에 달려 있다. 

  쓰레기 은행 사업의 앞날이 성공적일지 실패일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 중의 하나가 경쟁자인 사설 쓰레기 업자들이다. P마을에는 이미 

쓰레기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망에서 쓰레기 은행 사업을 선

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했던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 아셉은 사

업이 시작되기 전 P마을의 사설 쓰레기 업자들을 만나 설득하기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쓰레기 은행 사업이 그들의 사업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야 했기 때문이었다. 사설 쓰레기 업자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쓰레기 은행의 사업이 채택한 전략은 수거대상을 달리 하고, 1차적 가공을 직

접 맡아 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관철시키는데 있어서도 지킴이 활

동가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 

쓰레기 은행을 위해 제공된 각종 시설 중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하고’ 주목을 

받았던 것은 플라스틱 분쇄기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적당히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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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으면 작은 조각들로 잘게 부수어 주는 장치였다. 이 장치가 중요한 것은 쓰

레기 은행의 작업장이 대로변이 아니라 마을 한 복판에 자리하고 있기에 대형 

차량이 오가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결과

물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분쇄 작업 자체가 1차 가공이기에 그

대로 팔았을 때보다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반면 ‘적

당한’ 크기로 자르지 않고 그대로 넣을 경우 고장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계

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했다. 쓰레기 수집 및 분류 작업에서 분쇄기 이외의 가

공은 비닐을 이용한 작은 지갑이나 방석을 만드는 것이었고 행사 도중 한 쪽 

편에서 가공품을 전시했다. 

행사가 끝난 후 행사장에는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였다. 쓰레기 은행 행사장

에 남은 쓰레기 중 바로 옆의 행사장으로 옮겨진 쓰레기는 작은 생수 컵뿐이

었다. 손님들 자리에 하나씩 놓여 있었던 아쿠아 병 용기는 작업장으로 이동

하지 않고 넝마주이꾼들이 주워 갔다. 자카르타에서 생수가 담기는 아쿠아 용

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첫 번째가 갈란(Galan)이라 불리는 불투명한 

파란색 용기이며, 2리터 혹은 350 ml짜리 플라스틱 병, 마지막에는 플라스틱

병 보다 훨씬 얇고 작다. 쓰레기 은행의 상주 담당자는 두꺼운 PET병을 분쇄

기에 통째로 많이 넣을 경우 기계가 과열되거나 고장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

에 얇은 것이 우선이라 설명했다. 얇은 생수 컵보다 더 두꺼운 관광객 혹은 

손님용의 물병을 작업자가 직접 잘라 기계에 넣기도 했다. 

  

쓰레기 은행의 출범식 준비과정에서 지킴이들은 많은 일을 하였다. 지킴이 

여성들은 각 통 별로 담당구역을 나누어 맡아 행사를 알렸고, 참가자를 모집

하고, 행사 중의  춤과 연극 공연을 준비하고, 참가예정자의 수를 파악하여 필

요한 도시락과 선물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행사 당일의 진행 그리고 행사 이

후 일반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교육하는 일까지 도

맡았다. P마을이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라는 기준에 맞추어 모범사례로 인정받

을 수 있는 근거는 대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며 이후 프로그램을 실행

할 수 있는 일군의 집단 즉 지킴이조직이 있기 때문이었다. 출범식이 끝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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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쓰레기 은행 출범식 후 작업장 시찰 모습 

며칠 후, 쓰레기 은행 사업이 홍수 방지를 위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계속 

의심스러웠던 나는 마을의 토박이이자 프로젝트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지킴이-남성 3명 중의 파자르(가명)에게 질문했다. 

나: “쓰레기 은행이 잘 운영되면 마을에 홍수가 줄어들까요? 아주머니들께서 

강바닥에 깔린 쓰레기를 주워 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파자르: "홍수가 날 때는 위에서 쓰레기들이 몰려와요. 평소에 마을에 있는 쓰

레기가 줄어들겠지만 홍수가 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줄어들긴 

줄어 들텐데 그것 누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나: “그럼 쓰레기 은행은 돈 때문에 하는 건가요?” 

파자르: (장난스럽게 웃으며) 쓰레기가 돈으로!! (Sampah jadi Rupiah!!) 

P 마을의 동장의 연설은 쓰레기 은행과 홍수를 연결하는 기발한 연결을 보여

준다. 동장의 연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우리 마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관광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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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박물관도 있고, 오래된 어시장도 있다. 인도네시아 각지에서 자카르타로 온 

사람들도 있다.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

니지만 또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빤짜실라97)의 정신과도 같이 여러 것

들이 다 같이 모여 있다. 쓰레기와 홍수는 우리 마을에 있는 것 중에서 좋지 

않은 것이다. 쓰레기는 흘러오고 홍수는 매년 온다. 하지만 쓰레기를 모으고 

재활용하면 모두의 삶에 도움이 된다. 쓰레기를 치우면 홍수도 덜 해질 것이

다. 우리 마을에서 쓰레기 은행 사업이 성공하면 다른 마을에서도 이 사업이 

계속 될 것이고 그러면 자카르타 곳곳의 쓰레기가 사라지고 홍수도 사라질 것

이다. 쓰레기 은행의 성공을 기원한다.’ 

P 마을의 동장의 연설은, 앞에서 언급했던 아혹(Ahok) 시장의 강의 쓰레기 

치우기 행사에서의 논리의 정반대로 ‘주민’을 호명한다. 강을 청소하고 그 근

처에 살아가는 주민들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행사에

서 빈민은 쓰레기를 버리는 자이자 물의 흐름을 막아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다. 쓰레기 은행의 동장의 연설은 P마을 주민을 쓰레기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고 그 행동의 결과로 - 당장은 도저히 실현

될 수 없는 - 쓰레기가 사라져 홍수 또한 사라지는 이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가

는 행위자로 호명한다. 쓰레기가 돈이 되고, 쓰레기를 돈으로 바꾸는 쓰레기 

은행의 효과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고, 그로 인해 자카르타 전역의 쓰레기가 

사라지며, 종국에는 홍수가 근절된다는 비전은 과장이며 그 말 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연설은 그 연결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떠나 힘을 지닌다. 더욱이 ‘실현되지 않을 

듯’ 보이는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그 진위 여부를 확정할 수 있

는 방법은 없기도 하다. 동장의 연설은 쓰레기 은행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과 

성공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그 비전은 “미래를 향하고” 있으며, 설사 그가 제

97) 빤짜실라(Pancasila)는 1945년 5월 28일-6월 1일에 진행되었던 인도네시아 독립실행 

연구위원회(BPUPKI) 도중 수카르노(Sukartno)가 5가지 원칙에서 기인한다. 이 원칙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후 수정됨) “민족주의” “인도주의” “대중합의체 민주주

의” 그리고 “사회정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후 1945년 6월 1일 정식으로 선포되어 인

도네시아의 통치철학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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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효과적이다. 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않는 효과적인 비전을 제

시한 것이다.98)

더욱이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의미에서 동장의 발언은 

아혹 시장의 발언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혹 시장이 자카르

타의 홍수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쓰레기를 지목하고 그 쓰레기가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었다고 칭한 것이나 P마을의 동장이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 은행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카르타 전역의 쓰레기가 사라지

고 홍수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은 모두 과장이다. 엄격히 말해서 물의 흐

름을 막는 쓰레기든 쓰레기를 버린/치운 주민 이든 그들의 자카르타의 홍수 

문제의 주된 원인 제공자나 해결자로 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두 

개의 과장 중에서 아혹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즉각 튀어나오

는 반면 동장의 과장은 - 실현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럴듯하다고 받아들여졌

다. 전자는 현재의 사태인 홍수의 원인제공자가 빈민이라 과장한 반면 후자는 

미래에 도래할 홍수 없는 자카르타를 만들 수도 있는 행위자로 빈민을 과장했

다. 과거로 향하는 과장과 미래로 향하는 과장 중 후자가 살아남았다. 더 나아

가 그 논리는 쓰레기 은행 사업을 통한 주민자치와 역량강화라는 덕목과 잘 

부합한다. 물과 쓰레기의 결합시키는 위의 세 개의 정책을 다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⓵ 조코위의 <Clean up Jakarta>와 아혹의 오렌지 군단  

98) 미래에의 약속은 실현될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그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강력한 힘을 지니기도 한다. 한 예로 순데르 라잔은 『생명자본』의 

3장 비전과 과장 광고: 약속하는 생명자본적 미래의 주술에서 ‘미래지향적 진술’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한다. 게놈학 분야에서의 벤처기업의 부상을 설명하면서 라잔은 사

업가의 연설과 그의 비전이 미래를 향한 담론이며 미래 지향적 비전의 장점은 그것이 반

드시 진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 설명한다. 비전의 제시자는 그 스스로가 제시한 계획 

모두를 반드시 실현시켜야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약속의] 비전이 미래

에 실현될 것을 보증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188). (라잔 

2012:166-2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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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은행 사업에서의 물 문제 식별

<㉠ 빈번한 홍수의 발생 + ㉡ 쓰레기가 물의 흐름을 막는 홍수의 원인> 

해결책 

<ⓐ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쓰레기를 줄임/쓰레기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경제

적 이익을 얻음> -----------> 《ⓑ 쓰레기 은행의 확산으로 자카르타의 

홍수가 사라짐》

<㉠ 빈번한 홍수의 발생 + ㉡ 쓰레기가 물의 흐름을 막는 홍수의 원인> 

해결책 

<ⓐ 시 주도의 대규모의 청소 프로젝트> --> 《ⓑ 하천과 운하의 쓰레기 

감소로 홍수 방지》 

<㉠ 빈번한 홍수의 발생 + ㉡ 쓰레기가 물의 흐름을 막는 홍수의 원인> 

해결책 

<ⓐ 하천과 운하의 쓰레기 투기 금지> --> 《ⓑ 하천과 운하의 쓰레기 감

소로 홍수 방지》

⓶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와 주민 서약 (아혹)  

⓷ P마을에서의 쓰레기 은행 사업 

⓵ ⓶ ⓷의 정책에서 물(홍수)와 쓰레기 사이의 짝짓기는 똑같이 반복된다. 그

리고 쓰레기를 줄임으로써 홍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가정이 도시 전체의 하수

도 체계의 정비 없이 홍수 방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약점 역시 공유한

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도식에는 여러 차이들이 존재한다. ⓵과 ⓶가 ⓷보다 

덜 허황된 정책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같은 논리가 펼쳐지는 규모

(Scale)가 자카르타 전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P마을이라는 작은 규모에서 

시행되는 ⓷에서 기대효과는 ⓵과 ⓶ 보다 더 작다. 도식 ⓷에서 사업의 직접

적인 효과와 그 이후 기대하는 효과 사이를 연결하는 화살표 --->를 ⓵과⓶

의 화살표---> 보다 더 길게 표시한 것은 쓰레기 은행의 확산을 통한 홍수의 



- 164 -

근절이 더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가리킨다. 반면 ⓶와 ⓷은 하천과 운하의 

쓰레기와 주민들 사이의 짝짓기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⓶에서 주민은 ‘쓰

레기를 버리는 자’이며 ⓷에서 주민은 ‘쓰레기를 치우는 자’이다. ⓵이 설정하

는 정책을 그대로 실험실-마을로 옮겨올 경우에는 규모의 차이가 기대되는 효

과를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다. 반면 ⓶에서의 아혹의 비전은 주민을 ‘잠재적’ 

처벌의 대상으로 놓는다는 점에서 마을에서 벌어지는 실험실-마을의 실험의 

정책으로 포함될 수 없다. 자카르타에서 빈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하천과 운하 근처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쓰레기 투기 금지법이 규제 대상으

로 삼는 주민은 빈민과 겹친다. 빈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지목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선언하는 한 아혹의 ‘오렌지 군단’ 사업은 빈민촌에서 수행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실-마을의 바깥에 있다. 

자카르타의 전역에서 진행되었던 <Clean Up Jakarta> 캠페인은 P마을에서 

자활사업과 결합되었다. 그러나 상습적인 홍수 피해 마을에서 홍수 방지를 위

한 프로젝트로 도입된 쓰레기 은행 사업이 홍수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 말하

기는 어렵다. P 마을에서 사업이 착수된 것은 지킴이 조직이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설사 쓰레기 은행 사업이 홍수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민 자치’와 ‘역량 강화’라는 더 상위

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P 마을은 모범사례가 된다. 혹자는 쓰레기 은행 사업

에 대해 평가하면서 그것이 홍수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직 일부 주민들의 경제적 수입을 늘리는 

결과만을 야기했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쓰레기 은행이 홍수방지를 위

한 사업이라고 말할 때의 홍수와 매년 P마을을 찾아오는 홍수는 서로 다른 물

이다. 전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사라질 추상적인 재해인 반

면 후자는 곧 닥쳐와 마을을 채울 구체적 재해이다. 당장 후자를 막지 못했다

고 해서 전자가 즉각적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논리적으로 볼 때 타당한 그 

지적 역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던 P마을이 모범사례 일 수 없다는 결론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실행과 결과는 명시적인 

결론을 내는 움직일 수 없는 근거라기보다는 판단을 위한 또 하나의 갈림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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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할 뿐이다.

4-3. 실패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 

  홍수 방지를 위한 ‘부분적’ 해결책으로 쓰레기 은행의 사례를 고쳐 쓴다면 

다음과 같다. 정책 실험으로서의 쓰레기 은행은 홍수를 일으키는 여러 요인들: 

기후변화, 지하수 고갈과 해수침투, 하수시설의 부족, 쓰레기 중 하나를 부각

시켜 홍수=쓰레기로 막힌 물의 흐름으로 단순화 한다. 이 도식에서 홍수는 아

직 도착하지 않은 미래의 위협이다. 강과 운하를 가로 막은 쓰레기는 현재 존

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홍수가 방지될 것이라는 보증은 없다. 

반면 주민들 스스로가 쓰레기를 치우고 그것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쓰레기 은행이 지속되고 다른 지역

으로 전파됨으로써 자카르타의 홍수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즉 쓰레기은행 사업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그것이 홍수

방지 정책이 아니라 빈민촌의 자활 정책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반면 자카르

타의 모든 하천을 시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청소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

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아혹 시장의 홍수 방지 구상과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의 흐름을 막는 쓰레기가 홍수의 원인’이라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에 빈민을 잠재적인 쓰레기 투기자라는 한정 조건 ⓑ

를 덧붙일 경우, 그것은 빈민촌‘에서’ 빈민촌‘의’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험실-마을의 요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쓰레기 은행의 사례에서의 ‘문제식

별-해결’ 도식은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를 지닌다. ‘쉽사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동시에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확정지어 말할 수도 없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당장의 효과를 지니는 방식.’  

부분적 해결책은 문제식별법과 해결책은 결합함으로써 복잡한 요인이 뒤엉켜 

있는 문제를 하나의 틀로 고정함으로써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어낸다. 3장

에서의 정책 실험이 복잡한 문제를 감축하고 환원시킴으로써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나머지 문제점을 정책 실험 이후 <기대되는 효과>라고 남겨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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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4장의 쓰레기 은행 역시 부분책 해결책이다.  

A= 『<빈민촌의 상황 ㉠ + 한정 조건㉡> 

                             ↓ 

                         즉각적 조치ⓐ --> 《기대되는 효과 ⓑ》』

라는 틀은 앞 장에서 가장 이상적이었던 정책 실험이라 평가했던 공동 마스터 

계량기 사업이나 실제로는 홍수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기조차 어려운 쓰

레기 은행의 사례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다만 쓰레기 은행 사업의 부분적 

해결책이 품고 있는 가능성은 직접적인 결과인 ⓐ와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인 

ⓑ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크고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극

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목표가 작금의 

상황에서 당장 도달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일 때, 그 목표를 향한 도정(道

程)에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크게 문

제시되지 않는다. 즉각적인 조치ⓐ는 목표에 접근하는 중간 단계로서 받아들

여진다. 즉각적인 조치가 기대되는 효과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즉 ⓐ 

--> ⓑ에서 중간의 화살표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의 종류의 숫자를 늘려가

는 작업의 중요성이 정책의 즉각적인 조치와 기대되는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

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해지고 ⓐ1, ⓐ2, ⓐ3, ⓐ4 각각에서 물 다양체가 

분기된다는 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의 논리는 왜 3장에서 확인

한 물 다양체의 분기가 실험실-마을에서 크게 문제시 되지 않으며 성공이라 

부르기 힘든 사업이 실패가 성공한 실험실-마을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해준

다. 도식 A가 반복되는 한, P마을은 성공한 실험실-마을이다. 

                 

P 마을에 이전의 사업을 수행한 결과 여러 사업을 맡아 수행할 수 있는 지킴

이 조직을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각각의 정책 실험의 결과물인 물 

다양체가 비가시화 된다. 연장된 상수도관에서 골목 안쪽까지 이동하지 못하

는 물, 물 가게 주인이 수도요율보다 8배 이상 비싼 값에 파는 물, 계량기에 

막혀 수도꼭지에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물, 60가구를 넘어 확산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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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마스터 계량기의 물, 물 보급소에서 물차에 실려 다른 곳으로 이동해 팔

리는 물은 실험실-마을에선 ‘문제지만 문제가 아닌’ 물이다. 

여기서 지킴이 조직의 존재는 이중적으로 중요하다. 지킴이의 활동이 정책과 

행사를 가능케 하는 조건임과 동시에 그러한 정책과 행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활동을 통해 빈민들이 결여하고 있는 것, 참여

와 역량이 신장될 것이다. 이 논리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부분적’ 해결책의 성과들 ≒ 『A』-『B』- 『C』-『D』 

                            ↓  

        지킴이 조직≒주민역량의 강화 ----> 《공동체의 발전》 

위의 그림에서 윗줄에서 부분적 해결책의 성과와 각기 다른 방식의 정책적 

개입을 등호(=)로 연결하지 않은 이유는 부분적 해결책이 그것이 상정했던 결

과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킴이 조직과 주민역량의 강화

를 등호로 연결할 수도 없다. 유사등호(≒) 부호는 좌변이 우변이 같다는 판단

이 잠정적인 것임을 뜻한다. 그리고 위의 도식이 깨지는 순간은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통한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미래상이 아니라 당장의 프로젝트로 인

해 야기되었던 역효과를 그대로 실패로 받아들일 때이다. 3장에서 확인했던 

물탱크차의 전횡, 물 가게 주인의 기식(寄食), 공동 마스터 계량기 사업의 작

은 규모와 자의성에 의한 물 나누기는 그 자체로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또 다

른 별개의 문제이다. 즉 물 문제의 해결과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목표에서의 

실패라는 틀 바깥에 있다. 이전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다른 연관 위에 놓았을 

때에만 위의 결과는 문제시 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작은 사례는 하나의 ‘문

제 식별- 해결책’이 두 개의 설명방식과 맞닿아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채택됨

으로써 반대쪽이 은폐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옆 마을의 도랑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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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가 끝나고 소독약 배포99)도 끝난 4월, 미래의 전망 사무실에 5명의 남자 

지킴이와 3명의 여성 지킴이가 모였다. 목요일 이른 아침(7시)에 그들은 P마을 

옆의 A마을에서 개최되는 작은, 마을 청소를 통한 홍수 방지 프로그램에 ‘지

원’을 나가기 위해 나섰다. 베짝 4대에 나누어 타고 약 15분 동안 달려 도착

한 옆 마을의 행사장에는 5명의 A마을의 미래의 전망 지킴이들과 P마을에도 

드나드는 홍수 방지를 위한 마을 청소 프로젝트의 PM이 그들을 맞이했다. A

마을의 지킴이들은 ‘아직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들은 길가의 와

룽(Warung)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30분 가량 사람들을 기다렸지만 그 사이 합

류한 A마을의 주민은 3명 뿐이었다. 날이 더워지기 전에 빨리 일을 끝내야 했

기 때문에 통 사무소 옆의 막힌 도랑을 청소하는 작업은 PM의 설명을 생략하

고 빨리 진행되었다.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막혔던 도랑을 치우기까지 1시간 

반이 걸렸다. 남자들이 도랑에 뛰어들어 오물을 건져 올렸고, 여성들은 느릿느

릿 길 위에 올라온 오물을 자루에 담았다. 여성 지킴이들은 도랑 청소와 같은 

일은 여자들에겐 맞지 않는다며 수다를 떨었다. 청소를 마치고 좁은 화장실에

서 간단히 손발을 씻은 후 10시가 좀 넘었을 때, P마을의 지킴이들은 서둘러 

귀갓길에 올랐다. P마을의 쉼터에 도착해 쉼터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성 

지킴이 몇몇은 점심을 겸한 간식을 먹으며 A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을 스

스로 치우려 하지 않는다’며 투덜거렸다. 그 때 초등학교의 오전반을 마치고 1

층의 공부방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사무소 앞의 도랑이 막혀 냄새가 난다고 

조잘거리며 들어왔다. 이야기를 나누던 모두는 크게 웃었다. 가장 어린 남성 

지킴이인 알라맛은 A마을의 도랑의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다며 농담을 던졌고 모두는 크게 웃었다.    

쓰레기 은행 출범식에서의 동장의 연설을 모두가 농담처럼 받아들였듯, 지킴

이들 역시 마을 청소를 통해 홍수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임을 알고 있다. P마을

의 지킴이들이 A마을의 지원 사업을 간 이유 역시 홍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막는 쓰레기가 다 사라진다면” 홍수

99) 소독약 배포에 대해서는 5장 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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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자신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쪽이 아니라 쓰레

기를 치우는 쪽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P 마을의 지킴

이들은 P마을의 일반 주민들 뿐 아니라 P마을 바깥의 주민들 모두와 스스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바로 앞의 도랑 청소는 언제든 할 수 있다.   A

마을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함으로써 그들은 [홍수가 반복된다]에 [물의 흐름

을 막는 쓰레기가 홍수의 원인이다] 라는 한정에서 -> [마을의 쓰레기를 스스

로 치운다] -> [홍수를 없앤다] 라는 논리를 우선 시 한다. 도랑청소는 홍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해결책으로서가 아니라 홍수 방지를 위해 스스로 활동

한다는 주민참여의 덕목의 징표로 채택되는 것이다. 이러한 뒤바꿈은 홍수라

는 재해에 대처하는 공동체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는 많은 연구에서도 발견된

다(Padawangi, Rita & Douglass 2015, Voorst 2016). 홍수 방지를 위한 실

험에서 ‘물’이 사라지고 주민참여와 역량강화의 덕목이 남는 것이다.  

쓰레기 은행의 출범식이 있기 며칠 전, 행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모

임이 미래의 전망의 마을 사무소(쉼터)에서 있었다. 지킴이 주민 여성들과 공

동체 개발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두 사람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그것을 교육

하는 일을 맡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여기 저기 다니는 사람’이라 불렀다. 그 

호칭이 품고 있는 의미는 P 마을에서 자신들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으며 프로

그램과 관련되는 업무가 끝나면 다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모임에는 

쓰레기 은행 사업을 제안하고 그 운영방식을 교육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Project manager)인 짠드라가 와 있었다. 이미 행사의 취지와 운영에 대한 

설명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는 상황점검 이후 

잡담을 늘어놓았다. 다음은 그 프로젝트 매니저의 푸념과 뒤를 이은 대화이다. 

짠드라: “(P 마을에 인접한 빈민촌인) A지역에 다녀왔어요. 거기는 홍수 때 밀

려왔던 쓰레기들이 아직도 치워지지 않았는데, 그걸 치우지 않으면 다음 단계

로 갈 수가 없어요.” 

셀마: “자꾸 다른 곳에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일하는 게 어때요?” 

짠드라: “여기는 잘 되고 있으니, 맡겨두면 되지요. 셀마 부인 같은 분이 A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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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도 있으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짠드라가 말했듯 P 마을에서 중요한 사업이 착수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위 대

화 속의 지킴이주민들 덕택이다. 반면 P마을에 인접한 A지역은 홍수 피해나 

쓰레기 문제가 P마을 보다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수행

할 주민이 보이지 않기에 사업이 기획단계 이후로 진행되지 않았다. 즉 행사

를 준비하고 진행한 경험이 있는 지킴이 주민이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마을에

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착수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특정한 마을이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강화나 주민자치와 같은 추상적 가치에 

도달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저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을에서 진행

되는 행사를 주민들의 힘으로 준비하고 수행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관찰

할 수 있다. P마을에서 지킴이 조직이 만들어지고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을에서 쭉 머물면서 계속 조직화를 시도했던 NGO조직(특히 공동체 

코디네이터)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전의 행사를 치룬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P 마을은 물-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여러 번 거친 실적이 

있고, 지킴이 조직이 있기에 새로운 실험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실험실-마을은 

실험이 계속되어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실험이 계속될 마을인 것이다. 

4-4. 주민참여의 역설 

P마을은 이전의 정책 실험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로 취급된다. 

성공한 실험실-마을이라 불리는 근거는 상수도보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도, 

주민들이 원래의 수도요율대로 물을 구입할 수 있지도, 더 이상 홍수피해를 

입지 않게 되어서도 아니다. 이어지는 실패를 느슨히 묶어 성공이라는 틀로 

옮겨다 놓을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P마을에는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주민 활동가 조직인 지킴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 사업을 겪어 온 

경험을 지닌 P마을에는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주민인 지킴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참여와 역량강화의 모범사례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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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이 조직의 운영과 성장이라는 등식은 자명하지 않다. 우선, 물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는 실험실-마을이라는 층위와 주민참여와 역량강화의 

기준에서의 모범 사례라는 층위는 본디부터 다르다. 활발한 자치 활동이 진행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활용수 부족과 홍수의 반복은 P마을의 여전한 문제이

다. 4-3의 ‘실패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한 논의는 물 문제가 해결된 것

이 아니라 다른 틀로 옮겨가고 은폐된다고 해석하였다.100) 둘째 마을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고 해서 해당 마을에서 주민참여와 역량

강화라는 목적이 잘 충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킴이 조직은 왜 그리

고 어떤 조건에서 주민참여와 역량강화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었는가?  

현재 정부나 국내외 NGO들의 반-빈곤 정책에서 참여와 역량강화는 이상(理

想)이자 원칙이다. 정책 계획서와 평가서에서 그것들은 프로젝트의 내용, 대상

선정, 행위자 그리고 그 효과를 논함에 있어 정책과 프로그램의 ‘외부’에 놓인 

상위 규범이다. 그렇다면 빈민 대상 프로그램 ‘내부’에서 참여와 역량강화는 

어떤 모습이며, 현장에서 참여와 역량강화는 어떤 효과를 야기하는가? 이 질

문을 풀어쓴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무엇이 정책 속에서의 참여의 징표이며 

왜 그것이 참여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가, 그리고 역량 있음과 없음, 증가

와 감소를 잴 수 있는 척도란 무엇인가? 무엇이 기준을 통과하고 또 무엇이 

탈락하는가? 참여와 역량강화는 계속 선의(善意)로 남을 수 있는가? 실험실-

마을에서의 ‘주민 자치와 역량강화’ 논하기 위해 그것과 관련된 두 개의 역설

로부터 시작하자. 첫째, 참여는 ‘어떤’ 동원이 아닌 것임과 동시에 ‘또 다른 형

태의’ 동원이다. 둘째,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의 대상인 한, 빈민은 항상 역량

을 결여한 상태로 간주된다. 첫째, 참여가 ‘동원이 아닌 동시에 동원’이라는 

역설은 참여와 동원의 불명확한 구분과 연관된다. (주민) 참여는 정책이나 프

로젝트가 지켜야만 하는 덕목이자 목표이다. 그리고 ‘참여’가모두가 동의하는 

목표로 설정되는 바탕에는 정책과 프로젝트의 결정과 실행과정에 의사결정자

100) 5장의 범람한 물의 시기의 P마을에 대한 기술은 은폐될 수 없는 문제인 홍수에 초점을 

맞춘다. 상수도보급의 저조함이나 ‘미래에 다가올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구축은 

문제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이나 과정 중이라 취급될 수 있는 반면 마을에 도착한 홍수는 

그러한 시간 틀에 가둘 수 없기 때문에 훨씬 은폐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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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제 당사자인 참여주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깔려 있다. “직업적인 의

사결정자가 의무나 권한으로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참여

가 아니다... [참여란] ‘위로부터 아래로’가 아닌 ‘아래로부터 위로’의 행동만이 

참”(참여사회연구소 1997:17) 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결정이 아닌 이

상,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분리가 진행된 상황에서 정책과 프로젝트에 대한 참

여는 항상 동원으로 전락할 위험을 품고 있다. 이 때문에 목표이자 덕목으로

서의 참여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아래의’ 참여자가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제시된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대표제가 강하게 

결합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이다. “민주주의의 역설, 혹

은 본원적인 불확정성이란 시민 전체가 통치자이자 피치자라는 이중성으로부

터 기인 한다”(홍철기 2015:2-3). 참여와 동원은 서로 맞닿아 있다. 둘째, 정

책결정과 수행 과정에 비전문가인 당사자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참여의 덕목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별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채택된다면 역량

강화(empowerment)는 역설이 아니다. 당사자가 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결정

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그가 권력과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화되어야 할 역할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을 함양해야 한다면, 특히 여타의 지역· 인구집단이 아닌 특정한 지

역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그 명명과 판별 자체가 차별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 한 예로 빈자를 위한 역

량강화 프로그램이 흔하지만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사업은 없다. 

빈민을 비롯하여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를 목표로 

하는 사업은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결여한 미완성된 상태임을 전제하며 그러

한 전제하에 진행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부에서 빈민은 주어가 아니라 목

적어이다. 이 때문에 다음의 두 문장 중 어느 쪽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역량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그 

결과로 빈민(촌)이 충분히 개발되어 프로그램이 끝난 것인가 아니면 역량강화 

사업이 진행되는 한 빈민의 역량은 미발달 상태로 간주되는 것인가. 

지킴이의 두 가지 위상과 코디네이터의 두 가지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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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는 국제 NGO의 인도네시아 지부인 전망의 마을 지부의 주민 회원이자 

활동가를 칭한다. 일차적으로 지킴이는 NGO조직인 전망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지킴이 조직의 수가 많고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은 전망의 P마을 

사무소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뜻한다. 행사 때마다 참석하는 전망의 중앙본부

와 타 지역 활동가들은 P마을이 전망의 지역 활동의 모범사례라고 칭찬했고 

그 근거로 P마을의 활발한 지킴이 활동과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인 알디와 

아구스의 열정과 능력을 들었다.  

마을과 NGO조직이라는 두 개의 조직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활동가 조직인 지킴이는 두 가지 위상을 지닌다. 지킴이는 전망의 주민회원으

로서 모범적인 NGO 활동의 결과이자 징표인 동시에 P마을 주민의 참여와 역

량강화가 다른 마을에 비해 높은 수준에 다다랐다는 징표이다. 이 가정 하에 

지킴이는 아직은 완전한 성공이라 부를 수 없는 예전의 정책 실험의 궁극적인 

목표 - 마을 공동체의 발전 - 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자들이다. P마을 

내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전망을 통해 실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킴이는 보다 더 많은 영향력과 자원을 지닌 외부의 조직에 더 

가까이 있다. 그들인 권력의 중심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NGO조직

의 구성원이자 빈민촌이 주민이라는 이 두 개의 위상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101) 그 이유를 전망의 조직원리와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상 지킴이들은 쉼터라고 불렀던 P 마을의 지역 사무소는 지역 책임자

(Directur) 밑에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Community Development 

Coordinator 이하 코디네이터) 2명이 일하고 있었고 그 밖에 일반 행정업무

를 돕는 직원이 있었다. 사무실에는 책임자와 코디네이터 외에 마을에서 진행

되는 주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이하 PM)가  

3-4명 있었으나 그들은 P마을의 전망 사무소에서 쭉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코디네이터와 지킴이들은 PM을 마을 사람이라 칭하지 않았다. PM은 큰 행사

나 사업을 준비할 때 한시적으로만 사무실에 나왔고 사무실에서 머무는 시간

101) 주민이자 활동가라는 이중의 위상이 서로 충돌하는 때가 5장의 홍수의 범람 시기이다. 



- 174 -

도 매우 짧았으며 마을 사람들과 거의 친분을 맺고 있지 않았다. 지역 책임자

였던 50대 여성 길룸의 역할은 코디네이터와 프로젝트 매니저를 뒤섞어 놓은 

형태였는데 전망의 중앙본부의 회의나 행사에 참석하고 코디네이터와 PM으로

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면에선 NGO 조직의 활동을 총괄하는 PM이었지

만, 마을에서 벌어지는 활동에 계속 참가하고 지킴이 주민들과 친분을 유지하

려 애쓴다는 점에서는 코디네이터였다. 그러나 책임자인 길룸은 코디네이터였

던 알디와 아구스와 비교했을 때 ‘마을을 잘 알지는 못했다.’102) 전망의 조직

과 활동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중간자로서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다. 코디네이

터인 알디와 아구스는 자신들이 PM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PM이 전망의 중앙 본부에서 기획한 사업 - 쓰레기 은행/쓰레기 분리수거/하

수도 정비/아동을 위한 이동도서관 등 - 의 의의를 설명하고 알리며 그와 관

련된 행정적 과정을 준비하는 활동가라면, 코디네이터는 마을 안에서 해당 사

업을 책임지고 진행할 사람을 선정하고 그들과 함께 사업의 준비와 진행을 맡

았다. 마을에 온지 3년이 넘었던 코디네이터 알디와 6개월 된 후임 아구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마을 안에서 보냈지만 PM은 계속해서 자신의 책임하의 사업

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마을을 오고 갔다. 책임자 길룸은 마을에 행사가 있는 

날에는 쭉 지부에 머물렀지만 그 밖에는 중앙 본부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P

마을의 전망 사무소의 책임자인 길룸은 형식적으로는 코디네이터이지만 실질

적으로는 코디네이터와 PM 사이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전망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모두 전망이 아닌 다른 NGO와 연계하여 진행되었

다. 주로 어린이와 마을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는 전망이 아닌 다른 

NGO의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행사를 준비할 때 코디네이터는 마을과 외부 

NGO 활동가를 연결했고, 쓰레기 은행 사업과 같이 지속되는 활동을 위해서는 

지킴이와 PM을 연결했다. 또한 코디네이터는 PM뿐 아니라 전망의 상층부나 

102) 선임 코디네이터였던 알디의 말이다. 마을에서의 행사 준비와 관련하여 알디와 길룸과 

종종 충돌했다. 알디는 길룸이 P 마을 사무소로 오기 1년 반 전부터 사무실에서 홀로 일

하고 있었고 길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마을 주민과 동사무소 공무원들과 알고 

있었다. 알디는 길룸과 자신이 종종 다투기는 하지만 둘 다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사

이가 좋지 않을 수 없다며 너스레를 떨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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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나 구청의 공무원들과 주민 사이에 놓여 있기도 했다. 코디네이터는 

주민들의 상황/지역의 사정을 근거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싸

우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사업 실행 조직인 지킴이 조직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14년 5월 알디가 고향인 파푸아로 돌아가게 되

었을 때, 지킴이 조직 전체가 큰 모임을 열어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 귀향 이

후의 활동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코디네이터 개개인의 성향

에도 크게 영향을 받겠으나 전망 조직에서 코디네이터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주민들과의 잘알고 있다는 점, 지킴이 조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망 조직으로부터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 있었다. 

PM이 사업의 기획 진행 평가를 위해 중앙본부를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것과 

달리 코디네이터의 활동근거와 범위는 마을에 한정되었다. 조사기간 중 확인

했던 코디네이터의 활동은 1) 쓰레기 은행 행사의 준비와 진행. 쓰레기 재활용

을 위한 자활사업 2) 하수도 정비 및 공용 화장실 확충 사업 3) 어린이를 대

상으로 하는 각종 경연대회 4) 부녀자들을 상대로 하는 공중보건 및  HIV 예

방 방지 교육 등이 있었다. 그리고 홍수시기 구호물자의 배급과 지역 내 사회

교육 프로그램에도 계속 참여했다. 코디네이터는 모든 사업에 지킴이들과 함

께 참석하였다. 

전망이라는 NGO조직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조직원이기에 코디네이터는 때때

로 다른 마을로 파견되어 그 마을에서 PM과도 같은 일을 하기도 했다. 특히 

전망 조직이 북 자카르타의 다른 마을에서도 여러 교육과 프로젝트를 진행했

기 때문에 P마을의 코디네이터는 P마을 안에서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일을 담당

했지만 P마을이 아닌 마을에서는 PM이 되었다. 반면 ‘자신의 마을이 없다’고 

스스로를 소개한 PM은 어느 마을에 가서라도 PM의 역할을 했다. 알디와 아

구스는 P마을과 인접한 A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홍수대처 훈련 프로그

램이나 A마을의 동사무소에서 진행된 소규모 창업교육 프로그램, A마을의 ‘아

직 지킴이라 부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지킴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녀자’103)

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 프로그램 - 폐비닐로 방석을 만들어 파는 사업 -에서 

103) 알디의 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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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으로 일하기도 했다. ‘지킴이라 부를 수는 없으나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부녀자’는 언제 지킴이가 되느냐고 질문했을 때 알디는 A마을에 전망의 사무

실이 생기고 거기에 코디네이터가 일하기 시작했을 때 일 것이라 설명했다. 

PM과 코디네이터 그리고 지킴이 주민의 관계는 마을에 지부가 생겨 자신의 

마을과 지킴이를 지닌 코디네이터가 프로젝트의 실행을 전담하는 PM과 지킴

이 사이를 중재할 때 완성될 것이다. 알디는 아는 사람이 없는 A마을에서의 

활동이 P마을의 활동과 비교했을 때 한층 더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 자신이 4

년 전P마을에서의 홍수피해 복구 사업을 위해 처음 P마을에 들어왔을 때엔 지

금 마을을 오가는 PM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쓰레기 은행 

사업을 담당했던 PM 헨리에게 잘 알고 지내는 마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헨리: 마을에 드나 든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킴이들과 한 번도 파티를 한 

적이 없어요. 

알디: 그건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같았어요. 3달 동안 이 쉼터(지역 사무

실)에서 혼자 기거했는데도 그냥 아침마다 인사만 한 사이였지. 

나: 그런 언제 같이 어울리기 시작했나요? 

알디: 도시락은 같이 많이 먹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창업을 위한 교육을 할 때, 

처음으로 힘들게 만든 행사였는데, 그 때 별로 사람이 오지 않아서 지킴이들 

몇 명과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때 이야기를 많이 해주

었던 산드라씨가 지금 대표가 된 것이고요. 

  

전망 조직에서 지킴이, 코디네이터, PM가 하는 역할과 코디네이터와 지킴이

가 ‘되는’ 조건에 대한 설명에서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지킴이

와 코디네이터는 마을과 마을 바깥(내부와 외부)의 경계선 상에 있다. 둘째,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바람직한’ NGO활동에 참여하는 역할들을 

마을과 바깥을 잇는 연속체(continuum) 위에 늘어놓을 수 있다.  만일 지킴

이를 NGO조직의 ‘느슨한’ 구성원이자 마을의 거주자로 본다면, 코디네이터는 

지킴이를 ‘통하여’ 마을에 느슨하게 묶이는 동시에 PM과 외부 NGO활동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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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외부와 ‘덜 단단히’ 묶인다. 즉 왼쪽에 마을을 오른쪽에 마을 바깥의 

NGO 중앙 본부와 행정조직을 놓는다면, ‘마을 주민 ≒ 지킴이 ≒ 코디네이터 

≒ PM/행사 때의 외부 NGO활동가 ≒ 중앙본부, 행정조직’을 배치할 수 있다. 

각 역할 사이의 유사 등호(等號)는 인접하는 두 역할이 같지 않지만 겹치는 유

사성을 보여줌을 뜻한다. 코디네이터의 위치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어진 

유사 등호를 풀어쓴다면, 지킴이가 없는 코디네이터는 마치 PM이나 행사 때 

방문하는 외부 활동가와 같아서 마을에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PM과 외부활동가가 없다면 지킴이와 함께 준비할 행사나 프로젝트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지킴이 쪽에서 보면 코디네이터는 NGO의 중앙조직과 외부 활동

가로 이어지는 가교이자 그들을 대표하며, 코디네이터 쪽에서 보면 지킴이는 

자신과 마을을 잇는 다리이자 마을 주민을 대표한다. PM와 외부NGO활동가로 

초점을 옮겨 살펴본다면 PM은 코디네이터를 통해 지킴이와 마을주민을 만나

고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코디네이터가 마을 주민 ‘쪽’으로 열린 문이다. 코

디네이터가 있는 한, PM이 코디네이터를  경유하지 않고 지킴이나 마을 주민

을 직접 만나야할 강한 필요성은 없다.    

쉼터의 아리산(Arisan)과 코디네이터  

전망의 사무실인 쉼터에서는 매주 지킴이들의 정기모임이 열렸다. 그들 스스

로 “아리산 같은 것(seperti arisan)"이라 칭했던 그 모임은 인도네시아의 계 

조직Arisan과 작은 규모의 신용조합을 합쳐 놓은 모양이었다. 이는 마을에서 

진행되던 행사나 사업과는 별도로 코디네이터와 지킴이가 만나는 일상적 활동

이었고 P마을의 전망에서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와 사업 중에 가장 많은 지

킴이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또 가장 출석률이 놓은 모임이었다. ‘쉼터의 

아리산- 이하 ’아리산‘이라 칭함- 에서 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은 마을 주민

과 지킴이들 사이에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상징적으

로 보여준다. 쉼터의 아리산 모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매주 1회 지역 사무실에서 20명 정도의 지킴이와 코디네이터들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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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산’의 회원은 지부의 책임자인 길룸과 두 사람의 코디네이터 그리고 지킴

이들이다. - 지부 사무실에서 일하는 행정직원과 사무실을 드나드는 PM은 회

원이 아니었다 - ‘아리산’의 돈과 장부는 사무실에 보관된 금고에 들어 있고 

3개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세 사람: 총무, 코디네

이터 중 하나 그리고 ‘아리산’의 회장이 모두 모여야만 한다. 아리산의 회장은 

산드라였다. 각자 3개의 자물쇠의 열쇠 중 하나씩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임의 첫 순서는, ‘Sosial’(공동기금)이라 부르는 익명의 모금이다. 대체로 만 

루피아 이하가 기부되고 이 돈은 따로 보관되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역시 

기록되지 않았다. 공동기금은 주로 회원들의 경조사가 있을 때 부조금으로 사

용 된다. 본 모임은 총무가 장부에 기록된 이의 이름을 순서대로 하나씩 부르

면서 시작된다. 호명을 받은 이는 5만 혹은 10만 루피아를 각자의 이름으로 

적립한다. 모임에 불참한 이가 참석하는 이에게 부탁하여 적립금만 넣는 경우

가 꽤 많았다. 한 예로 전체 참석자가 23명이었는데 반해 돈을 적립한 회원은 

31명이었다. 적립이 끝난 후에 총무는 돈을 빌리고자 하는 이가 있는지를 묻

는다. 돈을 빌릴 때의 원칙은 각자 자신의 적립금의 잔액 이상은 빌릴 수 없

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자신이 적립한 돈의 총액 - 빌리고 있는 돈’ 이상

은 빌리지 못한다. 만일 이 원칙만이 있다면 ‘아리산’은 회원 개인이 혼자 돈

을 모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리산’에는 회원이 빌리고자 하

는 금액이 빌릴 수 있는 자신의 적립금보다 클 경우에도 급전을 변통할 수 있

는 또 하나의 규칙이 있다. 돈을 빌리고자 하는 회원이 적립금이 남아 있는 

다른 회원으로부터 권리를 양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코디네이터는 계속 자신

의 적립금을 사용할 권리를 양도했다. 즉 코디네이터의 적립금은 ‘아리산’ 전

체의 예치금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아리산’의 장부는 각 회원 별로 적립한 

금액의 합계와 그가 빌려간 금액 이외에도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누구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돈을 빌려 갔는지 역시 기록되어 있었다. 

  돈을 빌리고자 하는 이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전에 빌렸던 돈의 일부를 갚

고 장부에 기록하는 떠들썩한 시간이 지난 후, 총무는 전체의 잔액을 장부와 

대조한다. 장부상의 잔액과 금고의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20여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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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킴이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셨다. 확인이 끝난 후 모임

은 끝난다. ‘아리산’의 잔액은 1주타 루피아를 넘지 않았는데, 대리로 돈을 맡

겨 적립한 사람까지 포함해 31명이 5만 루피아씩을 적립했다고 가정한다면 한 

번의 모임에서 걷히는 총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리산’ 모임이 끝나갈 때에 

선임 코디네이터였던 알디는 자신이 곧 쉼터에서의 일을 그만 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자신의 적립했던 돈의 총액이 그날의 장부 잔액보다 많다면

서 ‘모두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놀러와 돈을 갚아야 한다고 농담을 던졌다. 실

제 가 떠날 대 모자란 금액은 ’전망‘ 사무소의 공금(公金)으로 채워졌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마을의 소액 사채업자가 요

구하는 이자가 한 달에 10%에 이르는 P마을에서 ‘아리산’은 지킴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아리산’은 지킴이들이 평소 돈을 적립하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빌린 돈을 꾸준히 갚아 나가지 않는다면 와해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계속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적립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가지는 않

는 코디네이터의 권리양도가 없다면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아리산’을 통하여 

지킴이에게 빌려준 돈을 전망에서 보증하지 않는다면 신용금고로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뒤섞이는 두 개의 역할- 코디네이터와 지킴이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이상이자 덕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

면, ‘마을 주민 ≒ 지킴이 ≒ 코디네이터 ≒ PM/행사 때의 외부 NGO활동가 

≒ 중앙본부, 행정조직’이라는 사슬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점은 ‘지킴이≒코디

네이터’의 연결일 것이다. 마을의 지킴이와 코디네이터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지킴이와 코디네이터는 마을과 마을 바깥을 구별하는 경계선상에 있다. 코디

네이터나 마을 외부로부터 왔으나 외부로 향하는 방향에서는 마치 마을을 대

변하듯이 일한다. 지킴이는 마을 주민이지만 마을 외부로부터 온 NGO조직의 

사업과 행사에 참여한다. 

코디네이터들이 내세우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후 지킴이들이 PM이나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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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없이 마을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공모과정에서의 서류작업은 모두 코디네이터의 

지도하에 있었다. 반면, 코디네이터가 반 P마을에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었

던 이유는 2-30명의 - 서류상으로는 그것의 세 배수 이상이지만 - 지킴이주

민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90%가 지역의 부녀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지킴이들 

조직에서 코디네이터 알디는 “남편보다 무섭고 남편보다 믿을 수 있는” 가장

과 같은 존재였다. 

  지킴이 주민 중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지도자들은 자카르타의 타 지역 그리

고 자바 섬과 인도네시아의 다른 섬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참가하기도 했다. P

마을이 공동체 개발 프로젝트의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었기에, 자바

와 그 밖의 섬까지 가서 주민의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기회가 있었다. 코디네

이터는 그 모든 과정에서 주민 대표인 지킴이와 동행했다. 지킴이 중의 몇몇

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ppt파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발표하는 사례는 쓰

레기 은행과 공동 물탱크 관리, 오토바이를 약간 개조하여 몇 십 권의 동화책

을 돌아다니며 대여하는 이동도서관 사업,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생대회, 

마을의 젋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창업 교육 사업 시행 등이다. 즉 마을

의 안과 밖에서 벌어지는 활동에서 지킴이와 코디네이터는 함께 일한다. 대다

수의 지킴이는 여성들이었고 그들이 마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남성인 코

디네이터의 절대적인 관리와 영향에 있었다. 반면 외부(국가와 상부 NGO조직)

나 내부(일반 주민)을 상대할 때 지킴이가 마을을 대표하였다. 마을 바깥의 행

사에서 그리고 지킴이 주민과 일반 주민이 만날 때 코디네이터는 그림자처럼 

지킴이를 돕는 역할을 자처했다. 지킴이와 코디네이터 사이의 역할이 뒤섞인

다는 점은 그 둘의 연결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양자의 

결합이 강화되는 순간은 NGO상부를 상대할 때였다. 이어지는 환송모임에서의 

충고가 그 예가 될 것이다.   

2014년 5월 선임 코디네이터인 알디를 환송하는 모임이 지킴이의 집에서 열

렸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지킴이 10여명이 모여들었다. 장소를 제공

한 지킴이는 생선을 굽고 요리를 준비했다. 환송회 자리에서 알디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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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마을에 들어왔던 때의 이야기에서부터 자신이 떠난 후의 활동을 위한 충

고에 이르기까지 길게 심경을 피력했다. 처음에는 지킴이가 없었고 직선적인 

파푸아 출신의 외지인이 홀로 마을에 들어왔기에 마을의 여성 몇몇과 크게 다

툰 적도 있었고 자주 만나 일하게 되었던 이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도 떠

돌았다고 회상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그의 말 속에서 인상 깊었던 이야

기는 지킴이들에 대한 조언이었다. 그는 자신보다 늦게 마을에 들어왔던 전망

‘의 책임자 길룸과 전망 중앙본부와 몇 차례 맞섰던 일을 언급하며 ’윗 사람들

‘과 부딪히고 당당히 입장을 밝히라고 충고했다. 행사를 준비하고 집행하는 지

킴이들이 NGO의 사무실과 충돌하는 문제는 주로 예산 문제이다. 지킴이들이 

대부분 행사의 참가인원을 더 많이 잡고, 행사 때 참가들에게 나누어 주는 도

시락의 양이나 선물에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하는 반면, 예산을 관리하는 - 코

디네이터가 아닌- NGO의 직원을 그 액수를 제한하려 시도한다. 전망을 떠나

는 알디는 지킴이들에게 관료 조직인 NGO와 일반 주민 사이에서 있을 때 당

당하게 주민들의 면에서 말하라고 계속 강조했던 것은 지킴이 조직과 코디네

이터의 결합이 강화되는 한 순간을 잘 드러낸다.  

반면 일반주민를 상대할 때 지킴이들은 ‘소소한’ 의무를 지녔다. 넓게 보았을 

때 마을 외부로부터 온 NGO의 일원인 지킴이들은 일반주민들이 누리지 못하

는 혜택을 누렸고 그에 따라 자신의 이웃들에게 건방진(sombong) 사람이 아

님을 계속 확인시켜주어야만 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무렵의 금요

일 아침, P 마을의 지킴이들과 코디네이터들 20여명은 이른 아침에 모여 1박 

2일 일정의 짧은 여행을 떠났다. 이른 아침에 모여드는 그들을 보고 마을 사

람들은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모두 정확한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웃음으로 

화답할 뿐이었다. 여행의 행선지는 자카르타 교외의 인기 있는 휴양지역인 뿐

짝(Puncak)이었다. 사실 뿐짝 여행은 마을의 종교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었

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녁까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여러 교육이 진행

되는 빡빡한 일정이었다. 일행들은 첫날 교육이 끝난 후 약간의 시간 그리고 

이른 아침에 숙소인 리조트 내를 걷는 정도의 여유밖에는 가지지 못했다. 

뿐짝에서의 프로그램은 HIV에 대한 교육과 교육 이후 이어진 마을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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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진행해야할 교육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발표하는 내용이었다. 지킴

이들은 HIV에 대해 꽤 정확한 지식을 이미 지니고 있었고 P마을로 돌아가 각

자의 동네와 학교 등에서 이웃과 학생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다시 전달하기 

위한 계획을 능숙하게 작성했다. 뿐짝 여행은 지킴이 주민을 마을에서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준-활동가로 훈련시키는 자리였다. 

뿐짝에서 모든 일정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일행을 태운 버스가 기

념품(oleh-oleh)를 파는 가게에 들렀을 때다. 지킴이 여성들은 모두 버스에서 

내려 기념품을 사느라 분주했다. 그런데 그들이 구입하는 지역의 특산품이라

는 먹거리의 양이 매우 많았다. 아주 짧은 여행을 다녀온다 할지라도 집으로 

돌아갈 때 가족에게 줄 작은 선물을 가져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지만 누구

에게 주기 위해 많은 양의 기념품을 사는지 궁금했다. 

나: “올레-올레는 아이들에게 주는 것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 사죠?” 

셀마: “이웃들에게도 줘야 하고 또 나중에 교육할 때 나누어 줘야 해서요.” 

나: “여행을 갈 때마다 이웃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시나요?” 

셀마: “아니요. 이건 쉼터에서 갔다온 거고 나중에 교육도 해야 하니까요.” 

지킴이 여성들이 모두들 기념품 가게에 몰려갈 때 버스 옆에서 담배를 피우

고 있던 코디네이터 두 명은 아무 것도 사지 않았다. 부인들이 이웃에게 줘야 

한다고 먹을거리를 많이 산다고 했을 때 그들은 당연한 듯 답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지킴이들이 마을 대표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무 것도 주지 않

으면 질투하거나 오만하다고 할지도 모르죠.” 

지킴이와 장기간에 걸쳐 마을에서 활동해온 NGO 활동가의 관계, 그리고 지

킴이 주민이 마을 외부에서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모범 주민으로 활동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킴이 주민과 일반 주민 사이에 교육하는 쪽과 교

육받는 쪽 그리고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는 관계가 등장한다는 사실이 가리키

는 바는 P마을에서 프로젝트의 실행이 주민을 나눈다는 점을 보여준다.104) 지

104) 여러 학자들이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 프로젝트의 결과 그 내부의 주민들이 분

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뉴욕의 흑인 공동체를 연구한 그레고리(Steven Gr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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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이는 일반적인 빈민촌 주민이 아니다. 지킴이 조직의 리더인 산드라 역시 

본인이 P지역- 그녀는 마을이 아니라 P 지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의 

사람들과는 다름을 강하게 피력했다. 

산드라: "바깥사람들은 P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

지만 우리(지킴이 주민들)는 이 지역의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여러 곳으로 여

행하고 발표도 하고 교육도 받아요. 아마 자카르타에 있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배웠다고 생각해요.”  

  마을에서 프로젝트가 지속되는 이유는 ‘주민참여’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지

당한’ 가치가 더 상위의 목표로 놓여있으며 그로 인해 이전 프로젝트에서의 

‘사소한’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P 마을보다 더욱 더 

휠씬 더 열악한 환경인 인접 지역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는 그 지역 주민들이 사업 진행을 위한 제 행사나 서류 작성, 여타 주민들에 

는 장소에 기반을 둔 사회운동 및 사회개혁 프로그램이 인종, 계급 그리고 빈곤의 존재

양식을 바꾸어온 사례를 제시한다. 그레고리는 양자 모두 ―인구학적으로 볼 때―  흑인

의 공동체로 분류되며, 바로 인접하고 있는 동 엘름허스트(Elmhurst)와 북 코로나(North 

Corona)를 연구함으로써 흑인공동체 내부에서 증대하는 계급분화와 국가가 지원한 빈곤

퇴치 프로그램 그리고 지방자치의 확산으로 인해, 흑인 공동체 내의 중간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었음을 밝힌다. 2차 세계대전이후 인접한 두 흑인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졌다. 경제적 격차는 두 공동체가 각기 다른 ‘우편번호’를 사용하게 

되기에 이르고 서로 다른 ‘우편번호’로 인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식적인’ 경계가 

둘 사이에 가로 놓이게 된다. 그러나 1950년대 말 흑인인권 운동으로 인해 두 지역의 흑

인들은 ‘빈곤하고 차별받는’ 흑인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나로 연대하였고 투쟁하였다. 그 

결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빈곤과의 전쟁”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

을 받는 프로그램은 그 이전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단위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범

위의 서비스: 직업훈련, 육아돌봄, 마약퇴치를 제공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의 도입으로 인

해 공동체의 대표자가 정부 기관과 관료 그리고 주요 정치 정당에 영향력을 끼치는 성과

를 올린다. 정부의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지방 자체라는 외부와의 연결은 관료제의 방식

과 합리적인 절차를 공동체 내부로 끌어들인다. 이로 인해 아이러니컬한 결과가 등장한

다. 인종차별이라는 공통의 경험으로 인한 두 지역의 결합이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를 불러왔으나, 그 결과 등장한 중산층 주택보유자 즉 엘름허스트의 주도

권이 강화되면서 삶의 질을 강조하는 백인 중산층의 이데올로기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된 

것이다. 그의 분석에서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기대어 자신의 

인종적 소속을 거부하는 엘름허스트 주민의 발언이다. 그는 바로 옆에 위치한 북 코로나

는 흑인 공동체이며 흑인의식을 지니고 있는 반면, 자신은 흑인과 함께 살고 있지만 백

인 공동체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머무는 “공동체 바깥에서 생각한다” 

(Gregory 1999:37). 그는 스스로를 흑인이면서 흑인이 아니라고 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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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파악, 설명회 등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전 사업에서 확인된 주

민역량의 성과가 없는 한, 30년 전과 같이 위로부터 아래로 제시되는 선심성 

관주도 프로젝트를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주민참여와 역량강화 덕목에의 강조는 그 자신이 마련한 ‘주민’의 참여도를 파

악하는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그 결과 주민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진

짜’ 주민과 그렇지 못한 ‘교육을 받지 못한’ 주민으로 나뉜다. 즉 지킴이 주민

은 마을 안과 밖에서 마치 NGO조직의 활동가와 같이 혹은 사회교육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지식인과 같이 행한다. 역설적인 점은 지킴이 주민이 보통의 주

민에게 주어지지 않는 여러 기회를 보장받는 이유가 그들이 악명 높은 빈민거

주지역의 주민이라는 사실이다. 

국가/NGO의 상부조직 - 마을에서 활동하는 NGO 활동가(코디네이터) - 지

킴이 주민 - 일반 주민사이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 않고 대표와 재현의 정당

성이 크게 위협받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한, P 마을은 주민자치와 역량강화의 

모범사례이다. 이와 같은 조화는 크룩생크가 분석한 시민성 테크놀로지 즉 

“개인을 정치적으로 능동적이게 만들고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만드는 다양한 전술, 즉 담론과 프로그램”(2014:16)이 작동하는 한 양태를 보

여준다. 지킴이 주민은 P마을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의 행사에서 행하는 실천

들은 일반 주민들의 욕구를 무시하지 않으며 설득하고 교화하려 시도한다.105)

쓰레기 은행의 사업은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실현가능성을 

누구도 진지하게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실험실-마을의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그 이유는 깨끗한 생활용수의 확충과 홍수 방지라는 문제가 그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개

발이라는 과제 안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105) “복지 제공자와 사례 담당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와 함께 자

신이 “돕는” 사람들의 이해관심을 형성한다. 푸니첼로는 프로그램이 가난한 사람들의 욕

구를 무시한 채 “빈민”이라는 딱지를 붙인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그녀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빈민의 욕구는 무시되지 않는다. 빈곤 여성의 필요와 욕구를 채집하기 위해 실제

로는 엄청난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여기서 빈곤 여성의 욕망은 설득과 포섭의 도구로 

변모한다.“ (같은 책: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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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에 걸쳐 빈민구제 프로그램의 대상이었고 특히 물-민영화 이후 전형적

인 심각한 문제지역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겪어온 P마을이 여전히 30%에 못 

미치는 상수도 보급률과 공식적인 수도요율의 10배의 가격을 지불하며 매년 

홍수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나 항의를 하지 않

는다는 사실은 빈민들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거나 적극

적인 저항을 이끌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 반면, P마을이 성공사례로 ‘불리는’ 이유는 대다수의 주민이 여전히 동원

되고 활동하는 주민은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주어진 사업계획

을 그저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외부의 전문가들이 맡았던 역할

을 마을에 거주하는 지킴이 주민이 수행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참여 vs. 동

원, 내부 vs. 외부의 양쪽 끝점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설이 위치

한 자리가 이동했다는 사실이 주민 참여의 성공의 정체이다. 또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점이 또 다른 모양으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지속가능한 자발적인 개발의 수단이라 간주되는 제 활동

들을, 비록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으로 번

역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참여와 역량강화의 역설은 프로젝트의 의의를 없

애거나 멈추게 하는 원인이 아니다. 마을에 들어온 참여와 역량강화가 역설을 

안고 있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실패로 판정되지는 않으며, 정책결정

자와 주민 당사자들이 그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역설은 갈

림길처럼 제시된다. 즉 불완전하고 모순적‘이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

다 vs. 역설적 결과를 낳기에 포기해야 한다는 선택이 그것이다. 성공처럼 보

이는 계속되는 실패라는 말은 그 갈림길에 대한 언술일 것이다. 또 다른 방향

으로의 선택은 지킴이 주민이 주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외부자인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성공의 판정이 더 이상 유예되지 않을 때 찾아올 것이다. 이 문제

는 현 상황 속에 잠재되어 있지만 아직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다.106) 일견, 실

패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구절은 말이 되지 않는 역설로 보였다. 

그러나 그 역설적인 표현이 가리키는 바는 이전의 정책적 결과가 정책의 실패

106) 잠재되어 있던 이 문제가 5장 ‘홍수의 시기’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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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되는 한 계속되는 실패야 말로 실험실-마을을 계속 유지시키는 성공이

다. 반면 제기된 결과가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설정했던 틀 바깥에 놓

인 것 즉 실패가 아닌 또 다른 문제로 받아들여질 때, 실험실-마을은 그 작동

을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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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범람 그리고 실험실-마을의 중지와 재개   

: 실험실 바깥의 물     

전망의 두 명의 코디네이터 중 선임자였던 알디는 우기를 싫어했다. 마을의 

전망사무소에 일하던 사람 중 유일하게 쉼터에서 기거하던 그는 마을에서 유

일하게 니콘 DSLR 카메라를 사용하는 아마추어 사진가였고 마을의 행사가 있

을 때마다 기념사진 찍기를 도맡아 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오토바이를 타

고 마을 여기저기를 다니며 스냅 사진을 찍어 SNS와 인터넷 사진 사이트에 

올리곤 했다. 소매치기와 강도를 우려해 평소에는 사진기를 들고 다니지 못했

던 내가 조심스레 커다란 DSLR 사진기를 들고 마을 행사에 나타났을 때 그는 

사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나타났다며 기뻐했다. 자신의 ‘고급’ 취미를 자

랑스럽게 여기던 알디는 우기를 싫어한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마을에 물이 

차오르면 행사도 없고,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을 다니기도 어렵고, 사진기를 가

지고 다닐 수도 없다는 이유였다. 또한 평소에 자주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하는 것107) 역시 큰 이유 중의 하나였다. 알디가 우기를 싫

어하는 이유는 단지 사진기가 물에 젖는 것을 두려워해서만은 아니었다. 그는 

비가 잠시 멈춘 날에도 사진기를 들고 나가지 않았다. 알디는 홍수피해 주민

에게 무상구호품을 나누어 주던 날부터 다시 사진기를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 

우기가 끝난 후 한적한 밤에 알디는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작품 사진’을 설명하며 한참을 떠들었다. 나는 그의 사진

을 보며 예전 일들을 하나씩 물어보았다. 그 중 눈길을 끌었던 점은 알디의 

사진폴더가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세 개의 범

주 중 하나는 전망의 행사에서 자신이 찍은 기록용 사진의 모음이었고 두 번

째는 쓰레기로 가득한 하수도, 바닷가와 강가의 가옥 등을 찍은 풍경 사진의 

모음, 그리고 마지막이 범람한 물이 마을을 가득 채웠을 때의 풍경과 사람들

의 사진의 모음이었다. 나는 우기 때는 사진을 찍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범람

107) 홍수의 절정기에는 지킴이 주민이 아닌 일반주민이 전망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구호물

자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5-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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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을의 사진이 별개의 폴더로 모을 정도로 많은지를 물었고 알디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우기 때 찍은 사진은 거의 없어요. 그건 모두 우기의 꼭대기

(puncak)108) 때 사진들이어요. 그때 재밌는 사진이 많이 나오니까.”  

알디의 사진기가 사용되지 않다가 다시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기와 행사사진/

풍경사진/우기의 꼭대기 사진이라는 범주 구분은 실험실 마을에서 실험이 중

지했다가 재개되는 양상을 설명할 실마리이다. 자카르타의 1년을 나누는 통상

적인 자연의 리듬이 건기와 우기를 둘로 나눈다면, 실험실-마을의 리듬은 건

기-우기-홍수의 꼭대기-건기이다. 홍수의 절정기를 전후하여 실험실-마을의 

작동 자체가 멈추었다가 다시 재개되기 때문이다.   

5-1. 일상화되고 의례화된 재해 

음력 설(Chinese New Year day) 즈음의 P마을은 묘한 긴장감과 술렁임에 

휩싸인다. 마을의 서쪽 경계선인 대로 건너편에 불쑥 솟아 있는 현대식 쇼핑

몰부터 자카르타 중심가에 이르는 쇼핑몰에는 강렬한 빨간색 바탕 위에 씌어

진 “Going Xi Fa Cai” (부자 되세요) 라는 플래카드가 나붙어 명절 분위기를 

만들어내지만, P마을에서 임렉(Imlek: 음력 설을 가리키는 인도네시아어)은 우

기의 꼭대기, 홍수로 인한 확연히 다른 분위기의 시기를 뜻한다. 마을 사람들

은 우기가 시작한지 한참을 지닌 때에 새삼스럽게 우비와 장화를 꺼내고 집 

앞에 세워놓은 오토바이 아래에 벽돌을 받쳐 놓았다. 그들은 홍수를 예상하고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골목길 여기저기 물이 차 오른 것은 꽤 오래된 일이지

만 내가 기거하던 하숙집 아주머니는 커다란 검은색 고무장화를 나에게 꺼내

주며 감전이 될지도 모르니 반드시 장화를 신고 다니라고 충고했다. 

주민들의 설명에 의하면 음력설은 큰 물난리, 홍수의 정점109)이다. 일반적으

108) 본 논문에서는 P마을이 범람한 물로 가득하는 시기를 ‘홍수의 절정’이라 칭했다. 우기

의 절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가장 홍수피해가 심할 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알디가 말했

듯 우기의 절정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침수와 범람의 정도가 가장 심한 정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홍수의 절정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되었다.  

109) 자카르타 지역의 월별 평균 강수량을 보여주는 기상청의 자료만을 살핀다면, 홍수의 

절정 더 나아가 우기와 건기의 구분조차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통계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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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카르타의 우기는 10월에서 3월까지를 가리킨다. 우기의 정점이 음력설이

라는 설명은 마을에 가장 많은 물이 넘치는 시기를 가리키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조수 간만과 범람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강우가 집중되는 시기 

중의 음력 1일이 아니라 15일 즉 바다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밀물 때가 홍

수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지브로스키 2013: ?). 자카르타 사람들이 말

하는 음력설에 큰 물난리가 난다는 말은 음력 정월 대보름보다 음력설이 더 

널리 알려진 날이라는 점 그리고 홍수의 정점 자체가 한 지점이 아니라 홍수

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2-3주일의 기간을 느슨하게 칭하기 때문이라고 추

측할 수 있다. 그 명명은 언제 홍수가 가장 심한지를 객관적으로 정하기 위해

서 라기 보다는 음력설을 전후로 한 가장 크고 광범위한 물난리를 겪기 전에

는 홍수의 절정을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더 나아가 ‘짧은 기간 이어지는 홍수의 절정’이란 자카르타 전역이나 북부 자

카르타에 위치한 빈민촌 일반에 적용할 수 없는 P 마을의 독특한 시기 분류방

식이다. 한 예로 P 마을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해안과 인접해 있

는 무아라 바루(Muara Baru) 빈민촌의 경우 지반침하가 심각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음력에 따라 자바 해의 수위가 올라갈 때 마다 1년 내내 홍수가 반복

된다. 반면 바다로부터 떨어져 있고 비교적 높은 곳에 위치한 자카르타 남부

에서 홍수피해는 있으되 P마을에서의 ‘홍수의 절정’과도 같은 시기를 반복하여 

겪지 않는다. ‘홍수의 절정’이란 자카르타 일반의 기후적 특징이나 빈민촌의 

일반적 특징이 아니라 P마을의 독특한 삶의 리듬으로서 자연적인 동시에 문화

적이고 역사적이다. P마을은 해발 0미터에 가까운 자카르타 최북단에 위치하

고 있어 자바 해에 면하고 있고 네덜란드 식민시기에 파놓은 운하가 집중된 

지역으로 매년 심각한 홍수를 반복해서 겪는다. ‘근대적 의미의’ 하수도 체계

의 보급률이 10%도 되지 않는 대도시 자카르타에서 갑작스레 늘어난 빗물과 

하수는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P 마을에서 범람한다. 

있는 경향은 최근 몇 십년간의 기후변화로 우기와 건기의 구분 자체가 불명확해지고 있

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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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두 도표는 자카르타의 평균 강수량과 강수일을 월별로 보여준다. 강

수량과 강수일이라는 통계적 지식에만 기댄다면 왜 P 마을에서 음력 설이 홍

수의 절정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1월에서 3월까지 강수일 

평균은 큰 차이가 없고 강수량 평균을 사용한다고 해도 1월과 2월은 거의 같

은 수준을 보인다. 위의 통계에 의한다면 건기와 다른 우기 특유의 마을의 분

위기는 두 달 이상 지속되리라 예측할 것이다. 그러나 홍수의 절정은 그보다 

훨씬 짧은 음력설 전후로 한 2주 정도를 가리킨다.110)

5-1. 자카르타의 월별 강우일 

5-2. 자카르타의 월별 강수량 

2주 정도 지속되는 홍수의 절정에서  P 마을은 그 전과 후인 11개월 반과는 

110) 만일 자카르타의 강수량과 강우일에 대한 통계자료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제

시되었다면 음력 설이 홍수가 절정에 달한다는 주민들의 말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홍수의 절정이 마을의 분위기를 판이하게 바꾸는 이유를 집중적인 강수로

만 설명할 수 없다. 우기의 범람한 물은 3월까지도 마을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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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삶의 양식을 보여준다. 미로처럼 뻗어있는 각 골목(gang) 마다 큰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무릎 혹은 가슴까지 차오른 물로 인해 쭉 진

행되어 오던 물-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정지한다. 물 가게의 물수레는 배달을 

나가지 않으며, 물(탱크)차들의 방문도 현저히 줄어들며 마을을 남북으로 가르

는 도시고속화 도로의 다리 밑에 위치한 쓰레기 은행의 작업장은 물바다가 되

어 멈춘다. 그 풍경 중에서도 마을의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은 서로

의 집이 잠겼는지를 묻고 구호물자의 도착 여부를 궁금해 하는 마을 사람들의 

대화와 들뜬 분위기이다. 

3장에서 살펴본 물과 관련된 정책적 실험은 국제 NGO들의 사업 혹은 INGO

와 자카르타 수돗물 민영화 이후 상수도 회사의 협력사업이었다. 그리고 4장

의 분석대상인 쓰레기은행이나 하수도 청소에서는 자카르타 시정부나 자카르

타 북 구청 그리고 P마을의 동사무소는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전망을 비

롯한 국제 NGO가 국가가 수행함직한 정책수립과 진행을 담당하였다. 적극적

으로 활동하는 이는 10여명 남짓인 지킴이 조직과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가 

프로그램을 끌어가는 행위자들이었다. 반면 홍수가 절정에 다다르는 2주 동안 

마을의 주된 관심사는 정부의 원조이다. 매년 일상적으로 겪는 홍수 상황에서 

미래의 전망을 포함하는 여타 NGO 조직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며, 홍수의 절

정 시기에 들어서야 ‘깨끗한 물의 시기’ 즉 건기 동안 전면에 나서지 않던 ‘국

가’가 주도적인 정책적 개입의 행위자로 크게 부각된다. 생활용수의 확보나 홍

수방지를 위한 쓰레기 은행 프로젝트에서는 NGO측이 준비한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부수적 역할만을 담

당했던 동사무소의 직원이나 동장은 홍수시기에 주목의 대상이 된다. 2013년 

대홍수와 같이 홍수의 피해가 극심했던 경우에는 자카르타 시장이 P마을에 직

접 방문하기도 했고, NGO 활동가와 마을 지킴이 조직은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는 자원봉사자 역할을 한다. 이처럼 마치 국가의 기능을 담당하는 듯 보이

던 NGO와 국가의 자리가 뒤바뀌는 이유는 P마을의 홍수가 일상화되고 의례

화된 재해이기 때문이다.  

P 마을에서 홍수는 해 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이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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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홍수의 나이테 (홍수 자국) 

란 재해

에 대한 

일반 적인 

정 의 와 

잘 어울

리지 않

는다. 사

전 적 인 

의미 에서 

자연 재해

는 자연 

현상 으로 

인해 생

기는 인

명피해, 재산손실 및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람들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

는 것을 칭한다.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재해란 예기치 않은 비(非)일상적 사건

을 의미한다. 그런데 P 마을의 홍수는 그것이 언제 닥쳐올지 대략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반복되는 비일상적인 상태로서 P

마을의 홍수는 일상 아닌 일상이지만 그와 동시에 재해가 아닌 재해이다. 이 

애매모호한 성격이 P 마을의 홍수의 절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다. 

아래의 ‘홍수의 나이테’ 사례는 주민들이 홍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홍수의 나이테 (Bekas Banzir)  

P 마을의 동사무소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그 대로는 지역의 가장 북쪽의 

낮은 지역에 있기에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된다. 위 사진은 동사무소가 있는 

대로변의 하얀 색 담벼락이다. 30대 남성인 에디, 코디네이터인 아구스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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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에서 있었던 자활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오다 그 흔적

을 발견한 내가 질문했다. 

나: “이건 무슨 자국이죠. 아하 홍수때 남은 거구나.”

아구스: “맨 위에 있는 희미한 자국이 작년(2013년) 큰 홍수가 났을 때 자국

이야. 올해는 가장 짙은 중간 쯤이었을거야.”

나 : “매년 남는 건가요?”

에디: “매년 남지만 지워지죠. 이 담벼락은 건물이 비어있어서 오래 전 것도 

남아 있죠.”

아구스: “그걸 보고 어떻게 몇 년도 자국인줄 아나. 알 방법이 없지.”

에디: “마스 리(Mas Lee)는 이런 것도 연구하는 거죠? 매년 와서 표시를 해야 

할걸. 올해부턴 내가 지울테니까. 하하하.”  

아구스: “나중에 마스 리가 자카르타에 와서 집을 살 때는 집 근처 담벼락의 

자국을 잘 살펴보고 사야지. 자국이 진하고 겹쳐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매년 

차오른다는 거니까.” 

P마을은 우기 때마다 침수된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재해가 얼마나 심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홍수의 나이테에서의 각각의 자국이 해마다 올라갔다 내

려간다는 점이 보여주듯이 P 마을에 물이 차오를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이며 이미 일상의 일부이다. 다만 올해의 홍수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심

각할지 아니면 그저 항상 겪어왔던 정도의 수준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

다. P마을에서 조사를 진행했던 2013-2014년의 홍수는 보통 수준 혹은 그보

다 조금 덜 심각한 수준의 홍수를 겪었지만 2012-2013년의 우기 특히 2013

년 2월의 자카르타의 홍수는 해외토픽에서 소개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자카르타 도심의 상징과도 같은 호텔 인도네시아 앞의 대 분수대 근처가 누런 

황토색 물로 뒤덮혔을 정도의 당시에 P마을에는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도 

없는 물과 옷가지와 이불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2014년에는 그보다 (마을 사람

들의 ‘부정확한 셈법에 의하면) 1/5 정도의 구호품만이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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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13년과 14년 자카르타 홍수피해 비교 지도 

위의 지도는 2013년과 2014년의 자카르타의 홍수 피해 현황을 극적으로 비

교한다. 이 지도가 널리 유통되었던 이유는 2013년 홍수 당시 자카르타 시장

이었던 조코위도도가 <자카르타를 청소하자>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 후 그 

결과 홍수피해지역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자카르타 청소 

캠페인으로 인해 이듬해 홍수 피해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그 주장에 대한 비판

이 곧바로 뒤따랐는데, 2013년 1월 17일과 2014년 1월 14일이라는 두 날짜

를 대조한 것에 대해 2014년에 홍수피해가 가장 심했던 시기가 1월 14일이 

아니었다는 지적과 줄어든 침수지역이 캠페인의 결과인지 아니면 강수량과 집

중도 자체의 차이에서 온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비판이

었다. 정치적 의도나 비판의 적절함을 꼼꼼히 검토하는 작업은 미루어 두고 P

마을에서의 홍수라는 주제로 돌아간다면,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매년 홍수피해를 입지만 그 피해정도는 매년 다르다. 둘째, 2014년 1월 14일 

당시 P마을은 이미 충분히 범람한 물로 채워져 있었음에도 침수지도에 표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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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기에 홍수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홍수가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해로서의 홍수는 1) 강수

량과 집중도와 관련된 물리적 정도 2) 어느 정도의 침수를 홍수라고 인식하는

가와 관련된 정도라는 두 가지 측면이 맞물려 자의적으로 평가된다.  

  우기가 막 시작되어 아직 마을의 물이 그리 많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리고 

건기 도중에 ‘홍수’에 대해 질문했을 때 P마을 사람들 모두는 최근에 겪었던 

가장 큰 홍수였던 2013년의 홍수와 그 전의 대홍수였던 2007년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2007년과 2013년에는 홍수가 없었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건 진

짜 홍수가 아니라 보통 홍수(banzir biasa)라서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민들은 그들이 매년 겪고 있는 범람이 아니라 ‘대홍수’를 홍수라고 

기억하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의 사진은 인도네시아의 유력 주간지인 템포

(Tempo)의 2013년 2월 초 표지이다. P마을에서 주민들과의 본격적인 인터뷰

를 2014년 봄부터 시작한 나에게 마을의 유력한 주민들 2-3명이 계속해서 반

복해서 들려주었던 이야기는 2013년 대홍수 때 P마을과 인접하고 있는 중산

층의 동네가 겪은 홍수에 대해서였다. 그들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 중 외부인

인 나에게 전해줄 만한 장면이라 판단한 장면은 자카르타의 상징으로 불리는 

호텔 인도네시아 교차로까지 황토색 물로 잠기고 그것을 찍은 항공사진이 해

외토픽으로 널리 퍼질 때의 충격 그리고 평소에는 침수가 그리 심하지 않은 

잘사는 옆 동네까지도 마치 자신의 마을처럼 물에 잠겼을 때인 것이다. 평상

시에는 매우 점잖았고 전임 통장이었던 50대 후반의 바두는 P마을 바로 옆의 

부촌이 물이 잠겼을 때를 회상하며 왠지 들뜬 듯 덧붙였다. 그의 말투에서 짐

작컨대 대홍수는 끔찍한 재앙이라기 보다는 묘한 해방감과 이어지는 듯 보였

다.  

바두: “그 때 나도 가서 받아왔지. 바로 옆이니까. 당분간 그런 홍수는 없겠

지? 아닌가? 누가 알겠어?” 



- 196 -

  

5-5. 2013년 대홍수 때 플루이트에서의 구호품 배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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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호물자 : 부채이자 은총   

P 마을에서의 홍수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재해이며 모두가 마을에 물이 차

오를 것을 알고 있으나 그 정도가 평상시와 같을지 아니면 더 심할지를 알 수 

없다. 반복되는 재해의 정도를 미리 점칠 수 없다는 점은 P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가 홍수의 절정 시기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이어

진다. 깨끗한 물, 하수도 정비 등의 사업이 NGO의 주도하여 계획되고 실행-

평가될 수 있는 반면 얼마나 심각할지 예측할 수 없는 홍수에 대해서는 ‘프로

그램’을 세울 수 없다. 전망의 마을 사무소의 책임자인 길룸은 다음과 같이 말

했다. 

길룸: “지금은 마을에 물이 차 있어서 당분간 활동을 하기 어려워요.” 

나: “본부에서는 홍수와 관련된 지원은 하지 않습니까?” 

길룸: 홍수 피해가 아주 심각하면 구호품이 내려옵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태는 

아니어요. 솔직히 홍수 구호물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본

다면 그리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만도 아니죠.” 

나: “악영향이 있다는 것인가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길룸: "당연히 침수가 심각하면 도와야죠. 하지만 홍수 때마다 구호물자를 당

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때쯤 되면 다들 아무 일도 하지 않

고 도움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홍수가 나지 않도록 해

야 하는데 구호물자만 주는 사람들도 문제죠. 그게 다 부정부패 때문이어요. 

자카르타 시정부는 여전히 부정부패가 심각해요.”

자카르타에서 만났던 대부분의 NGO 책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을 사무소 책

임자인 길룸은 정부 조직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NGO 

활동가들은 상부의 책임자부터 코디네이터와 프로젝트 매니저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조직과 활동이 투명하다는 점을 자주 강조하였다. 홍수가 반복되고 

그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카르타의 시청 조직을 따라 내려오는 수재민

들에 대한 구호물자 중의 일부가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간다는 ‘확인할 수 없

지만 거의 확실한’ 문제점과 구호물자에 의존하는 마을 사람들의 잘못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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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을 비판하는 것은 거의 모든 활동가들 그리고 많은 도우미들이 반복하는 

말이었다.   

점차 홍수의 절정에 가까워질 무렵 나는 코디네이터인 알디가 운전하는 오토

바이 뒷좌석에 타고 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조사 초반부에 여기저기

를 걸어서 다니는 연구자를 마을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놀리기도 했

을 정도로 P마을에선 평소에도 마을을 걸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대로의 많은 부분과 골목에 오토바이 바퀴의 절반 이상이 물

에 잠긴 상태에서는 오토바이의 왕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 곳은 항상 가

장 빨리 물에 잠기는 곳이지.” “작년 대홍수 때도 잠기지 않았던 곳인데 이번

에는 잠겼네. 어딘가 하수도가 막혀 있는 거다”라고 설명해주던 그는 도중에 

마주친 주민들과 1시간동안 거의 대 여섯 차례 거의 똑같은 대화를 반복했다. 

주민 : “오랫만에 보네요. 한 번 들렀다가 가시지‘” 

알디: "요새 바빠요.“ 

주민: “언제 대응(구호물자)가 오나요?”   

알디 (갑자기 사무적인 말투로) “아직 이야. 아직.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 “우리 집에는 이미 물이 들어 왔어요.” 

알디: "작년보다 심하지 않은데 뭐. 도움(구호물자)이 오긴 올 거예요. 참아요. 

참아. 올해는 동사무소 고무보트도 아직 쓰지 않을 정도인데 아직 입니다.”

이와 같은 대화를 반복하면서 지역 사무소 앞에서 도착했을 때 우연히 마주

친 지킴이 아주머니 역시 동네의 아주머니들로부터 언제 ‘대응’이 오느냐는 질

문을 받아서 매우 피곤하다면서 알디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언제 올까요?” 

전망 사무소의 책임자에서 코디네이터 그리고 지킴이 아주머니에 이르기까지 

NGO조직에 속한 거의 모든 이들은 다른 주민들로부터 홍수의 절정 때의 구호

물자가 언제 도착할지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듣고 그로 인해 지쳐갔다. 그들

이 불만을 토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호물자를 언제 나누어 줄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NGO가 아니라 동사무소-구청-시청-정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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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입장에선 구호품이 시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NGO로부터 나오

는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주민들의 입장에선 NGO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공무원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눈에 띄

는 지킴이들에게 계속해 구호물자가 언제 도착할지를 물었다. 산드라와 셀마

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산드라: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홍수 때만 되면 말을 걸고 물어보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도움이 이미 도착했는데 내어주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셀마: “우리는 사무실 사람도 아닌데 물어봐도 알 수가 없죠.” 

구호물자가 도착하기 이전에 물자가 언제 도착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에 시달

리는 지킴이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무실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한다. 그

리고 ‘사무실 사람’이란 범주에는 국가 공무원과 NGO 활동가가 뒤섞여 있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규모의 홍수가 아닌 평상시에 P 마을에 도착하는 

구호물자가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면, 대홍수 때에는 NGO의 상위 사무

실로부터 구호물자가 오기도 한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지킴의 주민들

은 구호물자를 줄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언제 그것을 줄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NGO와 정부의 사람들임을 알고 있다. 

홍수의 절정이 다가올 때 마을 여기저기에서 반복되는 “언제 오지요?”라는 

질문과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법을 다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

다.  

⓵ 보통의 주민들은 공무원-NGO활동가-지킴이 주민을 하나로 묶어서 구호물

자를 주는 쪽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 마을이 물에 잠긴 상황에서 항상 늦

게 도착하는 구호물자를 공무원과 다를 것이 없는 NGO활동가와 지킴이 조직

에게 요청한다. 

⓶ NGO활동가는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홍수 상황에서 구호물자는 주는 쪽은 

공무원들이며, 구호물자 주기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시도가 아니라

고 본다. 주민들이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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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강화라는 목표를 놓고 볼 때 극복해야할 문제이다. NGO조직을 통한 홍수

시기의 구호활동은 홍수의 규모가 매우 클 때만 한정된다. 

⓷ 지킴이 주민은 구호물자를 주는 쪽은 평상시의 홍수와 대홍수 때를 포함하

여 NGO조직과 국가공무원 즉 ‘사무실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결정권이나 권한

이 없는 자신들은 홍수의 절정에서 그저 ‘주민’과 다를 것이 없다. 

이상의 분류에서 드러나는 갈등선은 2장, 3장, 4장에서 조금씩 드러났던 마

을 내의 잠재적 문제와는 다르다. 생활용수의 확보와 홍수 방지를 위한 프로

젝트가 진행되는 깨끗한 물의시기에 지킴이 주민은 역랑강화와 주민 자치라는 

목표를 가능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주민으로 상정되고 NGO활동가와의 구분이 

모호했다. 또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킴이 주민은 ‘진정한’ 주민의 

전형이자 모범으로 간주되었기에 지킴이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나 차이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상적으로 볼 때, 오랫동안 활동했던 지킴이 주민의 

일과 위상은 공동체 개발 코디네이터와 거의 동등하며 지킴이 주민과 일반 주

민들 사이의 차이도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NGO활동가-지킴이 주민- 일반 주민은 조화롭게 연결되는 듯 보였으며 그들 

반대편에는 그들을 돕지 않는 정부의 공무원이 놓여있었다. 그러나 홍수의 절

정에서 NGO활동가/지킴이 주민/보통의 주민들 사이의 연결은 현저히 약화되

고 그들 사이의 차이가 보다 명확히 표현된다. 마을을 가득 채우고 범람한 물

은 이전의 프로젝트를 멈추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와중에는 보이지 않았던 

일반 주민과 국가를 전면에 끌어올린다. 

구호물자를 가리키는 두 개의 단어는 NGO활동가, 지킴이 주민, 일반 주민의 

차이를 가리고 있던 깨끗한 물의 시기의 질서가 약화되고 [국가-NGO-지킴이 

주민] vs. 일반 주민의 구분이 부각되는 짧은 홍수의 시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구호물자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묻고 그에 대해 답하는 대화 속에서 

실제 사용되는 단어는 Respon 그리고 Bantuan 이다. 구호물자라는 문어표현

은 쉼터의 활동가들과 공무원들 사이에서만 드물게 사용된다. Respon은 영어

의 Response에서 온 인도네시아어의 외래어이고 Bantuan은 인도네시아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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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다(bantu)의 명사형이다. 두 단어가 실제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대응은 언제 오지요? 우리 집은 이미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 올해 도움은 작년에 비하면 적어요. 작년 홍수는 대단했으니까. 

대응 대처라는 뜻의 레스폰은 일반 주민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었다. 주민들

은 언제 구호물자가 오는지를 물을 때 혹은 왜 구호물자가 오지 않는지를 물

어볼 때 대부분 ‘도움’이 아니라 ‘대응 대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일반 주

민과 지킴이 주민의 구분과 관계없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때는 이미 

구호물자가 도착한 이후에, 그리고 자신들이 기억하는 예전의 구호물자와 올

해의 것을 비교할 때이다. 주민들의 하소연에 시달리는 동사무소 공무원와 

NGO활동가 그리고 지킴이들은 두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함의는 달랐다. 그 

한 예가, “대응(레스폰)을 당연히 받아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여요. 

도움을 기대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 하니까.” 두 단어의 사용이 엇갈리는 

맥락을 정리하자면, ‘대응’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구호물자 혹은 이전보다 적

은 구호물자를 칭하며, 도움은 이미 도착한 구호물자, 국가(나 NGO)가  무상

으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물자111)를 뜻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대응, 대

처란 반복되는 홍수 속에서 ‘사무실 사람’들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즉 

그들로부터 주민이 요구하고 되돌려 받아야 하는 부채(負債)이며, 도움이란 홍

수라는 재해 상황 속에서 국가로 대표되는 사무실 사람들이 무상으로 베푸는 

선물 혹은 은총이라는 뜻을 지닌다. 구호물자를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

채라고 해석하는 것과 국가가 베푸는 은총과도 같은 선물이라 해석하는 것은 

‘반복되며 일상화된 재해’, ‘국가의 책임성(accountability) 등의 토픽에 대한 

논의와 이어질 것이다. 

111) 논리적으로 볼 때 도움과 대응은 구호물자를 나누어주는 국가의 활동을 칭하는 것이지 

도움과 대응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구호물자를 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상대화 

속에서 주민들이 ‘대응이 아직 오지 않았다,’ ‘도움이 작년보다 적다’고 말할 때 그것은 

구호물자를 가리킨다. 그들의 용법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도움과 대응을 국가가 주

는 구호물자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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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의 절정이 다가올 때 P마을은 묘하게 들뜬 분위기에 휩싸인다. 아이들은 

여기 저기 고인 물 구덩이에서 장난을 치고, 홍수를 핑계로 일을 나가지 않는 

사람들로 시장 역시 분주해진다. 동네 아저씨들은 지나가던 이에게 ‘집에 물이 

들어왔느냐’고 묻고 오토바이는 높은 곳에 잘 보관했는지, 물을 막기 위해 흙

을 채운 자루가 남아 있는지를 서로 묻고 답한다. 해가 잠깐 나오면 아낙네들

은 말리지 못했던 옷을 온통 내걸고 여러 색깔의 빨래에 가려 집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고 갑자기 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여기저기서 빨래를 걷느라 분

주하다. 코디네이터나 지킴이 주민이 지나갈 때 언제 구호물자가 도착하느냐

고 묻는 고함소리도 마을을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만드는 요소 중의 하나이

다. 

자연재해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질 때 의례에서의 코뮤니타스

(Communitas)와 같은 분위기가 등장한다는 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었다. 재해나 사고라는 비일상적 상황은 그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려는 시

도 외에 평상시와는 다른 정체성이나 공동체에 대한 재규정을 야기하기도 한

다(Jencson 2001 Edith Tuner 2012 참조). 그러나 앞서 일상화된 재해라고 

설명했듯 홍수의 절정 시기 P마을의 다른 분위기를 코뮤니타스라는 개념에 정

확히 들어맞는 사례라고 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P마을에서의 홍수는 예측 

불가능한 예외적인 비-일상적인 시공간이라는 재해에 대한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나 홍수의 절정기에 마을에서 나타나는 활기, 평소에 보이지도 않

았던 이들이 ‘대응’(respons)를 요구하는 것, 지킴이 주민, NGO활동가, 공무

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분명 ‘다른’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주민들을 명확히 식별하고, 주민 역량강화라는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 

계획되고 실행되며 평가되었던 통치방식은 홍수 기간 속에서 정지한다. 마을 

전체를 뒤덮은 물은 주민들이 매년 반복해서 경험하는 위기 상황임과 동시에 

그 무대는 일종의 일탈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주민들이 대응/도움이 

도착하는 홍수의 절정 시기의 짧은 경험을 강렬하게 말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홍수의 절정에서의 구호물자가 지니는 의미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재조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홍수의 절정기를 제외하면 잘 드러나지 않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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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홍수 상황에서 유일한 구원자로 등장했다. 평소에 국가는 주민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구호물자의 배포방식은 매우 너그러웠다. 구호

물자 배포의 범위는 일반 주민과 비합법적인 주민들까지 포괄했다. 구호물자

를 받아가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여타의 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와중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이들이었다. 과연 그들은 짧은 홍수 기간에만 한정되는 예외적

인 경험을 통해 국가의 정당성과 권위를 받아들일 것인가? 

반복되지만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일상적인 재해인 P마을에서의 홍수는 국

가 정책의 무능력함과 책임방기의 결과이다. 국가는 홍수 시기의 의례를 의도

적으로 계획하거나 그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해석은 오류이다. 만일 

홍수의 절정 시기 P 마을의 분위기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행위자를 꼽아야만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을을 가득 채우고 범람한 물일 것이다. 시겔은 현

대 사회에서 발견되는 코뮤니타스적 상황 즉 터너가 제시한 의례 과정에서의 

코뮤니타스 개념에 정확히 맞지 않지만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설명하는, 하나

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그는 터너의 분석을 좁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 즉 

의례를 통해 사회를 재창출해내는 은덴부의 능력을 마치 모든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적인(universal)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도에 거리를 둔다. “문제는 

터너가 나아간 것처럼, 그들(터너가 설명한 은덴부)의 리미널리티를 우리의 

‘주변성이나 순례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문화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문화의 ’열림‘(openings)을 찾는 것이다,” (Siegel 2013: 563) 홍수의 절정

기는 실험실-마을의 위기이며, 그 외의 시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던 모습과 문제들이 가시적이 된다. 사회 구조의 담지자 즉 국가에 의해 

조직된 의례가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온 국가의 실패와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범람한 물이 P 마을에서의 평상시의 구조가 아닌 ‘열림(openings)을 

야기한 것이다. 범람한 물은 국가로 하여금 어떠한 조건과 원칙, 계획과 평가 

없이 구호물자를 나누어주게끔 한다. 

반면 실험실-마을의 작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NGO 활동가는 홍

수의 절정에 배포되는 구호물자가 주민참여, 역량강화, 자치 등의 목표와도 잘 

어울릴 수 없는 일회성 사업이라 비판한다. 이러한 비판은 2장에서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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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KIP 1기가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전시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유사하다. 매년 홍수의 피해를 입는 군중에게 무상으로 배포되는 일시적인 구

호활동은 비-정상적인 예외적 상황에 대한 미봉책 이상의 어떤 적극적인 의미

의 전망도 지니지 못할 것이다.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실험실-마을의 눈에서 

본다면, P마을에서 매년 홍수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을의 

물 문제가 마을의 잘못이 아닌 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잘못임을 폭로하며 그 사

실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이나 기대되는 효과도 없는 ‘도움’이 계속 이어진다. 

주민자치와 ‘변형된’ 지속가능성 그리고 사업평가를 거치는 NGO들에게 P마을

의 홍수는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물’이 아니다. NGO의 지원은 생각지도 않게 

큰 홍수가 왔을 때, 즉 예외 중의 예외로 제한된다.  

언제 얼마나 내릴지 모르는 비, 미로처럼 이어진 P 마을의 작은 골목과 상류

로부터 급작스럽게 밀려 내려오는 각종 쓰레기는 P 마을에서 최악의 범람이 

언제가 될지를 거의 예측할 수 없게 한다. 동사무소의 수와르노에게 ‘언제 ’도

움‘을 배포할 것인지를 정한 공식적인 기준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

은, “비가 더 많이 와도 침수지역이 적은 경우가 있고 별로 집중적으로 내리

지 않았는데 가슴까지 비가 차오를 때도 있어요. 어느 하수도가 막혔는지 모

두 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의 대답은 자카르타 전역에 걸쳐 가장 

홍수 피해가 심할 때, 즉 음력설이 가까워졌을 때 상황을 보고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다. 훙수가 정말 심하면 구청이나 시청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물자가 

도착하니까 그 때에 계속해서 줄 수 있다. 

조사 당시 홍수의 절정기를 즈음하여 P 마을 전체에 흐르던 묘한 긴장감은 

2014년 1월 말 폭우가 내리고 대로가 물에 잠겼을 때 수와르노는 “이제 확실

히 오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준비했던 물과 옷가지들을 챙기면서 끝이 났다. 

뒤이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대형 물탱크와 여과기계 등이 동 사무소 근처의 

공터에 도착했다. 그는 “그래도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휠씬 나아요. 작년엔 동

사무소 앞의 구명 보트까지 써야만 했거든. 또 작년에는 ‘아쿠아’(생수)가 너무 

많이 오고 바깥 사람들도 몰려와서 나누어 줄 때 진짜 힘들었지.” 

동사무소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구호품은 조사 도중 자주 들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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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담과 사진들에서 보던 규모가 아니었으며 산더미처럼 쌓을 수 있을 정도

의 양의 생수도 배포되지 않았다.  

나: “사진을 보면 작년에는 도움이 엄청났는데 올해는 생각보다 적네요.” 

알디: “작년에는 외국에서도 왔다고 하고 쉘터를 통해서도 오고 해서 많았죠.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홍수가 그다지 심하지 않으니까.” 

홍수 때에 등장하는 물건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다음 페이지의 정수필터이

다. 일본에서 온 물건이라는 정수기는 범람한 물을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능력을 지녔다. 대형 물탱크에 담겨진 물보다 쓸 수 없는 물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정수기가 주민들에게는 가장 놀라운 물건이었다. 그들

은“홍수 때만 쓰지 말고 평소에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112)

5-6. 범람한 물을 생활용수로 바꾸어 주는 정수기계 

112) 자카르타 내부의 오염된 강과 호수의 물을 ‘다시 쓸 수 있게’ 한다는 약속은 기적과도 

같은 약속이다. 연구자의 조사기간 중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끌었던 두 번의 뉴스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세월호 사고 때였고 두 번째가 

한국의 연구진들이 자카르타 북부의 ** 호수의 물을 정화하여 쓸 수 있다고 보고한 신문

기사가 나왔을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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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의 주기적이고 규칙적인 범람은 그 시기 이외의 질서와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었다. 마을을 가득 채운 물은 이미 익숙해지기는 했으나, 현 상황에서

는 피할 수 없는 공동의 적이다. 그와 동시에 P 마을은 들뜬 분위기에 휩싸인

다. 그 상황에서 깨끗한 물의 시기에는 보이지 않던 국가는 유일한 시혜자로 

분배의 원칙이나 주민을 식별하지 않는 무상의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스스로

가 P마을에 ‘있음’을 확인한다. 국가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되돌려 갚지 않아도 

되며 주민을 보호하는 유일한 후견인으로서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무상 구호품과 홍수 때의 도움은 주민들로서는 반복되는 홍수를 막을 도시 기

반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에서 기인한 반복이다. 홍수는 천재(天災)

가 아니라 인재(人災)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가 스스로 만들어낸 재해이기도 하

다. 주민들은 구호품과 도움에 감사하지만 그와 동시에 ‘당연히 받아야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몰려든다. ‘구호물자와 도움은 은총인가 아니면 부채 상환

인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되 구호물자

가 도착하기 전에는 부채 상환이었고 구호물자가 도착한 이후에는 은총으로 

변한다고 답할 수 밖에 없다.  

깨끗한 물의 시기에 마을에서 국가가 또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되짚어 

본다면, 국가가 주민들의 ‘유일한’ 후견인으로서 가장 확실한 역할을 하는 순

간이 국가의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예외적 

상황에서 국가가 부르고 만나는 주민은 제한된 물을 나누며, 공동체의 물 문

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하천과 운하에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는 바람직한 

시민이 아니다. 범람의 시기 동안 -4장에서 분석한- 모범사례와 모범주민의 

범주는 희미해지고 무력화된다. 마을을 가득 채운 물은 무상구호 물자를 받기 

위해 모여든 군중을 불러왔고 이는 실험실-마을의 범위를 벗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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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홍수 때 도착한 구호물자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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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홍수 때 도착한 대형 물탱크 

5-3. 홍수의 마감과 실험실-마을의 재개  

  매년 범람하여 마을을 가득 채우는 홍수는 P마을에 여러 물 관련 프로젝트

를 불러온 가장 강력한 조건이었다. 반면 실험실-마을로서의 P마을이 품고 있

는 여러 문제점이 홍수의 절정기에 일제히 드러난다. 짧은 홍수의 절정기에 

마을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멈추고 (국가) - NGO활동가 - 지킴이 주민 - 일반 

주민으로 이어지는 질서 역시 삐걱거린다. 그리고 우기의 꼭대기를 지나면서 

P마을은 다시 평상시로 돌아간다.   

구호품 배포가 끝나고 비가 잦아들면 P 마을 내의 강변과 대로에서는 상류에

서 흘러 내려온 쓰레기를 모으고 실어 나르는 포크레인과 트럭이 분주하게 움

직인다. 그리고 전망 사무실의 활동가들도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자신의’ 일

을 다시 시작했다. 

마을에서 우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행사는 소독약 배포이다. 소독약 배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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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짧은 홍수의 시기와 긴 깨끗한 물의 시기 사이의 문턱임과 동시에 짧은 홍

수의 꼭대기를 닫는 ‘의례’와도 같다. 그 (비 종교적) 의례는 P 마을에서 주민

들이 물 문제가 ‘짧은 홍수’에서 그보다 휠씬 긴 ‘깨끗한 물’로 바뀌는 순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호품을 나누기를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NGO는 왜 소

독약 배포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일까? 홍수 때의 구호물자가 근

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빈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

던 지부 책임자 길룸은 단호하게 소독약은 구호물자와 다르다고 말했다.  

나: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 소독약인줄 몰랐었습니다. 홍수 때 구호품은 미리 

준비되지 않았는데 소독약을 미리 와 있었네요. 소독약은 구호물자와 다릅니

까? 

길룸: 소독약은 구호품이 아닙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면 마을에 병이 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독약은 홍수 때의 구호품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 큰 홍수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소독약 배포는 항상 결정되어 있는 건

가요? 

길룸: 홍수가 얼마나 심할지는 알 수가 없었고 이번 홍수는 그다지 심하지 않

았으니 구호물자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홍수 이후에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요. 

(항상 농담하기를 좋아하는 알디가 말을 덧붙였다) 

알디: 무릎까지 올라올지 허리까지 올라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동네 바닥이 

다 물로 채워진다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니까요. 홍수의 나이테가 높으나 

낮으나 소독은 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를 위한 마을 청소와 쓰레기 은행 사업에서 홍수의 물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언젠가 사라져야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것

이었다. 반면 마을을 가득 채운 홍수는 실험실-마을의 수준에서는 대처할 수 

없고 그 심각성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구호물자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통제

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마을을 가득 채운 물은 실험실-마을의 규모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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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부분적’ 해결책의 틀을 넘어선 것으로 기존의 실험을 모두 멈추게 했다. 

반면 마을을 가득 채웠다가 빠져 나간 물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것으로 주위 

환경에 대한 청소를 요구하며 코디네이터와 지킴이의 활동과 주민들의 자발적

인 행동에 의해 다룰 수 있는 물 문제이다. 실험실-마을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물에 대한 해결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지만 눈앞의 범람한 물은 그냥 지

나친다. 

'문제식별-해결책'의 도식을 다시 사용하여 소독약 배포를 또 하나의 부분적 

해결책이라 본다면 홍수는 3개로 갈라진다. ⓵ 홍수가 마을을 가득 채운 범람

한 물을 의미할 때 그 홍수는 실험실-마을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마을 수준에

서의 프로젝트를 통해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⓶ 홍수의 절정을 지난 직후 마을을 뒤덮었던 ‘가까운 과거로서의 홍수’는 수

인성 질환의 원인으로 마을에 큰 피해를 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

의 대상이 된다. ⓷ 쓰레기 은행의 사례에서 확인했듯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홍수’는 주민들의 참여와 역량강화를 통해 방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재해이

다. 위의 3개의 홍수 중 ⓶와⓷은 실험실 마을 ‘안’에 있으며, ⓵은 실험실-마

을 바깥에 있다. 

소독약 배포 

홍수의 절정이 지나고 우기가 마무리될 즈음의 3월 어느 날, 전망 사무실의 

활동가와 지킴이들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그들은 커다란 소독약 상자를 실은 

바자이(Bajai- 자카르타의 빈민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3륜차)에 싣고 마을 여

기저기로 흩어졌다. 소독약을 ‘자녀를 지닌 가구’마다 한 통씩 나누어주기 위

해서다. 소독약은 인도네시아 대기업으로부터 기부 받아 중앙의 NGO로부터 

배포된 것으로 일주일 이상 쉼터의 창고와 거실 일부를 꽉 채우고 있었다. 활

동가들은 “이제 나누어 주어도 될 것 같은데...”, “또 큰 비가 올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는 말을 주고받다가 연속해서 비가 오지 않

자 소독약 배포를 시작했다. 소독약 배포하기는 홍수의 절정의 끝과 깨끗한 



물의 시기에서 진행되던 ‘정상적인’ 물 관련 프로젝트의 시작을 뜻한다. P마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침수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확실하며 공중보

건 확보라는 확실한 목표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알디는 “소독약 배포는 전망

에서 매년 쭉 해오던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떠났고 그의 손에는 아끼는 DSLR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소독약을 배포하는 과정은 모든 주민들이 특별한 절차 없이 물과 물자를 배

급받았던 구호물자의 배포와는 확연히 다르게 진행되었다. 소독약을 받기 위

해 길게 늘어선 줄 앞에서 지킴이들은 미리 준비해온 리스트를 펼쳐 소독약을 

받으러온 이가 소독약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식별해내려 애쓴다. 소

독약 배포에서의 원칙은 ‘아이를 지닌 한 가구에 하나씩 나누어 준다’는 것이

기 때문이다. 소독약 배포 중 ”매번 “저 아이는 아까 왔다 간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무슨 소리냐 이렇기 줄을 길게 섰는데...” 라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지킴이 주민들은 명단을 확인하고 소독약에서 나누어 주며 또 다른 

지킴이는 커다란 소독약을 든 어린아이와 엄마의 사진을 찍었다. 그 과정에서 

소독약을 배포하는 지킴이 주민의 역할은 마치 동사무소의 공무원과 겹쳐 보

였다. 다만 동사무소 직원이 누가 어느 집 아이인지 알 방도가 없는 반면 지

킴이 활동가들은 대부분 경우 아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챌 수 있었다. 

그들은 동사무소의 직원이 할 수 없는 일을 가장 확실히 수행한 후 평상시처

럼 마을의 지킴이(마을 활동가는 지킴이라 불린다)로 되돌아가 쓰레기를 줍고 

물탱크를 청소하고 여전히 상존하는 물 마피아들을 신고하기도 한다. 

<골목(gang)에서의 소독약 배포> 

소독약 배포 작업에는 평소에는 쉼터에 자주 얼굴을 비추지 않았지만 미래의 

전망 조직에 등록되어 있던 거의 대부분의 지킴이가 동원되었다. 특히 좁은 

골목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작은 골목에는 커다란 소독약 상자를 쌓아

두고 배포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각 통 별로 4-5개의 집으로 상자 5-6개를 

옮기고 배포하였다. 소문을 듣고 모인 10평 남짓한 작은 집에 아이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들이 방문했고 지킴이는 그들과 수다를 떨면서 명단을 체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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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약을 나누어 주었다. “학교는 끝났는데 애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냥 받아 가면 안되나?” “안돼요. 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야 해요. 애들 

많은데 하나 빌려와서 사진 찍고 받아 가지?” (웃음) “농담이고 그러면 안돼

요. 아이가 오면 다시 오셔요.” 지킴이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다음 주에 동

사무소에서 있을 예정인 미래의 전망 사업 평가회에 참석할 것인지를 묻기도 

했다. 

반면 빈민용 시영 아파트에서는 소독약 배포 과정에서 보다 뚜렷한 갈등이 

드러났다. 골목에서의 소독약 배포는 각 통의 지킴이 주민의 집에서 진행되었

지만, 빈민용 시영아파트에서의 배포는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진행되었다. 

빈민을 위한 시영 아파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깨끗했다.113) 아파트의 각 동 

아래에는 커다란 물탱크가 달려 있었고 각 가정에는 수돗물이 연결되어 있었

다. 그러나 1년여 전에 완공되었다는 아파트가 세워진 지역은 땅 값이 낮은 

곳으로 P 마을에서도 주변부였으며 특히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는 곳이었다. 

홍수의 절정기에 아파트는 외부로부터 거의 고립되었다. 소독약을 나누어주기 

위해 이동하던 시기에 마을의 다른 곳의 물은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시영아파

트로 진입하는 입구는 여전히 정강이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다. 시영아파트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 또 한 가지는 이 곳을 황토색으로 뒤덮어버린 수해의 뒷

처리를 위해 인도네시아 군대가 동원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스스로를 중사

라고 소개했던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매년 홍수 때가 되면 이런 

곳으로 파견을 나온다고 말했다. 

골목에서와 달리 시영 아파트에서의 소독약 배포하기는 힘겨웠다. P마을 내

의 다른 좁은 골목으로 배달된 양과 비교했을 때 네 배가 넘는 양의 소독약 

상자가 쌓여 있었고, ‘아이를 지닌 집마다 하나씩’ 이라는 원칙을 둘러싼 다툼

도 더 빈번했고 강했다. 루순을 담당하는 지킴이가 아파트에 사는 이들을 파

악하기에는 입주기간이 아직 짧았고 또 다른 통에서와 달리 공터에서 배포작

113) P마을 사람들이 루순이라 부르는 시영아파트의 정식명칭은 루순 마룬다이다. 루순 마

룬다에 빈민들이 입주한 시기는 2013년 1월말로 조사자가 방문했을 시기는 P마을의 17

통에 거주하던 약 200가구가 선별되어 루순으로 이주한지 약 1년이 지난 시기였다. 

(“200 Keluarga di Penjaringan Pindah ke Rusun Marund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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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시영아파트에서의 소독약 배포  

업이 진행된지라 많은 주민들이 소독약을 받기 위해 갑자기 몰려들었기 때문

이다.  

사진<5-9>에서 어머니와 딸의 사진을 찍고 있는 이는 미래의 전망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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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여하는 몇 명 되지 않는 남성 지킴이 아디(가명)이며, 소독약 상자 위

에 주민 명단과 소독약을 받는 이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역할은 지킴이 아주머

니들 - 그 중에 시영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킴이는 1명 이었다- 이 맡았다. 등

록된 주민과 함께 각 가구의 아이가 소독약을 받은 후 함께 사진을 찍는 이유

는 소독약을 받을 자격인 있는 적법한 이를 확인하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였다. 

연구자가 남성 지킴이 뒤에서 어색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주위에서 서성대고 있었던 중년 남성은 “왜 또 저런 사진을 찍는지... 그

리고 미스터는 왜 그걸 또 찍고 있는거야?”라며 말을 걸어 왔다. 그는 홍수가 

지긋지긋하다면서 투덜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전망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는 소독약 나누어받은 부모와 자식들의 

사진 파일이 날짜와 지역별로 대충 나눈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다. 시영아파트

와 골목(Gang)에서의 소독약 배포에서 사진 찍기는 소독약을 받을 자격이 있

는 거주자를 식별한다는 의미와 배급된 소독약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않았

음을 증명하는 증명이었다. 

“사진을 저장한 후에 어떻게 사용합니까?” 

“한 번도 쓴 적은 없어요. 그냥 받아야할 집에 정확히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는 증거죠. 이전에는 서류를 만들어서 확인서명을 받으라고 했던 적도 있었는

데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더 정확하고 편리하지요.” 

시영아파트에서의 소독약 배포 당시에 사뭇 다른 분위기에 의아했던 나는 루

순에 거주하는 유일한 지킴이 여성에게 아파트에 사는 주민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 다음 주 자신의 집으로 연구자를 초대하였다. 인

터뷰 자리에는 그녀의 친한 친구 2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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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루순에서의 인터뷰>

“우기 때면 아파트 앞의 길이 계속 물에 잠겨 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이사 오기전의 집은 침수되지 않았나요?” 

“아파트 앞 큰 길처럼 오랫동안 잠겨 있지는 않았고 또 길이 좁으니까 빨리 

건너가면 되지요.”  

“군인들이 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해주어서 고맙기는 하지만 1년도 되

지 않았는데 아파트가 정말 낡아버렸어요.”  

“수돗물을 쓸 수 있게 되어서 처음에는 편했지요. 하지만 갑자기 물이 나오지 

않거나 황토색 물이 쏟아져 나와요. 물 가게도 가까운 데 없고요.” 

“동사무소에 가서 아파트의 물탱크를 보다 큰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

니다. 물탱크가 크면 수돗물이 좀 덜 끊긴다고 들었어요.” 

빈민 아파트로의 이사 온지 1년 남짓 되었던 30대 후반의 여성 유니는 새로

운 환경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시영 아파트가 오토바이나 삼륜차를 타

면 10분 내의 거리에 있기에 관주도의 빈민 이주 프로젝트의 사례에서 문제점

으로 보고 되어온  ‘사회관계 자본’의 상실이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114) 빈민

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아파트가 건설되고 그에 대한 대규모 이주

(displacement)가 진행되는 것은 현재 자카르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시영아파트에 거주하는 ‘유일한’ 지킴이는 아파트로 옮겨온 후에 가장 좋은 점

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이들이 항상 시달렸던 피부병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

1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의 부동산 사이트에서 새로 지어진 빈민용 시영아파트에 

대한 매매 광고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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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가장 큰 불만은 우기 때의 침수에 집중되어 있었

다. 아파트로 옮겨간, 불과 1년 전에는 마을에서 함께 살았던 주민들에게, 홍

수의 의미는 확연히 바뀌었다. 그들에게 물 문제는 깨끗한 물-반복되는 홍수

가 함께 붙어 있는 모양새가 아니라 오직 홍수 시기에 범람하는 물에 집중되

어 있었다. 즉 시영아파트에서 소독약 나누어주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발이 

등장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이미 ‘깨끗한 물’이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루순의 주민들은 평상시에 아파트에 이미 설치된 물탱크를 

통해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비록 때때로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물 문제는 홍수로 한정되었다.  또한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본래의 골목에서 떨어진 루순의 주민이 마을 중심에서 주로 벌어지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았다. 다른 P마을 주민들이 동사무소와 

초등학교 근처에서 구호품과 설비를 이용했지만, 루순에는  별도의 구호물자

가 아파트까지 도착했다. 깨끗한 물의 시기와 짧은 홍수의 시기라는 구분을 

사용했을 때, 루순의 주민들은 홍수의 시기가 끝난 후 그보다 길게 이어지는 

시기 동안 지킴이 주민과 NGO의 그 다음 활동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루순의 

주민들에게 홍수는 무능한 국가의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일 뿐이다. 

  홍수-생활용수 부족이 짝을 이루는 빈민가 골목에서의 소독약 배포와 홍수

와 생활용수가 떨어진 시영아파트에서의 소독약 배포의 의미는 확연히 다르

다. 아파트의 빈민에게 생활용수의 문제는 공급자인 수도회사의 서비스 수준 

향상의 문제이지 NGO와 지킴이 주민을 통해야 하는 반-빈곤 정책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시영아파트의 빈민은 그들과 비슷한 경제적 지위를 지니는 1

년 전의 이웃이 아니라, 침수를 도시기능의 실패로 맹렬하게 비판하는 옆 마

을의 중산층과 보다 가까웠다. 시영아파트로의 이주정책이 큰 반발에 부딪히

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아파트로 이주해온 주민들이 이전에 살고 있던 지

역이 -6장에서 분석할- ‘해안가의 가구들’ 바로 곁에 살았다는 데 있다. 그들

은 P 마을에서도 가장 열악한 장소에서 가장 심각한 물 문제를 고스란히 겪으

며 살아왔다. 그리고 이주해온 그들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 역시 물 문제였지

만 그 물의 의미는 변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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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부터 온 ‘물’ vs. 지긋지긋한 물 

'미래의 전망‘의 사람과 주민모임이 열리는 골목길 깊은 곳의 ’지킴이‘의 집

에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주민들에게 나는 바깥에서 온 외국인으로 알

려져 있었기에 작은 방을 가득채운 지킴이 아줌마들과의 만남은 어색한 분위

기였다. 마을에서의 대부분의 모임이 그러했듯이 모임이 시작하기로 한 시간

을 넘었고 미리 도착한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참가 예정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묻느라 분주했다. 좁은 방안을 채운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어슬렁 거

리고 있었던 집 주인이 갑자기 나에게 ’아쿠아‘ 생수병 하나를 내밀었다. 다른 

아주머니들에게는 낡은 생수통에서 물을 꺼내어 마시거나 단맛 나는 차(Teh 

manis)를 대접했던지라 어색했던 나는 아저씨에게 반문했다. “그냥 다른 분들

과 같은 걸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를 드러내며 한껏 웃는 얼굴로 돌아온 

대답은 “이거 지난 홍수 때 온 겁니다(Dari Banzir).”

위에서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첫째, P지역

에서 물은 여러 곳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이동한다. 생수통에 들어있는 

물은 동네에서 정수된 식수를 파는 곳에서 온 것이겠지만 그 물을 마시는 주

민들 조차 온전히 깨끗한 물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평소에 마을 사람들이 사

먹지 않는 비싼 생수 브랜드인 ‘아쿠아’는 생수기의 물, 끓인 차보다 더 소중

한 것이다. 앞서 둘째, 2013년에 초에 있었던 대홍수는 대부분이 주민들이 기

억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것이었고 예외적으로 많은 구호품과 장비

가 몰려들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아쿠아는 그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평소

에는 스스로 사서 마실 수 없는 귀한 물건이다. 그 아쿠아는 집에 도착한지 

10개월 동안 멀리에서 온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홍수로부터 

온 물은 다음 구호품이 도착할 때까지 혹은 그 이상 더 오래 집안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홍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선물로 홍수

가 물러간 이후에도 오래 기억된다. 반면, 빈민 시영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한 가족은 나에게 따뜻한 차를 권했다. 그 차이가 비교적 연구 초반부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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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좁은 골목길(Gang)에 다닥다닥 붙은 밀집지역 주민과 아파트 주민의 차

이일지 아니면 연구진행 초반과 후반의 연구자의 위상이 달라진 탓인지 확인

할 수는 없으며 그 확정할 수 없는 해석의 진위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 다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점은 시영아파트의 주민이 ‘홍수로부터 온 물’을 따로 보

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소독약 나누어 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강하게 반발했

다는 점이다. ‘깨끗한 물’이 도움 즉 은총으로 주어지지 않는 아파트에서는 은

총이자 부채인 구호물자의 묘한 균형 대신 “구호품은 필요 없고 홍수문제나 

해결하라‘는 강한 주장이 등장했다. 

범람의 시기를 실험실-마을의 ‘중지’와 재개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실험

의 재개 및 실험실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소독약 배포를 둘러싼 갈등이 시영 

아파트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의 불만은 3장과 4장

에서 확인했던 빈민으로서의 불만(과 수용)과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점에 있

다. 소득 수준이나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불과 1년 전까지 같은 골목에서 부

대끼고 살아왔다는 점에 미루어보았을 때 여전히 ‘빈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시영 아파트의 주민들은 상하수도 시설의 미비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며 

무상원조 따위 다 필요 없다며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홍수 방지를 직접적으

로 요구하였다. 반면 시영아파트의 주민들이 ‘형식상’ 물-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다는 조건 점에 주목한다면 그들은 ‘빈민이되 빈민이 아니다.’ 반면 P마을의 

빈민들은 생활용수 부족과 반복되는 홍수라는 두 개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는 점에서 성공적인 실험실-마을의 구성요소이다. 

홍수의 꼭대기가 실험실 마을의 정지 뿐 아니라 그것이 포함하지 못하는 범람

한 물에 대한 대응을 국가에게 맡기는 예외적 상황이었다면, 그 시기를 거쳐 

우기에서 깨끗한 물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는 건기로 넘어가는 소독약 배포

는 실험실 마을의 재개를 의미한다. 여기서 시영아파트에서의 불만은 언젠가 

그 효력을 다하게 될 실험실 마을의 미래가 현재에 이미 도착해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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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중산층인양 반응했다. 물의 행위자-연망 위에서 그들은 빈민이되 빈민이 

아니며 중산층이 아님에도 중산층과 같은 주체이다. 

5장에서 범람한 물은 실험실-마을이라는 시스템의 중지와 예외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마을 내에서의 진행된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나 

먼 미래에 홍수를 방지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쓰레기 은행 프로젝트들은 당장 

매년 도래하는 홍수를 막을 수 없다. 범람한 물을 축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실험실-마을에서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마을의 범위를 벗어난 휠씬 더 큰 범

위의 프로젝트들일 것이다. 실험실-마을에서의 물 문제의 해결은 ‘자카르타의 

모든 주민을 상수도망에 접속시킨다’ 거나 ‘자카르타를 홍수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문제가 아니다. 실험실-마을은 자신이 풀어야할 문제를 선별

한다. 실험실-마을은 범람한 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초래된 상태만

을 다룬다. 실험실-마을은 홍수를 중지시킬 수 없으며, 그것은 마을이라는 범

주를 벗어난다. 

<골목(gang)의 주민의 반응> 

상수도 네트워크에의 접속되어 이지 않음 

                ↓

       (잠정적) 매개이자 통과점 (물 가게)을 통한 접속  -> 실험실-마을에의 

기대 지속 

<빈민용 시영아파트(Rusun)의 주민의 반응> 

상수도 네트워크에 직접 접속 -> 홍수와 상수도 서비스의 미흡함 -> (실험실 

마을의 중지) -> 상수도 서비스의 소비자 (중산층) 로서의 요구  

4장에서 서술한 물이 사라지는 연쇄는 물 부족 문제의 해결 실패가 참여와 

역량강화의 성공사례로 탈바꿈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홍수의 시기는 그와 다르게 연결된다. 둘째, 홍수가 물러난 후 물의 배치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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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약을 통해 연결되는데 같은 전략이 빈민촌의 좁은 골목과 그들이 이주한 

시영아파트에서 상이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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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실험실-마을의 안과 밖    

     - 정책 실험의 연쇄와 효과 

실험실-마을로서의 P마을115)에서 ‘부분적’ 해결책들인 각각의 정책적 실험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작동하며 그 효력과 전파는 기대한 만큼 그리고 기대한 

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실험실-마을은 ‘실패가 계속되는 성공’으로 유지된다. 더 나아가 범람의 시기

에는 실험실-마을의 실험 들이 중지되었다가 재개된다. 

‘자르면서 연결하는’ 기밀실/갑문의 작동원리는 빈민촌이라는 장소에서 깨끗

한 생활용수 부족과 심각해지는 홍수라는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는 실험실-마

을에 발견되는 ‘사회 실험의 프렉탈 구조(fractal structure)'116)와도 같다. ⓵ 

해결해야하는 문제점을 배태시켜왔던 과거와 문제점이 사라진 미래를 ‘부분적’

으로 연결하는 ‘부분적’ 해결책으로서의 정책적 실험의 작동 망, ⓶ 특정한 실

험에 ‘반하는’ 다른 짝짓기 즉 짝 찟기를 통한 짝짓기인 다른 작동 망, ⓷ 실

험과 반(反)실험의 연결선 즉 실험실-마을의 작동 전체가 멈추었다가 이어지는 

‘부분적’ 연결이라는 각기 다른 수준에서 ‘다르게 반복’된다. 3장에서 5장까지

의 서술이 ⓵과⓶의 수준에서의 부분적 해결책의 양상과 효과 각각을 추적했

다면, 6장에서는  ⓵,⓶,⓷ 수준을 묶어 실험실-마을의 의의를 정리하고자 한

다. 

115) P마을이 언제까지 자카르타의 물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실험실-마을로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P마을을 실험실-마을로 ‘보지 않는’ 관찰과 연구 역시 

충분히 가능하며 의의를 지닌다. 만일 정책적 ‘실험’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변수 

통제의 수단과 그 결과가 결함으로 크게 부각된다면, P마을의 사례는 국가에 의해 일방

적으로 진행되는 빈민(촌) 통제의 사례로 다시금 분류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116) 프랙털은 수학, 기하학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자기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를 뜻

한다. 널리 알려진 프렉탈 도형에 대한 설명은 어떤 도형의 작은 일부를 확대해 봤을 때 

그 도형의 전체 모습이 똑같이 반복되는 도형에 관한 연구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프렉

털 이론을 어떻게 인문사회과학에 적용할지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로까지 나아가지는 

했다. 다만 논쟁은 본 논문의 목표와 연구자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작업이다. 

   

https://namu.wiki/w/%ED%94%84%EB%9E%99%ED%84%B8%20%EC%9D%B4%EB%

A1%A0



- 222 -

N개의 물 작동 망이라는 부분과 실험실-마을은 ‘부분적’ 연결이다. 그 연결

방식은 일반적인 해결방식이 될 수 없다. 물(문제)와 빈민촌 사이의 부정적 결

합을 여럿의 정책적 개입을 겹쳐 해결하고자 했던 실험이 이어지는 장소인 실

험실-마을이라는 실험은 서로 통약 불가능한 기예들을 한군데 모았다는 의미

에서 실험실-마을 이라는 독특한 시공간을 창출한다. 그 시공간의 등장과 작

동에서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 도출할 수 있는 함의가 있을까?117)

우선 N개의 작동 망들이 함께 있는 양상에서 명시적인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는 어렵다.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에도 불구

하고’ 라는 접속사를 동원해야만 한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결 즉 ‘∼ 때문

에’라는 접속사에 의지하여 실험실-마을의 각각의 실험들을 분석한다면, 실험

실-마을이라는 실험은 ‘물 부족과 홍수에 시달리고 있는 북부 자카르타의 빈

민촌에서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책적 개입은 어떤 수단을 지니고 어떻

게 진행되고 그 효과는 어떠했는가를 답할 것이다. 이 논리를 ’문제의 식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 - ’효과와 그 성패여부에 대한 분석‘ 으로 

즉 ’식별-개입-효과‘ 라는 N차 방정식이라 칭할 수 있다. 여기서 ∼에도 불구

하고 라는 접속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첫째, ’식별-개입-효과분석‘이라는 틀로

는 P마을에서 진행되어 왔던 일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 부

족과 홍수가 자카르타 빈민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문제였음에도 그것

은 항상 중요한 문젯거리로서 정책적 개입의 초점이 되지는 않았다. 시행된 

정책적 실험들이 근본적으로 상수도 보급의 확대나 홍수 방지라는 문제를 해

117) 통념상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실험실’ 보다 훨씬 명시적인, ―그러나 역시 그 내부에

서는 은유적 결합을 이미 포함하는― 실험을 다루었던 이강원(2012a)은 자신의 분석 대

상의 실험이 지니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었다. 그는 지진 재해라는 문제를 

다루는 일본의 한 방재과학기술 연구소에서 벌어지는 제 실천들을 “신, 사람, 사물이 뒤

섞여서 벌이는 ‘집합적 실험’”(4)으로 칭하고 그 실험을 세계상들, 사람들, 사물들의 다양

한 결합 만들기로 풀어 쓴다. 그에 의하면 연구소의 결합 만들기는 “지진과 관련된 사람

과 사물의 목소리들을 배제하지 않고 질서 구축의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실험의 

절차를 도출”(4)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강원의 논문과 ‘행위자-연망’ 이라는 개념적 

도구를 공유하며, ‘물과 관련된 사람과 사물의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고 물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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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지 못했으며,  실패로 보이는 예기치 않은 효과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공사례로 불렸다. 정책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명시적인 반발이 드러난 장소

는 각종 실험이 실패한 자리 즉 황토색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고 주민들이 고

립되는 일이 반복되는 좁은 골목길이나 비상대피소가 아니라, 물 문제로부터 

분명 멀어진 뚜렷한 성과 한가운데, 즉 빈민 시영아파트의 소독약 배포 현장

에서 등장했다. ‘∼에도 불구하고’ 형용사는 N차 방정식이 아닌 또 다른 방정

식을 요구한다. N차 방정식이 아닌 또 다른 방정식은 'N+1'차 방정식이다. 이

는 다루어야 하는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 문제가 한층 더 복잡해진다는 통상

적인 의미가 아니라, N차 방정식 각각의 항목으로 포함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전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평가를 거친 개선책이 이미 또 다른 정책

으로서 작동하면서 그것들이 이어진다는 면에서 ‘N+1’ 방정식이다.118) 실험실

-마을에서 N+1의 변수들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결과에 초점을 맞춘 지원, 

예기치 않았던 효과 중에서 고려해야할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감

사, 공동체의 자체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지속가능성/주민참

여/역량강화라는 가치 등이 될 것이다. 

P마을에서 물 문제가 부각되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부(국가와 국내외 

NGO)의 주도 하에 정책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곧바로 ‘P마을은 정책의 실험실

이다’라는 문장을 떠올릴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빈민촌을 

118) N차 방정식과 N+1차 방정식의 틀은 니클라스 루만의 1차적 관찰과 2차적 관찰의 구

별의 변형이다. (루만 2012 2014 참조). “관찰자는 자신의 관찰대상 자체를 하나의 관찰

자로서 관찰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상 자체가 이미 체계와 환경의 구별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루만 2014:32). 즉 관찰의 대상이 행하는 관찰이 1차적 관찰이며, 

그 대상을 관찰하는 관찰은 2차적 관찰이다. 실험실-마을의 각각의 실험은 이미 그것이 

개입하려는 문제를 식별하고 그 제한에 의해 직접적인 개입 원칙과 방법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1차적 관찰을 수행하며 6장은 관찰을 관찰하는 2차적 관찰 즉 'N+1'의 방정식이

다. N차 방정식과 'N+1'차 방정식의 차이는 1차 관찰의 ‘맹점’ 즉 문제를 관찰하는 그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루만은 2차 관찰 역시 또 

하나의 관찰일 뿐이라는 사실 즉 뒤이은 관찰에 의해 그것의 맹점이 밝혀질 것임을 인정

하기 때문에 N+1 관찰이 N차 관찰과 비교했을 때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연구

자 역시 N+1차 방정식이 N차 방정식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N+1'차 방정식에

서 N차 방정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지점을 드러날 것을 기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N차 

방정식과는 ‘다른’ 관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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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행을 논하며 ‘실험’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여기

서 실험이란 은유(隱喩)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마치 과학자와 같은 정

책 전문가들이 마을에서 실험하듯이 정책을 시행한다. 

실험의 의미가 은유에 머물 때, 정책(policy)의 삶 즉 그것의 시작과 통과지

점 그리고 종착점을 잇는 궤적은 다음과 같이 상상할 수 있다. 즉 정책은 그

것을 고안해낸 전문가의 머리에서 나와 그것을 실행하는 현장의 활동가를 거

쳐 정책 대상에 다다르게 된다. 또는 정부의 행정기관의 계획에서 출발하여 

현장에서의 실행을 거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으로 끝난다. 어딘가의 

성공사례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실행된 후 성공하면 궤적이 이어지고 실패하

면 끊길 수도 있다. 이상의 궤적들에서 정책이 태어난 곳은 정책이 실행되는 

장소의 바깥이고 정책이 실행되는 장소는 ‘이미’ 있는 정책이 펼쳐지는 백지와

도 같은 자리로 간주될 것이다. 

반면 P마을에서는 사회적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산하기 위한 장소로서 상

충하는 전제와 방법을 지닌 제안들이 병립한다. 정책이 시도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음에도 성공사례로 탈바꿈하며 기존의 해결책과 전혀 다른 방안이 한시

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마을은 정책 실험이 수동적으로 ‘적용되

는’ 백지가 아니라 정책(적 진리)이(가) 태어나는 장소,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실험실(laboratory)이 된다. 즉 실험실-마을(Lab-village)라는 표현은 마을을 

무대로 특정 정책(들)이 수행된다는 설명이 아니라, 빈민촌의 물(문제)이라는 

영역에서 문제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고안하는 기준이 바로 그 자리

에서 생산됨을 가리킨다. 실험실-마을이란 그 ‘자리’가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

책의 효력을 가름하는 시공간이라고 판단하는 한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물론 P마을이 실험실-마을이라는 시각은 마을이 정책이 실행되는 장소 즉 정

책 실험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위의 대조, ‘정책의 실험실’과 실험실-마을의 차이는 ‘실험실’ 연구가 태동한 

과학기술학에서의 구분을 검토할 때 보다 명확해진다. 과학기술학에서 실험실

(Laboratory) 연구가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이 구체적 장소에 대한 분석을 통

해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그 내부로부터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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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주목했다. 반증가능성, 귀납적 방법 등의 원칙으로부터 과학적 지식이 도

출된다는 설명은 그 지식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블랙박스처럼 보이지 않게 한

다.119) 과학이라는 블랙박스 열기는 과학적 지식생산의 외부에서 작동하는 이

데올로기나 권력에 대한 고려를 넘어서 외부의 영향력들이 어떻게 과학지식 

생산과정 내부에 접혀 들어와 작동하는지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과학기술학이 아닌 정책 영역에서의 실험실을 다루고자 할 때 유의

해야할 사항이 있다. 위의 ‘실험실 연구’가 하나의 가정을 깔고 있었다는 점이

다. 과학기술학 영역에서는 과학과 관련된 실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전

통적인 구분이 존재해왔는 바, 실험실 과학(lab science)과 현장 과학(field 

science)의 구분이 그것이다(Henke and Gieryn, 2008). 라투르(Latour 

1983; 1988)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린치(Lynch, 1985; 1991; 1993)와 크노르

-세티나(Knorr-Cetina, 1981; 1999)에 이르기까지 실험실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대다수의 연구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일반인-전문가(lay experts)를 다루는 

연구들을 포함하여 실험실과 현장의 연계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 역시 이 이분

법을 암묵적으로 유지한다(Kohler, 2002; Wynne, 1992; 1996). 이 이분법에 

의하면 과학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계산의 중심(center of calculation; 

Latour, 1987)으로 종종 작동하는 실험실이라는 공간과 실험실에서의 작업이 

그 바깥으로 나와 이동하고 유통되면서 과학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삶에 영

향을 끼치는 필드공간이 나뉜다. 실험실 과학과 현장 과학의 구분은 실험실을 

과학적 진리가 만들어지는 ‘특권적 공간’으로 현장을 만들어진 진리가 ‘적용되

는’ 공간으로 상정한다(이준석 2013 참조).120) 사회과학에서도 현장실험(field 

experiment)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있다. 현장실험은 현장

(field)에서 가설의 검증을 위한 변수통제가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받아들인 

연후에 변수통제의 어려움 자체를 풀어야할 과제로 설정한다. 빈민을 대상으

119) 이 차이를 부각시키는 함축적인 문구가 맥킨지가 자본주의 주식시장에 대한 연구의 제

목으로 사용했던 ‘카메라가 아니라 엔진’(Not a Camera but an engine)이라는 문구이

다. 

120) 뇌과학 연구소를 분석한 이준석(2013)은 과학실험실 역시 순수한 실험실 공간으로 보

기 어렵다는 가정하에 분석을 진행하며 그 두 속성이 혼재한다는 사실에 기대어 실험실

을 헤테로토피아로 규정한다. 나는 다음 절에서 그의 용법에 반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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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정책 실험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의 여부를 판정하려 

할 때 서로 다른 마을에서의 영향력을 같은 지평에서 비교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가는 식이다. 이 경우 현장의 의미는 실험실보다 더욱 더 복잡한 세팅이

라는 의미만을 지닌다.     

반면 실험실-마을이란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잘 조직화된 조건’의 충족시키

는 방법론을 찾고자 하지 않는다. 과학적 실험과 대조되는 정책적 실험의 가

장 중요한 초점은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실행의 결과 효과(또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가에 있다. 즉 정책적 실험은 진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상황에 개입하여 결과를 낼 수 있는가를 우선한다. 실험실-마을

의 기능은 그 ‘자리’가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효력을 가름하는 시공간이 

되는가의 여부이며 이 조건을 충족할 때 실험실-마을을 헤테로토피아로 볼 수 

있다. 실험실-마을이란 그것이 더 이상 자카르타의 물 문제, 빈곤 문제 그리고 

정책의 방향과 실행과 관련된 유의미한 참조점이 되기를 멈추지 않는 한, 그 

바깥의 장에 종속될 수 없는 고유한 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실

험실-마을은 다른 요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부터 분석하고 설명해

야 한다. 반면 이것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 자체를 통해 그 독특한 장

소를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편향, 통치스타일을 확

인하게 됨을 의미한다. 

실험실 마을은 그것을 대상이 아니라 그 내부의 원리를 통해 취급해야만 한

다. 

6-1. 국가와 실험실-마을 

풍부한 삶을 빈약한 도식으로 환원하는 정책은 항상 예상치 않았던 효과와 만

난다. 이 측면에 주목한다면 감히 모든 정책은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개발 정책을 점증하는 무지(unknowing)으로 규정했던 '비판적' 

개발 인류학(anthropology of development)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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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정책은 성공의 사례로서 다른 시공간으로 옮겨간다. 개발 인류학의 통찰을 

편파적인 것으로 무시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성공한 정책은 그 내부의 성공이

라 지시할 수 있는 측면과 실패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실패를 중요하지 않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에 달려 있다. 즉 성공한 정책이라 

간주되는 예는 성패여부와 관련 없이 정책의 기준을 만들어낸다. 이는 이중의 

과정이다. 완벽할 수 없는 ‘부분적’ 해결책들이 잇달아 등장하는 'N+1' 연결 

역시 항상 고정된 원칙이나 규칙이 아니다. 

실험실-마을이 출현하기 이전의 역사를 서술했던 2장의 정책들 역시 부분적

이었다. ‘물의 도시화’라는 이름하에 진행되었던 식민시기 이후의 자카르타의 

물 정책 자체가 우물의 네트워크, 한정된 집단과 지역에 대한 무상 공급, 상품

으로서의 물, 생산과 공급 사이의 변수, 도시정책의 대실패와 물 민영화 추친, 

상하수도 망 바깥의 빈민의 발견 등으로 그 초점이 변해왔다. 빈민촌 생활개

선 프로그램이었던 깜뿡 개선 프로젝트에서도 열악한 생활조건의 즉각적인 개

선, 도시의 기반 시설의 확충과 일관성 있는 개발, 주민자치와 공동체의 지속

적인 개발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전제와 빈민(촌)을 

잊고 기억해내며 또 잊는 정책주체로서의 국가로 조명했을 경우 ‘부분적’ 연결

은 일관성의 결여 및 부족이라는 비난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반면, ‘부분적’ 연결 역시 또 하나의 ‘연결’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자카르

타의 물 민영화 직후 P마을이 실험실-마을로 출발하기 이전에 ‘이미’ ‘물’과 

‘빈민촌’과 ‘빈민촌 개발’을 짝 지웠던 정책들이 있었으며 그것이 실험실-마을

에 모여 들었다. 과거 P마을의 10통 대표였고 지금은 은퇴한  바두는 쓰레기 

은행 출범식이 있은 후 2주일 후 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쓰레기 은행에 대한 설

명회에서 주민 대표로 프레젠이션을 했다. 그는 발표 도중 2008년 쓰레기 은

행과 유사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머시캅에 

감사한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발표가 끝난 후 왜 그 말을 여러 번 반복

했는지, 그 당시의 경험이 2014년인 현재 쓰레기 은행을 시작하는데 어떤 도

움이 되었는지를 물었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함두릴라.121) 머시캅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마을에는 사람이 부족했어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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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1기  

연결ⓐ 배제되었던 빈민과 깜뿡의 열악한 물리적 생활환경 개선     

연결ⓑ 열악한 조건의 심각함과 예외적 면책 

연결ⓒ 세계은행과 국제NGO의 재정적 지원과 사업영향평가와 반(反) 부정

부패

KIP 2기 

연결ⓓ 자카르타 전역에 걸친 무계획적 개발과 도시 기반시설의 부재. 도시

공간을 불법 점거한 깜뿡의 철거

연결ⓔ 도시 전반에 걸친 지하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지반 침하 및 홍수 위

험 증대 

KIP 3기 

연결ⓕ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를 통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상 

연결ⓖ 자생적 발전의 가능성 여부를 가름하는 ‘공동체성’ 강조 및 시범대상

의 선별

연결ⓗ 공동체개발 코디네이터와 프로젝트 매니저의 구별 및 CDC도입  

람이 많았지만 세 사람 정도만 있으면 되었을 텐데. 그래도 그 때 실패를 했

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담해서 교육을 받고 현장을 교대로 지킬 사람을 미리 

찾아냈죠. 교육도 받고 위에서 사람들이 와서 교육할 때 계속 참가하는 사람

이 딱 정해져 있어야지. 당시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왜 잘 되지 않는지는 

알았으니까 그게 배운 거죠.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를 딱 잘라 말할 수 없

어요. 당시 머시캅이 없었으면 이번에도 안 되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감사한 

거지요.”

2008년 P마을에 머시캅 주도의 여러 물 프로젝트가 시행된 이전과 이후의 

물 관련 정책 하나하나를 비교해본다면 거의 비슷한 유형의 개입이 반복하여 

시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실-마을 ‘이전’의 빈민퇴치를 위한 프

로젝트와 ‘이후’의 프로젝트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험실-마을 이전>  

↓ (물 민영화와 대홍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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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물의 삭제 및 물 키오스크와 MCK 보급 (연결ⓔ) 

상수도의 부분 확장 물가게 등장 (연결ⓐ + 연결ⓕ) 

공동마스터 계량기 도입 (‘강화된’ 연결ⓑ) 

낮은 수도요율 (연결ⓑ) 

쓰레기 은행 사업 (연결ⓕ+연결ⓖ+연결ⓗ) 

루순의 건설과 이주(연결ⓓ)   

지킴이 주민의 외부 활동 (‘강화된’ 연결ⓗ)

홍수 시기의 무상원조 (‘예외적 시기의 강화된’ 연결ⓑ) 

소독약 배포 (연결ⓖ)      

실험실-마을 

30여 년의 차이를 두고 시행되었던 정책들을 유형별로 나누고 양자를 비슷한 

유형으로 다시 쓴 이유는 각 항목의 의미와 효과가 같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

이 아니다. 식민지기의 물의 도시화(의 실패)와 KIP 프로젝트 와중의 빈민촌 

개발 프로젝트의 각 항목의 실질적인 의미와 2010년 이후 P마을에서의 각 항

목이 지니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은 되풀이해 말할 필요도 없이 확실하다. 

결코 같지 않은 각각의 정책들 사이의 관계를 유비하여 제시한 앞의 표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실험실-마을’이라는 시공간이 자카르타(와 KIP가 진

행되었던 인도네시아의 대도시)라는 넓은 공간에 30여년에 걸쳐 진행된 각종 

정책적 실험들을 ‘한 군데’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각각의 정책들이 

뒤섞인 공간 전체를 비판하기란 쉽지 않다. KIP 이후 그리고 자카르타에서의 

물 민영화 이후 많은 연구들이 빈민 대상 물 정책을 비판해왔다. 물리적 생활

조건 개선이 지속성을 지니지 못한다는 점, 합법적 주민이 아닌 대다수의 빈

민이 새로 확충된 상수도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다는 점, 부당한 이익을 취

하는 물장수와의 단골 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 민영화 이후 사업주체에 

대해 국가가 물의 공공재적 성격을 보다 고려하라는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발

휘하기 어렵다는 것, 가장 크게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물을 사용할 권리 즉 

물 기본권을 인정하고 물 산업을 다시 국영화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런데 

‘실험실-마을’을 구성하는 정책적 실험들 곁에는 각각의 비판을 무력화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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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이미 있다. 이들 각각은 지난 시기 빈곤문제와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

던 주요한 실험들과 그 이후 제출되었던 해결책 즉 해결책이 낳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던 해결책들이 모여 있다. 

예를 들어 빈민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상수도확장 실험은 도시 전체에 

걸친 늙은 상수도망을 교체해야만 한다는 일반적 요구와 비교하면 빈민촌을 

예외적으로 처리하는 정책이다. 공동 마스터 계량기 사업은 한정된 범위에서 

빈민촌의 주민들이 상수도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을 가로막는 대부분의 제약

조건을 제거한 ‘면책’이다. 그 실험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은 상수도 네

트워크를 통한 수돗물 공급 서비스의 질이 낮다는 점과 그 대상이 극히 한정

되어 있었다는 사실인데, 전자의 문제제기는 수돗물 민영화를 진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되었던 것이며 후자는 모든 빈민을 대상으로 상수

도 설치 비용과 합법적 주민의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는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면책의 대상이 된 빈민을 제외한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

지 않는다는 면에서 매우 강력한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 공동 마스터 계량

기 사업은 예외적 상황에서 행해진 예외적 실험으로 간주된다. NGO활동가들

이 입을 모아 반대했듯 홍수 시기의 무상원조는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지만 주민들의 자생적인 자구 노력과 역량강화로 이어지지 않는 미봉책이라는 

면에서 홍수 시기에만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P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기능을 담당하는 NGO 활동가들은 그들 스스

로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주민들을 직접 돌보는 ‘선한’ 이임을 강조한

다. 그들은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 내의 행사와 교육을 직접 준비하게 하고 회

계보고서를 작성케 하며, 정부주도의 마을개발 프로젝트 공모에 제안서를 쓰

게끔 지도한다. 1990년대 이래 수많은 서구 학자들이 NGO연구에 몰려들 때 

그들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비-민주적인 비-서구 국가들의 대안이 그 내부에

서 싹트고 있음을 보고자 했다. NGO는 나쁜 국가의 대안인 미래의 바람직한 

국가의 현 실태로 간주되었다. 반대로 NGO의 현실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연구들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통치대상을 분류하고 개입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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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국가의 관점은 국가가 그 관점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책과 활동과 분리되어 ‘원리’나 ‘원인’으로 그 바깥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

다. 실행 자체가 국가의 관점이라면, 국가 역시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 설정된 

원칙을 유보, 수정, 변경할 것이다. 3장에서 살펴보았던 ‘사업영향평가의 사각

지대’와 4장에서의 역량강화/주민참여의 궁지는 정책이 본래 내걸었던 목적과 

실행과정 그리고 평가과정에서의 임기응변과 유연함을 보여준다. 

   그 실행과 분리되어 초월적 위치에 있는, 국가가 마을을 보는 관점이란 없

다. 만일 총자본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려는 지배기구라 부르던지, 하이퍼-모더

니즘의 총화라 부르던지 상관없이 각각의 행위의 원천이자 원리를 ‘이미’ 지니

고 있고, 물-프로젝트 정책이라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마을을 만들고 통치하

려고 한다는 국가를 상정한다면, 매우 이상한 논리적 귀결에 다다르게 될 것

이다. 국가는 항상 무능하며 불완전하고 모순적이며 실패하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강력하고 가혹하며, 용의주도하고 성공한다. 수단과 구분되는 목적이 

아니라 국가와 마을을 동시에 생산하는 행보 자체가 구체화되고 물질화된 관

점이라면, 국가의 관점이란 통치대상을 정의하고 그에 영향을 끼치려고 동원

하는 정책의 작동망 자체이다. 행정기관의 문서고에 쌓여있는 기획서는 정책

이 아니며, 실행되지 않는 한 정책이란 정책일 수 없다. 정책은 국가기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준-국가 행위자 그리고 통치대상들에 있다. 성공과 실패 여

부와 관계없이 통치대상사이에 끼여 들어갔다면 국가는 훌륭히 자기-생산을 

완수한다. 성공한 정책은 국가의 권위를 높일 것이고 실패한 정책은 보다 좋

은 정책, 보다 훌륭한 국가의 필요성을 불러올 것이다. 

다양한 인간 · 비인간 행위자들로 구성된 이질적인 연결망 속에서 물의 양태

와 의미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문장은 충분치 않다. 빈민촌의 상수도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 새로 놓인 상수도관이 ‘부자보다 더 비싼 돈을 지불하

는 빈민’이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덕 물장

수가 좋은 사람이라 불린다는 ‘사실’,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실패한 

정책의 연속이 성공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 침수된 마을에서 묘한 해방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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휩싸인다는 사실, 그리고 우기가 끝난 후의 소독약 배포장소에서 불과 며칠 

전의 구호활동과는 사뭇 다른 갈등이 드러난다는 다는 ‘사실.’ 이와 같은 사실

들은 어떻게 엮였을 때 어떤 효과를 지니는가? 

P 마을에서의 물 다양체는 ‘하나의 물 문제와 여러 가지의 해결책’이라는 틀 

속에서는  잘 포착되지 않는다. 만일 ‘생활용수 부족과 반복되는 홍수라는 문

제’ -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 ‘개입의 효과와 그 성패여부

에 대한 분석’ 이라는 틀을 사용할 경우 왜 실패했거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

기 힘든 정책들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지, 또 서로 다른 전제를 갖는 정책들

이 나란히 작동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첫째, 물 부족과 홍수가 오랫동

안 계속되어온 고질적인 문제였음에도 항상 문젯거리로 부각되지는 않았으며, 

둘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젝트가 그 문제를 없앨 것이라고

는 기대할 수 없었던 데다, 셋째, 성공이라 말하기 힘든 예기치 않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성공사례로 불렸다. ‘하나의 물 문제와 여럿의 해결책’이라는 

문제 틀을 계속 유지할 경우, P 마을의 사례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의문만

을 남긴다. 1998년의 물 민영화 이후 왜 30년 이상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빈

민촌의 물 문제가 그토록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였는가? 빈민촌의 생활용수 부

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봉책은 어떻게 해결책인양 받아들여질 수 있었

는가? 실패한 물-관련 정책들은 어떻게 성공한 마을로 변모하는가? 어김없이 

매년 찾아오는 홍수의 악순환은 어떻게 망각되는가?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답

하는 과정에서 물 문제-해결책-효과라는 틀로는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물을 

둘러싼 제 실천들의 ‘연결이자 잘림’ 즉 ‘부분적’ 연결을 그려볼 수 있다. 

이처럼, 실험실-마을이 3장과 4장에서 실험이 진행되는 마을이라는 언술과 P

마을이 실험실-마을이라는 언술이 지니는 의미는 다르다. 3장에서의 개별 실

험들은 예기치 않았던 물 다양체를 낳았고 본래 목표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

했다. 4장의 쓰레기 은행은 물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인 듯 전면에 그 목적을 

내세우는 했으나, 보다 정확히는 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며 할 수 있

는 주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이었다.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실험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을이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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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쓰레기 은행이 홍수방지라는 목적과 부분적으로 연결되는 양상, 그리고 주

민참여 와 역량강화라는 목적이 일부 주민 - 지킴이 주민-으로 하여금 외부의 

지식인들이 맡아했던 역할을 넘김으로써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양상은 3장과 

4장에서의 정책적 실험이 그 보다 더 큰 실험의 틀 속에 포섭됨을 보여준다. 

정책의 실험이 벌어지는 장소인 P마을이 실험실-마을이 되었다고 칭할 수 있

는 문턱은 위의 도표에서 각각의 정책적 실험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에 더하여 

각각의 실험 A B C D E가 - 직접적인 성패와 ‘관계없이’- 축적되어왔다는 

사실에 있다. 그 성패와 관계없이 쌓인 실적의 구체적인 결과가 지킴이 주민

의 등장이 된다. 

‘부분적’ 해결책인 물 관련 정책 실험의 맹점은 ‘-->’라고 표시해온 ‘기대되

는 효과의 화살표이다. 각 정책(적 실험) 마다 다른 방식으로 물 문제를 식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나 미

래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되는 효과의 정체는 겹친다. 주민의 역량이 신장됨

으로써 자립적인 문제 해결을 이룬다는 점이다. 

실험실-마을은 ‘실패가 계속되는 것이 성공’이라는 통찰을 주민참여와 역량강

화의 틀에 을 통하여 실패를 계속해서 부과되는 과제로 바꾼다. 이 점이 정책

의 실험들이 벌어지는 ‘수동적 의미’의 마을이라는 장소가 물 문제를 해결하려

는 시도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는 ‘실험실-마을’로 변모하는 지점이다. 

즉 4장이 실험실-마을에 대한 3장보다 더 가까운 진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실패가 계속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실패의 연속= 성공과 연결

시킬 수 있는가이며, 이 실마리는 부분적 해결책들이 설정했던 기대되는 효과 

부분을 채울 점선이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그들의 능력신장이라는 

식으로 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체계 고유의 작동을 산출하기 위해 자신의 작동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이런 의미에서 자기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체계를 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체계는 자신이 행한 과거의 작동과 앞으로 자신이 행하게 될 미래의 다른 작

동을 감안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작동을 산출하며, 이렇게 할 때만 무엇이 체

계에 속하고 무엇이 환경에 속하는지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루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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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위 인용에서 ‘작동’은 행위자-연망 이론의 번역/매개에 해당한다. ANT는 

행위소(인간/비인간 행위자)가 매개하고 번역함으로써 행위자성을 지닌다는 주

장, 다시 말해 ‘의미를 지닌다’는 명제에 머무르며 각각의 행위소와 행위자-연

망 사이의 간극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반면, 루만의 작동

(매개/번역)은 하나의 작동이 체계(행위자-연망)에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 

통과해야하는 그 다음 관문을 명확히 제시한다. 체계를 체계로 인식하고 표시

하는 작업은, 설사 비인간 행위자의 행위자성(예상치 못한 영향)과 만나게 된

다 할지라도/또 그렇기 때문에, 인간 행위자의 자기지시/자기서술에 의해 완

결된다. ANT가 금과옥조로 삼는 매개의 비가역성 즉 인간행위자의 의도와는 

독립적으로 모든 행위소의 효과가 행위자-연망의 구축에 기여한다는 논점과 

만나는 듯 보이는 다음 문장을 보자. 

“실질적 측면에서 보면 작동은 차이를 산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무엇

인가는 작동 이후에 이전과 다른 것이 되며, 작동을 통해 작동이 없었을 때와

는 다른 것이 된다... 충분한 지속성을 갖고 작동의 결과가 (체계의 다른 작동

에) 재귀적으로 연결되면서 체계와 환경의 차이를 산출(또는 체계의 분화라고 

말해도 좋다)하는 것은 작동이 갖는 구별적 효과이다. 이점은 순전히 사실적인 

사건으로 파악해야 한다.” (위의 책: 79) ANT가 행위자성과 행위자-연망 사이

의 불화와 간극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이유가 ‘재귀적 연결’을 파고들지 못

한 점이라 생각한다. 재귀적인 연결은 기존 연결망의 확장을, 비-재귀적 연결

은 그것의 끊어짐을 야기할 것이다. 연결로서의 분리(separtation as 

connection)이라는 스트래썬의 네트워크론이 ANT의 깊숙한 곳으로부터의 가

장 강력한 비판인 것과 같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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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물 다양체의 리듬 

6-1. 물 다양체의 리듬 

앞의 도식은 2장에서 5장까지의 논의의 ‘거친’ 요약이다. 위 도식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바깥의 ‘원’이 물 다양체가 흐르는 ‘가상’의 흔적이며 

안쪽과 바깥쪽으로 뻗어가는 화살표가 실재로 확인할 수 있는 (넓은 의미에서

의) 물의 (물리적이거나 의미론적) 이동이라는 사실이다. 위에 그려진 원은 각

기 다른 전제와 원리를 지니는 실험들이 함께 진행되는 이유를 추적하고 해석

한 후에 나온 상상의 산물이다.  

왼쪽 상단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어지는 이 원환의 부분은 순서대로 (2장), 3

장, 4장, 5장에서의 물 다양체를 나열했다. ‘홍수의 시기’라고 명명한 하단의 

선분이 보다 또렷한 이유는 매우 짧은 시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의 

경험의 강렬하다는 사실을 뜻함과 동시에 마을에서의 물-경관의 리듬에서 가

장 많은 물이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점에서 이어지는 선분은 그 

지점 위의 경계사물을 통과한 또 다른 물 다양체의 흐름을 뜻한다. 물 다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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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환 위에서 행위자-연망은 끊어지면서 이어진다. 

  감사라는 주제로 돌아가 감사가 기능하는 두 가지 방식에 비추어 모범 사례

로서의 P마을의 상황을 다시 써보자. 첫째, 감사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정

책의 상위에서 전체 과정을 통제하는 기획이라고 본다면 감사와 프로그램의 

관계는 정책-감사-정책‘로 이어지는 순서가 아니라 감사-정책-감사’의 순서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에 대해 현실을 평가하는 기준이 

현실을 지배하는 본말전도(本末顚倒)가 일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여

러 층위에서의 다른 성격을 지닌 물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P 마을에서 감

사가 작동하는 방식은 불연속적이다. 다시 말해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사는  

정책1-감사1 / 정책2- 감사2/ 정책3 - 감사3으로 끊어지면서 이어진다. 정책 

실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장소인 P 마을에서 감사는 단순화하고 가독성을 

높이려는 시도 혹은 상위의 원칙을 통해 현실상황을 통제하려는 상위에 놓인 

관점으로만 볼 수 없다. 불연속적인 감사는 각각의 프로그램의 예기치 않은 

결과를 책임을 물어야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이전 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정책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비공식적인 물을 축출하려는 시도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P 마을이 

성공사례일 수 있는 것은 보다 더 궁극적이고 높은 수준의 성취 즉 주민참여

와 역량강화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은 위의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이다. 다이어그램에서 각각의 화살표는 위의 원환과 다른 원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이미’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 점에 주목하지 않

는다면 위의 원환은 그저 깨끗한 물의 시기와 홍수의 시기가 반복되는 (악)순

환의 고리로 보일 것이다. 위 도식은 보이는 것 보다 훨씬 더 위태롭다. 바깥

으로 또 안으로 굽는 각각의 선이 어렴풋하게 그러진 원을 자르고 또 다른 원

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홍수의 절정과 깨끗한 물의 시기

의 분절은 결코 자연적이지 않다. 

(국제) NGO를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광의의 국가로 본다면, 물- 

다양체는 일상생활과 국가의 구분에 갇히지 않고 양자(兩者)를 다시금 만들어

낸다. 물은 NGO 조직의 프로젝트 매니저, 공동체 코디네이터, 새로 들어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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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공동 물탱크, (불법으로) 물을 나르고 파는 물탱크차, 쓰레기 은행의 

작업장, 홍수의 절정 때 쌓인 구호물자, 그리고 일상이 다시 시작됨을 알리는 

소독약과 만나고 헤어지며 흘러간다. 위의 다이어그램에서 작은 화살표들은 

기존의 연결망 곁에서 그 흐름을 자르고 이익을 취하는 이들이 있음을 가리킨

다. 외부로부터의 혹은 기존의 관계를 자르고 다시 연결하는 시도가 물 다양

체 그리고 실험실-마을의 리듬이다. 

하나의 부분적 해결책은 불완전하지만 서로 다른 문제식별-해결책들이 돌아

가면서 서로를 지탱한다. '문제식별-해결책'의 연결인 물 문제는 그 개입을 포

함하는 또 다른 물 다양체를 야기하며, 그 다양한 실천들 중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판명되는 문젯거리를 또 다른 방식으로 묶는 '문제식별-해결책'이 다시

금 등장한다. 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항상 그 문제의 복잡성을 감축하는 부

분적 해결책이지만, 그것이 한 가지 방식만이 제시되지 않으며 또 다른 해결

책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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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마을의 해안가의 가구들  

6-3. 실험실-마을의 바깥    

  물 다양체는 마을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해결하는 듯 보이는 정책적 실험의 

안에서, 곁에서, 전과 후에 탄생한다. 그리고 마을에서 발견되는 가장 압도적

이고 강력한 물은 실험실-마을이 정지하는 홍수의 절정에 있었다. 마을을 가

득 채운 범람한 물은 실험실-마을의 행위자 연망을 잘라내고 정지시킨다. 마

을의 규모를 벗어난 자카르타 전역을 아우르는 대(大) 하수관 건설 프로젝트나 

자바 해의 대 방조제 사업122)은 홍수라는 강력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정

책적 실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험실-마을에서 홍수를 직접 막는 

실험을 진행될 수 없다. 홍수 시기의 구호품 배포는 홍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해 상황에 놓인 주민에 대한 최소한 구제이며, 깨끗한 물의 시기 동안의 홍

수는 ‘아직 오지 않은 것’ 이거나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변형된 후에야 ‘부분

적’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직면할 수 없는 문제인 홍수는 당면한 것

122) 2017년 자카르타의 시장으로 선출된... 대 방조제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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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없고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잔여적’ 문제이다. 2장에서 5장까지의 

사례를 기술하면서 확인한 사실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모든 해결책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해결책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이요, 두 번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아직 현실화되지 않지 않

았으나 항상 잠재적으로 남겨져 있는 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장소

가 있다.    

P 마을의 가장 북쪽, 자바해와 접한 해안선 끄트머리에는 약 20여 가구가 쭉 

늘어서 있다. 마을에서 바다와 면하고 있는 ‘해안선 가구’들의 경관은 극빈층 

거주지의 전형처럼 보인다. 마을 곳곳마다 물 가게와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데 반해 그 가구들은 ‘물’로부터 물리적으로 동떨어져 있다. 가장 가까운 물 

가게와의 거리는 걸어서 15분 정도이지만 물 가게로 가기 위해서는 동 사무소

가 위치한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야만 한다. 실질적으로 ‘해안선 가구들’은 마

을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지리적인 고립에 더하여 해안선 가구들은 물 관련 시설의 측면에서도 마을로

부터 떨어져 있다. MCK도 물 가게도 없으며, 그 대신 마을 내부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물’들이 있다. (앞서 3장에서) 동네 아낙네들이 ‘사용하기에 부끄럽

다’고 말했던 빗물을 모은 플라스틱 통들이 있고, 해수의 침투로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는 우물이 여전히 열려 있었다. 주위는 쓰레기로 가득했고 대로에서 

그 가구로 들어가는 입구는 산더미 같은 쓰레기에서 풍기는 악취가 대단했다. 

화장실 또한 비위생적인 예전 방식 그대로이다. 마을 ‘지킴이’ 중 이 곳에 거

주하는 여성은 아무도 없었다. 해안선의 2-30 가구들은 마치 상수도 보급사업

이나 생활환경 개선 사업, 쓰레기 은행, 소독약 나누어주기 등의 ‘바깥’에 놓

여 있었다. 

리비(가명)는 P마을에서 17통의 골목길을 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걷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22살의 젊은 청년인 그를 만난 것은 미로처럼 뻗어있는 P마을

의 17통 골목에서 길을 잃었을 때였다. 그는 2-3번 방문했던 주민모임의 회합

장소를 찾아가는 중 완전히 방향감각을 잃었던 나를 대로까지 안내해주었다. 

감사의 표시로 담배 한 갑을 사준 이후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는 나를 볼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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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가와 길 안내를 해주겠다고 자청했다. 그는 골목길 깊숙이 물통을 배달

하는 일을 하는 물 소년(Anak air, Water boy)이다. 서부 자바 출신이지만 

순다어는 거의 하지 못하는 자카르타 순다 사람(Orang Sunda Jakarta)이라

는 그는 12살 때 물 배달 가게의 점원으로 마을에 들어왔고 미로처럼 길이 갈

라지는 17통의 끝 해안가의 열악한 지역에서 산다. 오토바이조차 통과할 수 

없고 몸을 비스듬히 해야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골목길에 물 한 통을 

배달하고 그가 배달 의뢰자로부터 받는 돈은 1000루피아(90원) 정도이고 필터 

물 가게로부터 3000루피아를 받는다. 리비는 17통의 유일한 물 소년이었다. 

경쟁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17통의 길이 워낙 복잡하고 벌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자신도 지금 일보다는 대로변

의 생활용수 가게의 물 배달꾼(Tukang air)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물 배달꾼

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20킬로에 달하는 물통 6개를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

히 튼튼한 물수레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특히 17통의 주민 중 일부가 약 1킬

로미터 떨어진 빈민용 시영아파트로 이주한 이후 단골손님이 줄어들어 골치가 

아프다고 덧붙였다. 그는 때때로 물수레가 통과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 입구

에서 골목 안쪽의 집까지 물을 운반해주는 부업을 한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

내던 너그러운 물 배달꾼은 100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 제리캔 하나를 운반

하는데 500루피아를 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리비가 식수를 배달하는 물 소

년으로 일하게 된지는 2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생활용수를 파는 물장

수의 일을 도와주었다. 무거운 물수레를 옮기는 일은 하지 않았고 가게에서 

물통에 물을 채우거나 물통을 씻는 일을 하던 그는 대로에 큰 규모의 물 가게

가 들어서고 물장수들이 물 가게에 고용되어 일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를 잃

었다. 

해안선 가구의 주민들 중 또 다른 한 사람인 50대 초반의 알라맛씨는 P마을 

중심에 위치한 마을 행사장에서 행사가 열릴 때마다 ‘빨간 색 간이 의자’ 200

여 개를 창고에서 꺼내어 배열하고 행사가 끝난 후에 다시 집어 넣는 일을 했

다. 알라맛은 ‘바닷가 사람들’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부지런하다는 이유로 코디

네이터 A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 휴대폰을 지니고 있지 않은 그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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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이 정해진 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 일정을 알려주면 일을 하

러 마을로 내려왔다. 그와의 인터뷰는 주로 ‘홍수 시기’의 무상원조를 받았던 

기억 그리고 2013년 2월 대홍수 이후 조꼬위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가 해안선 

가구에 방문했을 때의 기억에 집중되었다. 그 밖의 자신의 사정에 대해선 잘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알라맛 : “작년(2013년)에 홍수가 심했고 올해는 덜하다고 하지만 여기는 항상 

똑같아요. 물이 들어오면 쓰레기 떠다니고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집에 있을 

순 없어요.” 

연구자: “작년에 레스뽄이 휠씬 더 많았다고 다들 말하던데요.” 

알라맛: “많이 나누어 준다고 해도 집에 돌아가서 보관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몰라도 초등학교에 가서 피해 있으면 챙길 수도 없어요. 조꼬위가 왔을 때는 

물이 빠진 다음이어서 그 때 나누어 주었던 건 가지고 왔지.” 

연구자: “이 곳 분들 중에 쉼터에서 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아주머니도 계시나

요?” 

알라맛: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 않아. 마을까지 나가려면 꽤 걸

어야 하고 앙콧(Angkot)을 타려면 돈이 드니까.” 

이후 알라맛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코디네이터 A는 ‘해안선의 가구들’에 

대해 말을 꺼내는 연구자에게 단호히 대답했다. “거기는 어떻게 하기 힘든 곳

이고 거기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기가 시작하자마자 

언제 구호가 도착하느냐고 계속해서 물어보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민참여와 주민 자립을 자신의 활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적이라고 

‘정당하게’ 받아들이는 코디네이터 A는 해안선의 가구들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이들’이라 부르며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5장에서 확인했듯이 그 논리는 조직

으로서의 NGO의 논리 즉 ‘일상적 규모의 홍수’에 대한 무상지원은 외부의 지

원에 의존하려는 기대치를 낳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과 겹쳤다. 

‘해안선 가구’의 알라맛씨의 증언 역시 그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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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재의 프로그램 안에 있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잘 어울리지 않는 

이들이었다. 

여럿으로 분기하는 물의 작동 망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물-부족과 홍수 문제

를 해결하려는 ‘불완전한’ 시도들이라면, 해안선 가구들은 각각의 시도들이 포

섭하는 범위의 합집합 바깥에 놓여 있다. 해안가의 주민이 물 관련 프로젝트

들 속에서 가시적이 되고 접속되는 때는 홍수 때의 무상지원 때로 한정된다. 

물론 상수도 확장, 공동 마스터 사업, 공동 화장실 사업, 주민의 자립을 위한 

각종 행사들, 소독약 배포 등의 일련의 사업은 그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이 내세우는 논리는 P마을 내의 모든 이들에

게 열려 있다. 그러나 실제 실험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이들이 있다. 

P 마을의 프로그램에서 명시적인 배제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

로 배제되는 것들은 해안가 가구로 대표되는 극빈층 주민뿐만이 아니다. 설치

비와 유지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각 가구에 대한’ 수돗물 네트워크의 접속은 

당분간 유예되며, 쓰레기 은행사업을 통해 강과 수로가 깨끗해져서 홍수의 위

협으로부터 벗어나는 때는 언제일지 모른다. 홍수의 범람은 ‘어쩔 수 없는 자

연재해이다.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으나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것들은 

마을의 물-프로젝트의 진행 속에서는 망각되어야 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등장한다. P마을에서의 물 다양체를 더욱 더 증식시

키고 그로 인한 행위의 연쇄를 이끌었던 각각의 작동-망들은 나름의 논리를 

품고 있으며 그 논리는 다른 것들과 충돌한다. 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물에 

대한 권리를 지니지 못하고 배제되어 왔던 빈민촌에서 살았던 ‘더 많은’ 이들

을 배려하고 포함하려는 시도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P마을

에서 진행되어왔던 해결책(에 대한 해결책) 에 대한 해결책>의 연쇄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어떤 시도도 맹점을 지닌다는 사실을 은폐함으

로써 잘 작동한다. 해결책의 연쇄 속에서 계속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이 망각되

거나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도 되는 이’들로 간주된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안된 물 다양체는 서로 다른 방식의 ‘포함’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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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사실 속에 숨겨진 문제는 ‘포함’ 자체가 항상 그 바깥 쪽의 쌍인 배제

와 함께 진행된다는 점이다. 모든 것을 포함할 수는 없다. 프로그램은 그로 인

해 지칭되지 않는 다른 것이 있어야만 작동한다. 즉 배제가 가능할 때만 포함

이 있다. 배제와 항상 함께 가는 포함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해안가의 

가구들, 빈민가구 각각에의 상수도 연결, 홍수의 근절은 현 상황에서의 당면한 

과제가 아니라 이후에 처리해야할 잔여적(殘餘的)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망각된다.

잔여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망각되는 이유는 P마을에서 물 문제에 대해 대

처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상수도 확장, 물가

게, MCK, 공동물탱크, 쓰레기 은행, 하수도 청소, 홍수시기의 지원, 소독약 배

포가 진행되는 논리와 수행주체는 달랐다. NGO는 국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

다 할지라도 국가가 아니며, 수돗물 회사 역시 그러하다. 국가는 홍수의 절정 

시기를 제외한 평상시의 주민자치 활동의 많은 부분을 NGO에게 맡기고 있었

고 수행 주체들 각각은 조화로운 지도와 통제 하에 있지 않다. NGO활동가는 

동사무소부터 자카르타 시청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불만을 쏟아

내며, 공무원들은 NGO활동가를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들로 대한다. 물과 관

련된 ‘개입’이 하나의 주체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

하여 바깥에 남겨진 이들과 문제를 책임질 주체는 없다. 

<머시캅, 자카르타 북부청, 미래의 전망에서의 각기 다른 역할에 대한 Adi의 

사례> 

아디(가명 Adi)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P마을의 토박이었으며, 조사기간 

중 <미래의 전망>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사업에 참가했던 ‘적극적인’ 남성 

지킴이였다. 미래의 전망에서 일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사무실의 일을 돕는 것

은 그저 시간이 날 때 돕는 것 뿐이며, 자신은 동네의 이슬람 사원에서 일한

다고 소개했다. 그는 심야에 마을을 순찰하는 자율 방법단의 중요한 일원이기

도 했다. 연구자가 정식으로 미래 전망 사무실에 찾아가 P마을을 조사하겠다

고 스스로를 소개했을 때 마을 내의 숙소를 찾는 일, 동사무소와 각 RW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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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위치를 소개시켜주었던 것도 아디였다. 

그의 이력에서 특이한 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주민’으로 각종 사업에 참가했다

는 점이다. 7-8년 전의 머시캅의 활동 보고서에서도 사진과 이야기가 등장하

며,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외부행사에서 P마을의 성공사례를 프레젠테이션 하

기도 했다. 그러나 아디의 역할은 각기 다른 프로젝트 속에서 확연히 달라진

다. 머시캅이 P마을에서 집중적인 활동을 하고, 해외로부터 온 여러 명의 활

동가들이 마을에 머물던 시기 아디의 역할은 ‘조력자’였다. 그는 이전 자료에

서 사진을 보았다는 지적에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때는 어려서 무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당시엔 마을에 대해서 잘 알지

도 못했어요.” 

동네의 아낙네들로 이루어진 ‘지킴이’ 조직에서 그는 많은 발언을 하지 않았

다. 아주머니들에 둘러싸여 몇 마디 농담을 던지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이었고, 

마을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준비할 때도 물자를 나르는 정도의 일을 담당하였

다. 반면, 역시 중년 남성이었던 코디네이터 A와 B와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으

며, ‘주민으로서’ 수행해온 여러 경험으로 인하여 외부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초청되어 다른 마을의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역할을 거의 도맡

아했다. 서로 다른 전제와 (당면)목표와 실행방식을 지닌 정책들에서 성공을 

가능케 했던 주요한 원동력이었던 행위자들 즉 홍수시기 무상원조를 행하는 

국가, 주민자치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량 역할을 하는 NGO 코디네이터, 각종 

물-관련 사업들에서 자질구레한 잡무를 담당하는 지킴이 주민은 그들에게 부

여된 자리 바깥에서 계속 성공적일 수 없다. 반면 그 모든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은 항상 그리고 계속 배제된다. 배제가 포함보다 훨씬 더 강하게 

통합한다.123)

123) “포함/배제의 구별은 누가 포함된 자이고 누가 배제된 자, 혹은 총체적으로 배제된 자

인지를 뚜렷이 규정하기 힘든 개념이다... 애초에 포함들과 배제들은 각 기능체계별로 각 

소통의 매번의 실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때문이다. 한 인각의 특정한 기능체계로의 

포함과 배제를 그때그때 달라지며, 그 포함의 역할들도 그때그때 달라진다. 공중역할을 

통한 일시적 포함조차 없는 자는 아마도 생존하지 못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배제된 자를 

관찰하여 이를 정확히 주제로 삼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때문이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어떤 기능체계로부터 잠정적으로 배제된 상태에 있는 자들, 즉 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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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적이지만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 서로 다른 리듬을 품고 그 연쇄 자체

가 또 다른 리듬을 만들어내는 - 부분적 해결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효과있음/없음을 가름을 통해 항상 언제나 난제인 물로부터 배제된 이들과 또 

다른 문젯거리인 해결책들로부터 기인한 물 다양체가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게 한다. 계속해서 “결국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끈질긴 질

문에 안디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중에 (Nanti) 계속 하다보면 나중에 해결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위와 대화 끝에 인도네시아 사람은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보다 강력한 교

육과 계몽이 필요하다는 말이 이어졌다. 그는 보다 길게 오랜 시간에 걸쳐 마

을을 바꾸어 보겠다며 귀향(歸鄕)을 결정한 코디네이터였다. 만일 그의 고향인 

파푸아의 한 해변마을에서 마을 개발프로젝트가 시행된다면 아마도 그는 ‘지

킴이’의 지도자로 선정될 것이다. 

　

실험실-마을의 물 문제와 ‘해안가의 가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잔여적’(殘

餘的)문제로 밀려난다. 마을 사람들 모두는 완벽할 수 없는 물 문제와 그에 대

한 해결책의 쌍은 여럿이며 각각의 해결책이 엄밀한 의미에서 실패라는 사실

을 알고 있다. 일거에 마을 내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란 존재

할 수 없다. 물 문제와 해결책의 짝짓기(coupling)가 여럿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의 쌍을 ‘비판하고’ 그와 동시에 ‘보완하는’ 여럿의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

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연속되는 여럿의 문제-문제해결책들이 야기하는 효

과는, 비록 즉각적으로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프로젝트들이 계

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언젠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둘째, 여럿의 짝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그 각각의 실험들의 바깥

에 여전히 포함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문젯거리가 아닌 것으로 받아

들이게 만든다. 이는 실험실-마을의 최종적인 효과로서, ‘공유된 무관심’124)이

함 상태에 있는 자들이며, 그 상태의 지속이 그를 총체적 배제와 더 나아가 사회적인 원

인들을 갖는 소멸로 이끌 것이라는 점이다.” (정성훈 2009: 246)  

124) 한경구는 공유된 가치나 신념이라는 문화 개념을 뒤집어 ‘공유된 무관심’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문화개념을 제시한 바 있었다. “문화는 흔히 ‘하나의 인간집단이 공유하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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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름직하다. 자카르타의 P마을에서 물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결책이 전개

되고 이동하면서 등장한 효과 중의 하나 역시 각각의 프로젝트들에서 배제된 

바깥의 문제들에 대한 공유된 무관심 혹은 비가시화이다. 

실험실-마을은 오랫동안 국가의 관심 바깥에 놓여 있었던 빈민의 삶 속에서의 

문제를 광의의 국가가 다루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선의로부터 출발한다. 그 선의가 실제 정책으로 변모하는 순간에서의 분류, 선

별, 누락에 주목하여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지적할 수 있다. 널리 알려

진 틀로 본다면 실험실-마을은 부분적 포함이다. 동시에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전에 국가의 일이 아니라고 간주했던 대상을 포함하려 했다는 점에

서 간교한 배제라고 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의 현상을 사회적 포함적 배

제라고도 또 배제적 포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

나 실험실-마을이 물 문제를 그 내부의 틀로 접어 넣음으로써 자기완결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이 있으며, 실험

실-마을이 계속해서 성공사례로 거론되는 한 비가시적이 되는 또 다른 물과 

빈민들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그 양자택일을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로 간주할 수 없다. 

나 신념 또는 ’삶의 디자인 design for living이라 정의되지만,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는 오히려 사회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무관심’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

나의 문화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그 문화의 기본적인 가치나 여러 특질들을 너무나 자

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 즉 의문을 품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경구 2003: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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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결론

    : 물 문제의 전개와 은폐

조사기간 내내 연구자를 사로잡고 있었던 질문은 단순했다. 정책의 개입이 

본래 설정했던 물 문제 해결 더 나아가 빈곤퇴치 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에도 불구하고 왜 오랜 시간에 걸쳐 ‘실패’가 지속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실

패의 연속은 왜 그리고 어떻게 성공으로 받아들여지는가?   

이 질문에 대해 간명한 해답을 제시했던 예가 있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인류학적 연구의 예로 널리 알려진 제임스 퍼거슨의 연

구이다. 퍼거슨은 아프리카 남쪽에 위치한 소국(小國) 레소토(Lesotho)에서 10

년 동안 진행되었던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의 결론에서 ‘빈곤퇴치를 

목표로 본다면 실패이지만 일종의 부수효과로 개발프로젝트 전반이 탈-정치화

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관료제적 통치성이 뿌리내렸다’고 정리한 바 

있었다. 그의 결론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념비적인 비판이었으며, 그 함의

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불평등한 부의 분배가 계속되는 반면 부수효과로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관료제에 기반한 통치성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서 개발 프로젝트를 탈-정치화하는 반-정치 기계(anti-politics machine)로 

정의한 퍼거슨의 결론과 그를 둘러싼 논쟁점125)은 20여년이 지닌 21세기의 

자카르타 빈민촌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반복될 수 없다. 그의 해답은 

‘틀리지 않았으나’ 그의 질문 자체가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될 여지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개발 프로젝트의 탈-정치화 기능이 넓은 의미에서 또 다

른 정치임을 염두에 둔다면, 개발 정책의 입안자 뿐 아니라 실패하는 개발 프

로젝트의 대상자들이 왜 실패를 용인하는지에 대하여 답해야 한다. 둘째, P마

을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정책들은 이전 단계의 해결책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

출되었다. 뒤 이은 해결책은 이전의 해결책들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하는 경

125)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무용하다거나 넓은 의미의 개발 산업을 부정하는 것처럼 받아들

여졌던 퍼거슨의 논의에 대한 비판은 그의 결론이 지니는 ‘강한’ 의의를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퍼거슨이 ‘개발’의 문제 설정틀이나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의 개선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즉자적’인 비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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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으며, 각각의 시도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잠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즉 

많은 개발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 중에 첫 번째가 해

당 개발 정책의 바깥으로부터 그것의 실행 방향과 방식을 제약하는 권력이 무

엇인지를 아는 것이라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은 이미 항상 권력 효과를 지니는 

실행들 사이에서 순환하는 정책 내부의 순환을 밝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정책들을 잇고 끊는 내적인 체계를 그 내부에서의 권력 체계라 본다면, 어떻

게 그리고 왜 어떤 순간에 그 체제는 유지되거나 혹은 전반적으로 변경되는지

를 질문할 수 있다. 『국가처럼 보기 :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에서 스콧

은 통치대상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전문지식을 동원하는 국가 

주도하의 수많은 계획이 그 본성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고 주장한다. 국가는 단순화하고 계량화하려 한다. 그에 반해 스콧이 ‘국가처

럼 보기’에 대비되는 것으로 제시하는 개념이 전통적이고 토착적이고 구체적

인 지식인 실행지(Metis 메티스)이다. 메티스는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은 과업

을 오랫동안 수행할 때만 얻어지는 지식이며 실천적 혹은 실용적이다(스콧 

2010 참조) 스콧이 제시한 가독성 vs. 메티스의 분류에 기대어 세 가지 질문

을 해보자. 첫째, ‘국가처럼 보기’가 국가정책의 계획된 실패를 계속해서 야기

했다면 왜 국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토착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은 계속해서 파

괴되고 사라지고 있는가? 둘째, ‘국가처럼 보기’는 그 자신의 실행 즉 정책 수

립과 실행과정에서 그 자신의 실행지(메티스)를 지닐 수 없는가? 셋째, 국가처

럼 보기가 아니라 그 통치 대상들의 관점에서 - 마을(혹은 동네)의 관점에서 

- 분석하기를 원한다면, ‘마을처럼 보기’란 실행지(메티스)에 대한 상세한 기술

(記述)인가?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부정적일 것이다. 첫째, 국가가 그 대상을 온전

히 알아차릴 수 없다는 사실이 국가의 실패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가독성’ 높

이기가 국가의 통치 대상: 지역, 마을, 인구집단, 각 개인의 모든 것을 식별하

고 등록하고 통제함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국가는 없다. 국가는 특정 

시기의 특정한 상황에서 그 영토 내의 대상에 대해 필요한 만큼 가능한 방식

으로 파악한다. 다른 시기와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가독성의 필요가 대두되



- 249 -

는 것 역시 국가의 실패라고 볼 수 없다. 국가가 진정 국가답게 온전히 기능

해야 한다는 필요성 즉 더 뛰어나고 효율적인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

으로 이어진다.

‘실험실-마을’ 에서의 물 다양체라는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보자. 주민의 생존

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은 ‘마을 내에 어떤 물이 

들어오고 유통되고 사용되고 흘러나가는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파악하려는 

시도이지만, 그와 동시에 권력과 ‘당위’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실험실-마을의 

물 다양체는 어떠한 물이 어떻게 들어오고 흐르고 나가야만 하는지를 결정하

고 관철시키려는 실험에서 탄생한다. 그 실험이 완전할 수 없으며, 어떠한 해

결책도 단번에 마을 내의 모든 이들에게 충분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할 수 없

다는 점 때문에 보다 많은 물이 실험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서 등장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본 논문은 빈민촌 P 마을에서 불완전한 해결책들이 꼬리

를 물고 이어지는 양상을 물 다양체 개념을 매개로 추적하며 출발하였다. 여

러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P마을을 

‘실험실-마을’로 칭하였다. 2장에서 5장까지의 서술을 통해 하나씩의 해결책을 

제시했던 각 장의 해결책이 앞 장의 해결책에 대한 문제점에서 넘어서려는 시

도라는 점을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부분적’ 해결책들이 어떻게 하여 ‘해결책’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상의 4개의 해

결책들이 어떤 조건에서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작동하는지를 요약하여 제

시함과 동시에 그 해결책들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겨진 바깥이 

잔여적 문제로 유예된다고 주장하였다. 

  각각의 정책적 실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정책과 접속함으로써 이어진다. 

정책의 접속이란 시간적으로 선행하는 정책의 선택이 이어지는 정책의 전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항상 그것이 성공이었다고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완전한 실패 혹은 실행되지 않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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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았다는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전면적인 거부가 아니라 그 다음 정책을 위한 

준거점이나 교훈을 주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연결의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지는 범위를 실험실-마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실험실-마을은 각각의 정책적 시도가 말 그대로의 실패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어지는 실패 속에서 정책적 진리와 교훈을 얻어낸다고 믿어지는 한계라 할 

수 있다.  

  P마을이 실험실-마을로서 작동하는 방식은 물 문제를 정의하고 가능한 수준

에서의 단기-중기-장기의 목표를 설정하며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과

정이었다고 요약하는 것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 요약은 단면적이다. 물 민

영화사업과 함께 친-빈민 정책이 포함된 것,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수도 보

급사업이 진행된 것, 지속가능한 공동체 개발을 위해 주민참여와 역량강화가 

주요한 가치로 설정된 것, 반복되는 홍수에 맞서 구호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은 

사실 하나의 일관된 논리에 의해 매끄럽게 수행될 수 없는 상호 충돌하는 다

른 논리들의 경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마을에서 그 충돌하는 논

리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해결책들이 이전 

해결책을 ‘비판’하면서 이전의 문제를 덮고 또 드러내며 진행되었다. 

자카르타 내에서 물 문제 더 나아가 빈곤문제를 겪고 있는 수많은 빈민촌들

과 비교했을 때, 성공적 사례로 분류되는 P마을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자카르타에서의 빈곤-정치가 이전의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긍정적 면모와 부

정적 면모가 떼어놓을 수 없는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동시대의 동일한 구

조적 조건들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장에서 ‘그렸던’ 

원환 즉 물 다양체의 배치는 ‘깨끗한 물의 시기’와 ‘홍수의 시기’가 조화롭게 

교체하는 기능주의적 모델이 아니다. 그와 반대로 각 결절점에서 등장했다 사

라지고 또 다시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물은 생활용수 부족과 홍수의 반복이

라는 문제를 제거하지 못하는 정책적 개입이 계속 이어짐을 보여준다. 해결책

이 되지 못하는 해결책이라는 역설은 해소되지 못한다. 다만 이어지는 다른 

정책적 개입, 즉 다른 자리로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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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각한 사회문화적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책을 분석하는데 있어 국가 vs. 마을을 위와 아래 사이의 문제라

는 틀 뿐 아니라 마을 내에서 그어지는 안과 밖의 문제로 조명하였다. 물 다

양체는 어떤 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생활용수와 홍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면과 그렇지 않은 면으로 나누며 구체화된다. 물 문제에 대한 대처가 

선별하고 집중하는 코드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은 명백하다. 모든 이들에게 

물에 대한 열린 접근(open access)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바다와 면해 있는 

특성상 빈번한 홍수의 위험에 놓여 있는 마을 전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식의 강경한 해결책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황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상(理想)에 비추어 비판하는 것은 사실 가장 단순한 지적에 불과하

다. 본 논문은 그 대신에 큰 문제없이, - 누군가의 관점에서 볼 때는 - 잘 기

능하고 있는 실험실-마을 내부에서 발견되는 균열들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어느 부분이 비 일관적이며 또 어디에서 위험을 봉합하며 작동하는지를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즉 문제점이 없는 듯이 보이는 작동 안에

서 그 스스로를 위협하는 양상을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실험실-마을이라는 시

공간은 그 자체가 한시적인 짝짓기의 결과이다. P 마을이 자카르타의 물 문제

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실-마을로 자리매김 되고 작동했다는 사실

은 국가 정책의 시범사례로서 의도적이며 정치적 고려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사실만을 폭로하지 않는다. 실험실-마을인 P마을에서의 정책적 실험은 긍정적

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낳았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긍정적/부정적이라는 판단을 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분석결과를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다. 물-기본권

을 전면에 내세워 자카르타의 물-민영화 사업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을 벌였고 

그로 인해 민영화 조치 취소라는 성과를 얻어낸 시민운동을 가장 바람직한 모

델로 채택할 수 있는가? 물-기본권은 생존에 필요한 필수요소 중의 하나로 

‘물’을 정의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을 그 목적

으로 내세운다. 이러한 논의에서 가장 강력한 구호는 자카르타에서 “가난한 

이들이 부자보다 더 많은 돈을 치루고 물을 얻는다”는 것이었음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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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수돗물 네트워크에 ‘소비자’로서 직접 접속되어 있지 않은 이들 모

두를 물과 관련된 불평등의 피해자로 호명한다.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점 자체가 자카르타의 물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점이기

도 하지만, 대략의 추정으로 도시 전체의 40%를 배제된 자로 설정할 경우 ‘배

제’의 문제를 단순화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물 바깥에 있다는 사실은 배제된 

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경시하거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평이라 받아들이게 

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로부터의 배제가 국가 내부에서 아직 남아 있는 불

평등이 문제로 파악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들을 계속해서 요청

하고 요구하는 문제로 바꾸어 놓는다. 물과 배제된 자와 같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을 시정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절차나 방법도 지니지 

못한 이들의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된다. 

현장에서의 사례들을 동원하여 ‘국가의 기획은 왜 실패할 수 밖에 없는가’ 라

는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지 않다. 오히려 어려운 질문은 성공이라 말할 수 없

는 각각의 기획들이 왜 성공인 것처럼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된다. 첫째, 국가를 일관된 합리성의 중

심으로 간주할 때 국가에 의한 대부분의 통치행위는 실패이다. 반대로 국가에 

그런 일관성의 중심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 문제를 둘러싼 국가

의 시도는 상호 충돌하는, 각기 다른 전제, 당면 목표, 수단을 지닌 프로그램

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각기 다른 시도들은 공명(共鳴)한다. 물-민영화와 빈민 

친화적 상수도 보급 프로젝트와 예외적이고 획기적인 작은 규모의 공동 계량

기 사업은 서로 충돌하고 그것과 면한 프로그램의 한계와 (예기치 못한) 결과

를 비판하며 이어지지만 그 전체의 효과가 실험실-마을 전체를 성공이라 부를 

수 있게 한다. 

실험실-마을은 물 문제에 직면하여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며 그 효과의 성패에 

따라 곧바로 평가받는 투입과 산출 모델로 환원되지 않는다. 실험실-마을은 

그 자신의 문제와 그에 대한 평가를 자기 스스로 산출한다. 하나의 체계인 실

험실-마을에서 물 다양체는 각각의 분기점에서의 굴절을 가리킨다. N+1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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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그럴듯함을 지탱하는 예가 실험실-마을로서의 P마을이다. 

‘문제와 문제해결을 연결시키는 각기 다른 쌍이 모인 실험실-마을의 상황을 

일반논리로 고쳐 쓴다면, ⓵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문제와 문제해결을 

구분함으로써 인위적 인과 관계를 설정한다. ⓶ 특정한 문제-문제해결책이 그

럴 듯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그 구별의 기능이 설정된다. ⓷ 기능

이 설정된다는 사실은 하나의 문제에 대한 복수의 문제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

니라 다수의 문제-문제해결책들이 공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⓸ 엄

격히 말해 모든 상황의 출발점에 있던 ‘문제’ 일반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

문제해결책들이 서로를 제약하고 유예하며 비판하며 은폐함으로써 문제가 해

결된 것인 양 받아들여진다. ⓹ 다수의 기능이 ‘공존’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양

상 즉 즉 역설 돌려막기에 대해 씀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은폐됨이 드러난다.      

위의 ⓵에서 ⓹까지를 논리를 P 마을에서 벌어졌던 일을 통해 다시 쓴다면, 

첫째, 98년 물 민영화 사업이 시작되고 2000년대 초반의 대홍수를 겪은 이후 

빈곤의 악순환의 주요 문제로 생활용수 부족과 홍수문제가 설정되었다. 자원 

부족과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각 가구에 상수도를 연결시키거나 홍수자체를 근

절시키는 기반시설의 건설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둘째, 생활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의 부분적 증설과 극히 일부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

동계량기 사업이 시행되었고 긴 안목에서 홍수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되는 쓰

레기 은행 사업이 착수되었다. 홍수 때에는 한시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무조건

적 무상지원이 제공된다. 각각의 정책은 물 문제 전체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부분적 해결책으로서 기능했다. 셋째, 빈민촌의 물 문제와 해결방식의 연결은 

계속해서 새로운 물(문제)를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상호 충돌하는 전제를 지닌 

다수의 해결책이 실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빈민촌 자체를 모범사례로 정립한

다. 넷째, 모범사례가 된 마을에서 물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마을은 여전히 

홍수에 시달리고, 물장수는 폭리를 취하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도저히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빈민들은 물을 얻지 못한다. 다섯째, 각각의 

해결책은 각각이 설정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전보다 더 싼 가격’으로 ‘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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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게’ 물을 얻을 수 있고 홍수의 절정기의 아수라장 시기를 제외하면 주민

자치와 역량강화 더 나아가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길에 올라선 것이

다. 물 다양체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문제-문제해결책의 연쇄의 바깥은 잔여의 

문제로 간주되고 망각된다. 이에 물 다양체와 빈곤정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물 다양체는 담론적/비담론적 실체와 결합함으로써 계속 다른 양태

로 변모해 다른 효과를 낳는다. 그 추이는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험이 

그 문제를 다른 모양으로 변모시킴으로써 그 문제를 견딜만한 것으로 바꾸는 

과정에 상응한다. 

물 다양체는 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시도와 만나면서 그 양태를 달리 한

다. 그 흐름은 여러 층위에서의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동시에 끊는다. 그 이어

짐과 끊김은 지속적으로 물 문제를 다시금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

른 시도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성공적’인양 보인다. 그와 동시에 ‘잔여적’인 것

의 존재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다. 

완벽한 해결책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복수의 개입이 다른 것을 비판하면

서 맞물리는 결과 두 가지 효과가 등장한다. 첫째, 빈민들의 권익이 확대된다

는 느낌, 둘째 여전히 배제된 이들과 물 문제에 대한 온전한 해결이 유예된다

는 사실이 망각된다. 서로 반대방향을 향한 포함과 배제가 같은 원리를 통해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는 P마을에서 진행되는 물 문제와 해결책의 쌍

들이 서로 다른 구별에 근거하며,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유효하며 서로를 끊

고 한정하는 ‘리듬’126)이 만들어진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물 다양체와 이중

의 물 문제는 망각되고 마을은 성공사례인양 (한정된 시간 동안) 유지된다. 물 

문제가 물 다양체를 낳고 그것이 최초의 예상했던 결과를 흘러 넘치는 부정적

인 부수효과를 만들어냄에도 불구하고, 실험실-마을은 효과있음=효과없음이라

는 역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반면 P마을이 더 

이상 실험실-마을이기를 멈추는 순간은 오직 또 다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또 다른 ‘실험’이 출현했을 때일 것이다.127)

126) 리듬은 지속되는 규칙인 박자와 달리 그것을 상위차원에서 결정하는 규범이 아니다. 

리듬을 구성하는 각 부분을 아우르는 리듬이란 없으며 항상 리듬은 사후에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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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ter Multiple and Lab-Village

- Developments and Effects of a Water Problem in a Kampung, 

North Jakarta, Indonesia 

Lee, Kyung Mook

Department Of Anthrop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sity 

This research attempts to highlight the multiplicity and complexity of 

water problem in an urban slum in north Jakarta, by introducing the 

notion of water multiple and lab-village. 

  Water problem in Jakarta is accepted in two ways: the lack of clean 

water and flood, arrived in the village after 2000 and it is said that it is 

impossible to solve the water problem in the city because of various 

limit of resources, money and so on. After the introduction of water 

privatization in 1998, however, the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NGOs 

inevitably have tried to solve the problem in urban slum. It is partly 

because water privatization was criticized by ordinary people in that it 

would make the water problem in the slum area worse. In other ways, 

village P suffers from the flood because of its geographic position. 

The projects in Village P aimed to connect the poor to the urbanized 

water network were 'partial solution' in that they made new temporary 

ways until all the slum dwellers are connected to the network. At the 

same time, the ideals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get 

another meaning: the selection of the target of urban poor projects and 

making desirable subjects in the urban slum. 

  

In this study, water multiple signifies many aspects: water as problem, a 

standard of improved condition of urban life, concrete projects, and 

effects of the practices involved, keeps changes its forms and meanings. 

At the same time, a urban village (village P) has become an example of 

successful laboratory of urban poor policy. 

Village P that cannot be a laboratory in a strict sense gets paradox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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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in between a laboratory of social polices and a field of social 

policies because it has undergone various water projects with different 

foci and ways over 10 years. In the context of the discussion concerning 

the relation of the state and its policies, the case of village P reveals 

that the social problem and programs constitute a regime of governance 

which are not always subjected to the their unexpected effects. Even 

though some projects resulted in undesirable effects, lab-village keep 

changing its frame and meaning and remains a successful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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