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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시 마을에서의 국가-사회관계: 

하노이 ‘프영 응옥 하’ (Phuong Ngoc Ha)를 
중섬으로1) 

최호림*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탈사회주의 사회 연구에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어느 정도 

로 인민의 사적 영역을 장악하고 통제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중심주제 

중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즉 국가-사회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베 

트남의 국가-사회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는 국가와 사회 중 어느 것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국가가 

전 사회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이 었다. 이러한 ‘전체주 

의적 접근’ (totalitarian approach)은 다시 두 가지로 나뀐다 첫째는， 

베트남 당-국가는 지방 촌락과 노동현장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사회조 

직과 그 대안들을 선점하고 있으며 (Womack 1992: 180) , “단일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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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 읽고 상세하고 유익한 조언을 주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 

린다.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최호럼 2003)의 일부를 발훼， 재정리 

한 것이다. 필자는 학위논문을 위해 1999년 10월부터 2001년 8월까지 하노이 

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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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주의" (mono-organizational socialism)에서 당의 명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직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관점이다(Thayer 1992: 

111-12). 둘째는 사회적 힘 (social forces) 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나 국가가 지배하고 있거나， 당 국가에 협조적인 조직의 형태에서 

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중조직의 자율성은 “동원권위주의” 

(mobilization authoritaria띠sm)체계 내에서 공산당 감독 하에 있는 것 

으로 제한되며， 당의 권위가 위임된 통로를 따른다면 대중의 관심사 

도 국가 지도자들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Turley 1993: 330-31). 이러한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 기초하고 있 

어서 지방수준에서 사회적 힘들의 역동성을 살피는 데 장애가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힘 또는 민간조직에 방점을 두는 견해 

가 제시된다. 우선 베트남 공산당과 국가기구의 정책기획 · 조정 · 시 

행 능력은 지배적인 국가가 갖추어야 할 것에 비하면 상당히 미약하 

다고 본다(Woodside 1997). 나아가 국가의 통제에 저항하는 집단과 

사회적 과정이 국가의 영향 이상으로 경제와 사회를 구성해오고 있 

다. 즉， 미 약한 행 정 기 구들과 침 투하는 시 민 사회" (penetrating ci띠l 

society)의 조합이 국가의 요구와 실제 사이의 격차를 설명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Thrift: andForbes 1986: 165).1970년대 말 심각한 기능 

부전을 드러낸 ‘합작사’ (Hop ttκ xa ， 合作社)에 관한 분석에서， 생산활 

동이 국가의 공식 목표와 규칙을 따를 때보다 지방민의 이해에 따른 

나름의 전략에 의존할수록 더욱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음이 밝혀졌다 

(Fforde 1989: 115-132). 여러 지역에서 사적 생산수단과 가족노동력 

을 동원하는 등， “사적인 계략" (private plot)을 통해 국가가 제재하는 

집단화된 토지를 영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관찰되었다(White 

1983; Fforde 1989). 국가가 계획경제하에서 시장을 폐지하거나 시장 

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cho 

deη ， black markεt) 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Luong 1998). 인민들은 개인적， 집단적으로 국가의 제재 밖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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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계획과 모순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추진에 장애 

를 만들기도 한다(Kerkvliet 1995a: 398-402). 나아가 사회의 압력을 

통하여 국가가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Porter 1993). 2) 

이러한 연구는 지방의 사적 영역 및 대중조직의 요구와 국가의 상 

호작용을 고찰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고， 이론적으로 “일상의 

정치 .. (everyday politics) 에 관한 연구와 연결되고 있다 (Kerkvliet 

1995b). 3) 그러나 국가와 사회， 중앙과 지방 등을 단지 분석을 위한 

개념적 범주로서 뿐만 아니라 이분된 실체로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시각과 동일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국가를 원 

래부터 시장외부의 존재 또는 사회외부의 존재로 규정하고， 정치 및 

사회와 경제를 분리하고 었다. 그리고 지방 내부의 어떠한 문화적 요 

소가 국가의 요구를 부정하는 공간을 만들도록 하였는지에 관한 통찰 

은부족하다. 

펼자는 현재 베트남에서 발견되는 여러 사회문화적 현상들은 국가 

사회관계의 틀 내에서 양자의 힘의 균형 또는 불균형에 따라 역동적 

으로 변화하는 것들이지만， 양자의 관계를 단순히 대립적인 구도에서 

밀고 당기기， 또는 국가의 지배력의 정도에 따라 ‘켜고 끄기’ (on and 

o삐식으로 단절의 국면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의 한계를 지적 

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사회관계의 분석을 위해 이분법을 탈피한 

‘연속성’ (continuiη)의 관점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한다. 필자의 현 

지연구 경험을 비추어볼 때 실제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개혁과 ‘전통’ 

의 복구과정， 그러한 구조적 조건에서 실천하는 개인들의 일상적인 

행위의 차원에서는 국가-사회는 구분되지 않으며， 공식적인 지위를 

2) 이런 맥락에서 당←국가가 제재하는 조직 외부의 일반 인민들로부터의 압력 

이 국가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관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V\머ite 1985: Fforde 1989: NgoVi며1 Long 1993: Beresford 1988). 

3) “일상의 정치”는 스갓의 “저항의 일상적 형태 (everyday forms of resistance)" 

라는 개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Scot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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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구분이 인식되더라도 마을 수준에서 상호 중첩적인 침투와 영향 

주고받기를 지속하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 내부의 사회관계와 문화적 · 도덕적 가치의 영 

향을 강조한 연구에 주목할 수 있다. 혁명이후 ‘집단화’ 에도 불구하 

고 지방 고유의 사회관계와 도덕적인 유대는 지속되었으며， 탈집단화 

이후 자본주의화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도 특정의 사회관계들은 상 

품화되지 않고 남게 된다(Truong 2001). 즉 가족과 친족， 이웃과 촌 

락공동체의 유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역설적으로 지방수준 

에서 국가의 정책은 지방의 사회관계에 내재된 규범과 가치 또는 위 

계를 통해 관철되어 왔음을 설명할 수 있다. 집단화와 탈집단화 모두 

‘공동체’ 의 유대를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과정과 병행되기도 한다. 희 

생， 도덕적 부채， 상호부조 등 촌락민의 삶으로 구성되는 상징적 세 

계에 포함되어 있는 주관적인 인식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혁명과 개혁 

의 영향 내부와 외부 양쪽에 걸쳐 있다. 지방촌락에서 국가 인민의 

상호접촉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규범과 가치들 

이 지방의 그것들과 어떻게 모순되며 혹은 공조하는지， 그 규범과 가 

치가 어떻게 하여 지방 주민들에게 요구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국가의 공식 행정단위 말단의 생활현장에서 국가-인민의 관계에 주 

목하기 위해서 “조정지대" (mediation space)라는 개념에 유념할 필요 

가 있다(Koh 2000). 이것은 당-국가의 정책집행이 어떻게 인민들에 

의한 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따라서 당-국가가 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 

록 자격 을 부여 하는지 에 초점 을 두는 “타협 적 국가" (accommodating 

state) 의 입장에 속하는 개념이다 4) 이러한 입장에서는 지방에는 당

국가의 규범과 다르게 책략을 발휘하는 공간이 존재하며， 이것이 결 

4) “타협 적 국가” 의 입 장에 서 베 트남 당-국가는 대 중을 고려 하고 (mass

regarding) , 의사(憐似)민주주의 적 ( quasi -democratic) 이다(Womack 1987: 

484-85: Koh 2000: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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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상위의 당-국가에 영향을 미쳐서 정책이나 지시가 지방사회의 관 

행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킨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사회관계는 관용， 

상호반응， 그리고 상호영향의 특성을 지닌다 당 국가의 대리인들은 

그들의 지배를 엄격하게 강제하려고 하지만，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대중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는 인민들과 타협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방에서의 국가-사회관계의 조정지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히 

행위 수준에서의 .타협’ 의 과정을 해석하여야 한다. 펼자의 현지연구 

지역에서 당 국가의 권위를 위임받은 지도자와 주민들의 일상적인 관 

계와 행위의 측면을 관찰하면 간부들이 자신을 고용한 당 국가보다도 

지방 공동체와 동일시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간부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이면공작을 하는 인민들과 자신을 위해 정책을 

예외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결정의 일부 

는 지방의 도덕적 · 문화적 역동성 (moral ， cultural dynamics) 에 근거하 

는 것이다(Luong 1993: 139). 최근 연구에서 지도자와 지도력에 대 

한 인식이 당-국가의 인식과 상이하여 지방의 지도자 선거과정에서 

같은 공동체에 거주하는 지방정치인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에 그러한 

인식의 차이가 영향을 준다는 점이 밝혀졌다. 가령， 당-국가가 지지 

하는 후보가 지방의 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Malamey 1997: 900). 이러한 발견을 통해 간부들 

은 지방의 규범이 당-국가의 규범과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역할 갈등에 직면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 국가-사회관계의 성격에 관한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 (탈)사회주의 국가의 과도기적 혹은 전환기적인 상황에 대한 연 

구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비 

판적으로 검토한 기존연구의 주요 성과를 수렴하여， 하노이의 ‘프영 

응옥하’ (Phurmg 1냉oc Ha 玉河功)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국가 사회관계에서의 조정지대를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사회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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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양자의 공존을 설명할 수 있는 분석대상 

과 연속성의 성격과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 도시의 기초 행정단위인 ‘프엉’ (phuong , 

해， ward)과 프엉 이하의 사회구성에서 국가와 사회의 접촉과 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와 그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부여하게 된 지방의 문화적 요소가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치를 정당하게 하는 자원의 성 

격과 국가-사회의 상호작용의 성격이 행위의 차원에서 어떠한 양상으 

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2. ‘프영 응옥하’ 와 ‘랑 다이엔’ (Laη!g Dai Yen) 

현재의 하노이는 1831년 하노이성 (河內省)이 만들어지면서 공식 

지 명 으로 등장하였다(Luu Minh Tri & Hoang Tung 1999). 이 후 하노 

이성은 143개 프영으로 구별하였다(Koh 2000: 38).5) 1889년 식민정 

부는 하노이성에 속했던 지역의 일부를 분할하여 ‘하노이시’ 를 구성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1980년까지 프엉은 행정단위의 용어로 사용 

되지 않았다 6) 1980년 헌법으로 세 수준의 단위로 구성된 “지방정권” 

이 확정되었고， 프영이 세 번째 수준의 정권’ (chinh quym , 政權) 단 

위로 부상하였다 7) 하노이는 크게 도시지역인 내성 (ηoi thanh , 內城)

5) ‘프영’ 은 리 (Ly ， 李， 1009-1225년)조가 탕롱(Thaηgμη!g. 하노이의 옛 이름) 

에 61개의 프영을 설치한 것에서 기원한다(Hoang Huu Phe & Hans Orn 
1995: 3). ‘프영’ 이 13세기 천 (Tran. 陳)， 또는 15세기 레 (Hau Le , 後쩔)조 

에 처음 설치되었다는 설도 있다(Koh 2000: 38). 프영의 명칭상의 기왼은 

그만큼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1975년 이전 남베트남에서는 ‘프영 이 도시의 소규모 이웃지역을 가리키는 

단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Koh 200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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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농촌지 역 인 외성 (ηigoai thanh , 外城)으로 구분된다. 1999년 현재 

내성의 7개 ‘꾸언’ (quaη ， 那)에 1027B 의 프영 또는 ‘소구’ (tieα khu , 

小區)가 있고， 외성에는 5개 ‘후엔’ (h따leη ， 縣)에 118개의 ‘싸’ 와 8개 

의 ‘티젠’ 이 있다. 내성 중 시내 중심가인 꾸언 호안끼엠 (Hoan Kiem) 

은 36개 수공업 전문거리를8) 중심으로 하는 옛 시가 지역으로 가장 

인구밀도가 높다 프영 응옥하가 포함된 꾸언 바딘 (Ba Dinh)의 경우 

최근 20여 년 동안 농지가 주택용지로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시 

내 중심가에 비하여 인구의 증가 속도는 빠른 편이다. 

1954년까지 프영 응옥하 지역의 각 마을들은 랑(μηg) ， 짜이 (tr짜， 

塞) , 톤(thon ， 村) , 쏟(xom) 등이 붙은 고유한 이름으로 불렸다(B띠 

Thiet 1993). 1955년 토지개혁이 시작되면서 ‘꽃마을’ (trai HaηgHoa) 

이라는 이름에 포함되어 았던 두 개 마을이 싸(xa)로 바뀌었고， 1975 

년 이후의 하노이시 도시행정 개혁과정에서 두 개의 소구가 정해진 

7) SRV 1995. 만Iien Phap Viet Nam, nam 1946, 1959, 1980 va 1992~ (각 연도별 베 

트남 헌법)， NXBC빠1 Tri QUOC Gia , 제 113조 참조. 베트남에는 중앙정부 

아래 성 시-후엔(縣) . 꾸언(홈B) ’ 기초단위’ (doη vicoso) 등 세 수준의 지방 

행정단위가 있다. 농촌의 ‘싸’ (xa , 社， commune) , 소규모 도시지역의 ‘티 

싼’ (thi tran , 市鎭， townlet) , 그리고 도시의 ‘프영’ 이 곧 ‘기초단위’ 또는 

기초수준’ 에 해당한다. 1997년 10월 현재 베트남에는 모두 8 ， 823개의 싸， 

5207H의 티 씬， 그리고 949개의 프영이 있다. 프영 지역의 면적은 전국의 1-

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약 15%가 거주하고 있다(Koh 2000: 4-5). 프영을 

지칭하는 행정용어로 ‘기초정권’ (chi:ηhqαryen co so) , ‘기초행정단위’ (don vi 

haηh chinh co so )도 통용되고 있다. 

8) 36개 수공업 및 상업 전문거리를 “36 포 프영 .. (pho phwmg)이라고 부른다. 이 

곳은 하노이성 동쪽에 위치하며 , 흔히 ‘원래의 하노이’ 로 얄려져 있다 

(Nguyen Khac Dam 1999). 왕조기 에 이 곳의 주요 수요자는 왕족과 귀 족층 

이었으나， 기층의 사회를 구성하는 ‘시장’ 이기도 하였다. “교역은 친구를 만 

틀고， 장사는 프영 을 만든다 .. (buon co baη ， baη co phuoη!g)는 속담처 럼 , 프영 은 

행정용어 외에 사회경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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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지역에서 ‘싸’ 라는 단위는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1979년에 두 소구를 합쳐 ‘응옥하 소구’ 로 통합하였고， 1981년 일부 

인근지역을 편입시켜 현재의 ‘프엉 응옥하’ 를 형성하게 된다(Ban 

Chap Hanh Dang Bo Phuong N goc Ha 1996: 11) , 

1999년 4월 현재 프영 응옥하의 인구는 18 ， 819명이고， 행정적으로 

107R의 ‘꿈’ (r:um)과 65개의 ‘또’ (to)로 구분되어 있다， 10개의 꿈에 

는 이전의 다섯 개 ‘전통마을’ 이 편재되어 들어갔고， 합작사 시기 국 

가부문 종사자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일부 ‘집체구’ (khu tap the , 區集

體)가 편성되어 있다. 필자의 집중적인 현지조사지인 ‘랑 다이엔’ 은 

응옥하의 중앙에 위치한 ‘제 7꿈’ (0αm 7) 에 해당하는 ‘전통마을’ 이 

다. 남쪽의 마을 진입로에는 철제로 개조한 ‘대나무 차단기’ 가 남아 

있다 9) 자전거 두 대가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진입로를 따라 꼬불꼬 

불 들어서면 마을의 입구인 대안문(大安門)이 나타난다. 골목을 따라 

1-3층의 가옥들이 연이어져 있고， 골목들 어귀에는 30평에서 150평 

정도에 이르는 채소나 약초를 키우거나 잡초들이 엉켜있는 텃밭들과 

주택건설을 위해 터를 닦을 준비를 하는 공터들이 놓여 있다 10여 

년 전만 하여도 마을의 많은 집들이 나무울타리와 텃밭을 경계로 불 

규칙하게 나열되어 있었는데， 조사 당시에는 대부분 벽돌담과 철제대 

문을 갖추고 있었고， 골목도 대부분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포장이 되 

어 있었다. 이제 마을에서는 소들이 한가히 대나무 잎을 씹고 누워있 

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크고 작은 골목을 따라 식품점， 잡화상， 비 

디오대여점， 이발소， 간이음식점， 카페， 가라오케 등이 들어섰다. 

마을이 도시지역으로서의 면모들을 매우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랑 다이엔이 “농촌이면서 도시 .. (ν% 

μngvμph이라고 설명하였다. 외관상의 분명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 

9) 대나무로 만든 입구는 베트남 전통촌락의 경계를 구획하는 상징물이었다 

(NguyenTuChi 1993 (1984); Hickey 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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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여전히 ‘전통촌락’ (μng)의 성격과 전통적인 사회관계가 유지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대를 이어 마을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주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장노년들은 ‘촌락공동체’ (amg 

donglang)의 ‘땅깜’ (tinh cam , 情感、)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표현을 

거듭하였다 10) 이러한 설명방식들과 관련된 담론들은 “소전통 .. (li떠e 

tradition) 개념을 위시한 낭만적인 관점을 떠올리게 한다(Redfield 

1955; Phan Ke Bi바11999[1932]). 

필자는 조사 초기에는 주민들의 이러한 설명방식들이 사라져가는 

농촌 고향의 풍경과 이웃의 다정다감한 호혜성에 대한 단순한 향수의 

표현일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즉 주민들이 ‘꽁동’ (cong doη!g ， 共同)을 

중요시하는 관습적인 언명을 통하여 도시에서 ‘정감’ (tinh cam) 이 점 

차 소멸되어 가는 현실에 대한 정서적인 반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현지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언명은 단 

순한 향수의 표현이 아니라 많은 부분 사실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그 

이면에서는 국가의 ‘공동체’ 와 ‘전통문화’ 에 관한 공식답론이 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을의 공동체적인 성격에 관 

한 언명들은， 한편으로 주민들이 도시화로 인하여 엄청나게 바빠지 

고， ‘야박해진’ 일상에 비해서 여전히 힘겨운 생계를 고민하는 과정 

에서 시장경제가 파급시킨 변화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며 과거를 동 

경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질적인 마을 

10) 필자가 베트남 사람을 사귀는 과정에 수없이 많이 듣고， 사용하게 되는 말이 

‘땅깜’ 과 ‘명깜 관계’ (quan he tinh c.ιm 關係情感)였다 누구도 ‘명 깜’ 의 정 

확한 의미를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발 

전시키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땅 

깜이 중요하다 .. “우리의 명깜을 위해서 .. “땅깜이 부족해서 .. 혹은 “땅깜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는 등의 말을 사용한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그것에서 비롯되는 서로에 대한 행위와 감정 및 관념의 긍정적인 중 

요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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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수호신 공동의례를 비롯한 ‘마을공동의 사업’ (viec lang)을 

통하여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주민들 사이에 ‘진짜 마을사람’ 임 

을 입증하는 문제를 둘러싼 경합의 자원으로 동원하고 있었다. 

‘제 7꿈’ 은 9개 ‘또’ 로 나뉘어져 있는데 1992-98년 중 가구는 약 

200호， 인구는 969명 증가하여 각각 45.8%와 56.1%의 증가율을 나 

타내고 있다. 1998년 말에는 약 640가구에 2 ， 7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각 또장(to truong) 이 관리하는 가구별 주민명부에 따르면 1954년 이전 

에 거주 등록한 가구의 주민은 3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인구 증가 

의 대부분이 이주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사 당시 인민위원회 

와 각 또별로 파악된 가구(ho ， 戶)와 주택 (ηha)의 수는 각각 6377R와 

670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1993년부터 주택 신 

축 및 개량사업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의 

거주지와 다르게 ‘거주등록’ 을 한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2년 

의 자료에는 주택의 수와 가구의 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나， 프영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당시에도 52개 호 198명의 경우 정확한 호구(ho 

khau , 戶口)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가구의 수와 주택 

의 수의 불일치는 ‘도이머이’ (doi moi) 11) 이후의 시장경제 도입에 따 

라 도시지역의 경제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에 기인하는 최근 

의 현상이 아니라， 그 기원이 훨씬 오래 되었다. 이미 20세기 초반부 

터 주변 농촌지역에서 계절적 이주농업과 상업， 수공업 및 임노동에 

종사하기 위해 하노이로 이주한 많은 사람들이 거주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향마을의 가족과 친척들에 경제적 지원을 하거나 이웃의 경조 

사에 기여함으로써 ‘고향사람’ 으로서의 성원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11) ‘도이머이’ (doi m띠)는 개혁(改童) 또는 쇄신(때新)으로 번역되는 것으로， 

1986년 12월 제6차 베트남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 공포된 시장경제도입， 개 

방정책과 당의 쇄신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전면적인 개혁정책을 말한다. 베 

트남연구에서는 ‘도이머이’ 정책 실시 이후 베트남이 비로소 탈사회주의 과 

도기에 들어섰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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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망lyen Van Huyen 2000; Truong 2001). 응옥하 일대에도 이러한 미 

등록 이주가구의 구성이 마을의 사회경제적 분화와 이질성의 역사적 

인 맥락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프영의 당-국가기구 

‘프엉’ 은 곧 국가와 인민의 접촉점이다. 하노이의 모든 프영에는 

당지부와 함께，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구인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등 

세 가지 주요 통치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공산당이 프영 수준까지 

모든 국가기구와 병행하여 설치되어 국가기구에 지시를 내리므로， 당 

을 국가와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점에서 ‘당-국가’ (pa며T-state)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프영의 공산당 조직은 크게 ‘당지부’ 

와 .프엉당위원회’ 로 구성된다. 프엉당위의 집행위원회는 대표위원 

회와 감사를 선출하는데， 당서기， 부서기， 감찰， 경찰서장과 대중조 

직의 대표로 구성된다. 프영 인민회의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구이 

다. 그러나 당지부의 서기가 의장을 겸하며， 집행위원회의 간부가 부 

의장에 있는 등 주요 직책을 당지부의 핵심 간부가 장악하고 있다. 

행정기능과 관련하여， 인민회의는 국가정책을 승인하는 ‘도장찍기’ 

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집행하는 인민위원회의 역할과 구분된다(Koh 

2000: 46). 1994년 이후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이 

강화되어. 25명의 위원이 지역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프엉 

인민회의는 당지부， 인민위원회， 꿈과 또의 행정지도자와 대중조직 

지도자들의 협의기구였고， 설제의 일상적인 활동은 각각의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프영인민위원회는 국가기구의 말단 통로로서 국가행정의 지방 대 

리자이다.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역 인민들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급 국가기구의 지시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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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틀및 민간조직 

부녀회 

청년단 

구전병회 

기타조직 

〈그림 1) 프엉 응옥 하의 당조직 및 행정구조 

영인민위원회는 시-꾸언의 각종 행정업무를 프영에 연계하는 곳이기 

때문에， 각 직무 부서가 꾸언인민위원회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12) 인민위원회에는 상급 당-국가 부서에서 배치된 공무원과 프 

영에서 고용한 인원 등 두 종류의 ‘간부’ (caη bo ， 幹部)가 있다. 프엉 

에 배치된 경찰(cong aη ， 公安) , 세무， 복지， 토지， 주택， 시장 감찰 등 

의 전문 공무원틀은 프영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만， 상급 정부 

부서에 의존하기도 한다. 프영 자체에서 고용한 사람들로는 회계， 경 

리， 경비， 안내원， 청소원 등이 있다. 조사 당시 인민위원회에는 모두 

24명이 일을 하고 있다. 이중에 응옥하 지역 거주자는 비교적 최근에 

이주한 3명을 포함하여 모두 7명이었다. 주민들은 이들 중 안내원과 

12) 1994년 6월 21일 발효된 ~Luat T 0 Chuc Hoi dong nhan dan va Uy ban 며1an 

dan~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 조직에 관한 법)에 따르면， 프영과 싸의 인민 

위원회에는 감사， 노동， 생활， 시장， 문화정보 및 상병/사회， 보육과 청소년 

교육， 위로， 안전치안， 주거 등 모두 9개의 하위 위원회(하위 부서)가 필수 

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부서의 병칭은 프영에 따라 다르고， 지 

역에 따라 부서가 세분되거나 추가되기도 한다. 가령 프영 응옥하의 경우 도 

시공정 및 건설 관리 관련 부서가 추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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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 등 일부 고용직원을 제외하고 모두 ‘간부’ 라고 불렀다. 간부 

들은 대부분 지방 행정기관에서 당 국가의 요구를 실현하는 대리인으 

로서의 인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단순히 국영기관에 종 

사하는 직업인으로서 민간인이라는 인식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자기 정체성은 특히 젊은 간부일수록 많았고， 마을에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도 일부 발견되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인민위원회를 찾는 가장 많은 이유는 주로 호 

구와 거주등록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서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토지매매와 건축 관련 등록 업무도 

증가하였다. 가령 주택을 매매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민위원회에 사 

전 신고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선고를 통하여 인구이동과 관련된 사 

항도 함께 등록되어야 한다. 이주한 주민은 상주인구로서 새로운 호 

구 작성을 해야 한다. 규정상 어느 지역에 일시 거주할 경우에는 ‘일 

시 거주 신고’ 를， 일시 이주할 경우에는 ‘일시 비거주 신고’ 를 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 

고해야 한다. 건축허가 수속을 위해 해당 토지의 사용권 증명서를 비 

롯한 각종 기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위원회는 도시계획상 토지 

용도를 설사하여 주거용지임을 확인한 후 서류를 통과시키고， 해당 

서류를 꾸언 인민위원회에 올린다. 꾸언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에 대 

하여 프엉은 허가대로 건축이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임무를 갖는다. 

민간의 의례활동과 주민 공동의 행사에 대한 관리도 프영 인민위원 

회가 담당하고 있다. 인민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 

이 신앙의 자유를 피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13 ) 프영 

내 ‘전통마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유적관리위원회’ (Baη Quaη ly di 

tich)의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부주석은 명예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13) “Quy che Le hoi"' [의례 규제 1. 문화통신부(1994. 5. 7) “제 636호 결정←규제” 

(636/QD-Q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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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 프영의 행정업무가 꿈， 또 단위로 직접 전달되는 체계를 유지 

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 인민위원회의 간부들은 마을의 유력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인민위원회 간부들은 주민들의 개별적 

인 통과의례의 호혜성에도 참여하게 된다. 최근 민간 신앙의 성소들 

이 국가의 유적으로 공인된 이후 마을의 공동의례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적인 의례생활에 대한 관리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4. ‘원주민’ 정체성과 전통산업 ‘투옥남’ (Thuocnam) 

마을 주민들은 토착민을 ‘원주민’ (η!guoi goc)이나 ‘본처 (本處) 사람’ 

(η!guoi baη xu)이라고 하고 이주민을 ‘이거민’ (n맹oi di cu , 移居民)이라 

고 구분하여 부른다. ‘원주민’ 으로 인정되는 사람들도 설제 이주정착 

한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반면에 이거민 은 1954년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왜 1954년이 그러한 구분의 기준에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최소 한 세대 이상을 마을에서 거주한 사람 .. 

“조상 제사를 마을에서 계속 해온 사람 , 마을의 일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등의 설명이 있었으나 적절한 대답은 아니었다. 이러한 구분 

에는 마을 인구에 대한 공식적인 행정관리의 시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955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거주 

등록과 호구제도가 정착하였다. 이후 1961 , 1975 , 1982 , 1989년 등 몇 

차례의 거주등록 정리 과정에서 1954년 이전부터 거주한 경우 모두 

1954년에 등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마을 행정지도자들의 설명에도 

1954년 이후 전입한 사람은 ‘이거민’ 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14) 다이엔의 유적관리위원회는 1990년 마을수호신의 사당인 ‘딩 다이엔’ (Di찌 

Dai Yen , 大安훈)이 국가의 유적으로 공인되면서， 마을 공동의례를 관리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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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공동사업’ 에 대한 참여정도나 방식에는 개인 또는 가구별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4년 이후 전입한 사람들은 ‘이거 

민’ 으로 규정되고 있었고 대개는 ‘다이엔 주민’ 의 정체성과 고향마을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었다. 가령 자신이나 부모의 

출신지에 따라 ‘하떠이 (Ha 찌) 사람’ , ‘응예안 (l\뺑eAη) 사람’ 이라 

고표현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원주민 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사이에도， 상황에 따 

라 ‘진짜 원주민’ 의 정통성을 둘러싼 일종의 개념적인 경합이 벌어진 

다는 것이다. 마을의 ‘토착 종호’ (00η!g ho)로 분류되는 ‘4대 종호’ 성 

원의 경우 ‘진짜 원주민’ 이라는 것에 이견을 붙이는 경우가 없었지 

만 15) 그들도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마을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마을 

의 기원과 같은 역사를 가진 ‘본처(本處) 사람들’ 이라는 기준에 맞는 

‘원주민’ 의 실재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비교적 최근에 정착한 여타 

종호의 성원들과 1954년 이전 이주노동， 상업 등 생계를 위해 이주한 

가구들은 자신들의 원주민으로서의 ‘정통성’ 에 관하여 다중적인 인 

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거민’ 과 대비하여서는 원주민으로 간 

주하였지만， ‘다이엔 사람이면서 동시에 고향마을의 사람’ , 즉 ‘00 
출신의 원주민’ 으로 소개되었다. 가령 유적관리위원회 부위원장 

(1935년생)은 1950년대 초 남하(NamHa)에서 이주하였는데， 상대에 

따라서 ‘원주민’ , ‘남하 출신의 원주민’ , ‘남하 사람’ , ‘원주민과 다 

름없는 사람’ 등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는 ‘진짜 원주민’ 은 아니 

었다. 

종호의 계보를 기록한 족보 (gia pha , 家讀)를 비롯한 관련 증거들 

15) ‘종호’ 는 베트남의 부계친족집단을 일걷는 말로， “호 .. (h이라고 불리기도 하 

며， 일가(一家)， 일족(一族)， 또는 종족(宗族， lineagε)으로 변역될 수 있다 

(Luong 1989 , 1992: NguyenTuChi 1993 (1984]). 필자는 가구(househ이d) 

를 나타내기도 하는 ‘호’ 와 구별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종호’ 라는 용어를 

계속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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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토착 종호’ 가 대개 18-19세기에 이주한 세력들임을 보여준다. 다 

이엔은 여러 종호의 집단이 정착하여 이룬 마을로서 폐쇄적인 동족마 

을이었다고 볼 수 없다. 식민시대 이전부터 많은 이주민이 정착하여 

몇 개의 종호만으로 기본적인 사회조직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 

려우며， 현재에는 더욱 개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의 도시 마을로 변 

모하였다. 그럼에도 ‘토착 종호’ 로 분류되는 주민들은 ‘원주민’ 으로 

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마을에는 ‘레볕 (Le Mat) 출 

신의 호앙(Hoaη~) ’ , ‘타인호아(Tha쩌 Hoa) 출신의 호앙’ , ‘레볕 출신 

의 쪼영 (깐μoηg) ’ , 그리고 ‘하이흥 (Hai Hung) 출신의 응우웬 

(Nguyeη) ’ 등 4개의 ‘토착 종호’ 가 거주하고 있다. 

레볕 출신의 호앙씨를 “호앙흐우 .. (HoaηigHuu ， 黃右)라고 부른다. 

종호 사당의 ‘주사’ 는16) ‘흐우’ 에 관하여 “오른쪽의 의 미 로서 , 홍하 

(紅河) 동쪽에서 강을 건너왔음을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17) 다이엔 

에 정착한 시조(Hoaηig Phuc 가7lng ， 1609-1686)의 기일에는 매년 공동 

의 제사를 올린다. 타인호아 출신의 호앙씨를 ‘호앙반’ (Hoaηg Ván , 

黃文)씨라고 부른다. 종호의 약사가 기록된 비석 “黃族陣記”에 따르 

면， 1802-19년 사이에 타인호아에서 이주하였고 사당은 1902년에 세 

워졌다. 마을에서 ‘쓰영주이’ (1ψoηg Duy , 張堆) 또는 ‘쪼엉반’ 

(가%ηig Ván , 5長文)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레볕 출 

신의 쓰영씨 종호 사람이다. 사당은 1935년에 건립되었는데， “張族譯

16) ‘주사’ (chu su , 主事)는 종호의 한 지파 또는 확대된 여러 지파의 관리자로 

서 , 대개 지파의 장손인 ‘호장’ (truong ho) 이 담당한다 주사는 공동조상의 

신위를 모시고 있는 종호 사당(ηha tho ho)의 관리자이기도 하다-

17) 전셜에 의하면 하노이 외성 자럼 (G샤 Lam)현의 레털은 리조에 다이엔을 비 

롯한 하노이성 서부 ‘ 13개 근원 마을’ (1 3 trai) 개척자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 

다 레멋이 소재하는 홍하 동쪽에서 건너왔다는 설명에는 그만큼 종호의 기 

원이 오래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으며， 종호 구성원들이 

자신의 ‘토착성’ 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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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陣”라고 적힌 비석에 각 조상의 이름과 기일을 새겨두었다. 주사의 

가족들은 전쟁 당시 돌비석의 전면이 파손되었으나， 다섯 개의 ‘구 

대’ (cau doi , 句對) 현판이 남아 있어 매우 가치 있는 것이 라고 자랑하 

였다 18) 하이흥 출선의 응우웬(1況)씨 사당에 세워진 비석 중에 종호 

의 역사가 기록된 “I況民陣記”는 현재까지 모두 8대가 거주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이 종호도 역시 마을의 기원으로 주장되는 리조부터 

정착하였다고 증명할 근거가 부족하였다. 

1945년 이전 랑 다이엔은 두 개의 ‘쏟’ (xom)으로 구분되었다(Chu 

Xuan Giao 1996: 39) , 19) 현재의 ‘딩 다이 엔’ (Dinh Daì Yen , 大安亨)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뒤어 각각을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구분하 

였다 20) 혁명 이전 시기의 토착 종호의 성인 남자들은， 때로는 종호 

18) ‘구대’ ( ‘꺼우도이’ )는 사당이나 유적에 남아 있는 뱃구의 문구를 말한다

즈즈영씨 사당에 남아있는 여러 ‘구대’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淑蘭審쩌南 

花塞， 源派從來北麗江”이라는 글귀인데， ‘남호아(Nam Hoa) 마을에 후손들 

이 번성하였고， 원래 박레 (Bac Le)강에서 이곳으로 왔다 는 의미이다. 남호 

아는 다이엔의 옛 이름이고， 박레강은 홍하의 지류로서 레볕 지역을 지칭한 

다. 역시 하노이성 서부 ‘ 13개 근원 마을’ (13 η1li)과의 관련성을 강조함으로 

써 종호의 유구성을 표현하는 증거로 제시되는 것이었다 사당의 양쪽 기둥 

에 새겨진 “• 偏 豪舊德， 千秋租豆樹家퍼” 라는 대구는 쪼영 종호가 유교 

의 이념을 기반으로 전통 민간의술을 세대 전승해왔고， 사당을 지어 ‘천년’ 

의 조상의 얼을 이어 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족보의 내용으로 보아 다이엔 

에 거주한 종호의 역사는 20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유학을 쌓아 높은 벼슬에 

오른 조상은 없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드물었다. 

19) ‘씀’ (xom)은 북부베트남의 ‘톤’ (thon) 또는 ‘랑’ (μng)을 세분하는 최소단위 

의 자연촌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을’ 또는 .이웃’ 으로 번역될 수 있다. 

보통 2-4개의 씀이 하나의 랑을 구성하였다 

20) 사회주의혁명 이전 북부 베트남 촌락에 공통적인 주요 종교적 건축물 중에 

서 특히 ‘딩’ (dinh , 享)과 ‘덴’ (deη)은 지방의 민간신앙에서 숭배하는 여러 

종류의 신성과 전설 및 역사적인 인물을 신격화한 마을 수호신에 대한 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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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쏟’ 을 단위로 ‘딩’ 에서의 공동의례에 대한 음식공여나 마을의 공 

동 사업에 대한 기여를 통하여 위세경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21) 그러 

나 1990년대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의 공동의례에서는 종호와 씀 간의 

경쟁을 찾을 수는 없었다. 종호의 성원들이 공동의 조상의례를 수행 

하는 사당의 위치가 당시의 종호의 분포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주요 

종호의 일가 중 많은 가구들이 여전히 해당 사당 주변에 거주하고 있 

었으나， 또 그만큼 많은 가구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분가하여 과거의 

‘쏟’ 의 구분에 상관없이 각각의 또에 흩어져 있는 양상이었다. 조사 

당시 ‘종호’ 또는 ‘쏟’ 보다 ‘원주민’ 이라는 요소가 집합적으로 보다 

분명한 경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표 1)과 같이 ‘토착 종호’외에도 마을의 ‘원주민’을 구성하는 사 

람들에는 여러 지역 출신의 종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는 ‘4대 

종호’보다이주시기가앞섬에도불구하고 ‘토착종호’로분류되지 않 

는 경우도 있었다. ‘토착 종호’ 의 구분에는 공동 사당이 마을에 소재 

하느냐， 따라서 공동조상에 대한 제사를 마을에서 조직하느냐는 기준 

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다이엔에서 공동조상의 시제를 지내는 것은 

4대 종호에 국한된다. 공동조상의 사당이 다른 마을에 소재할 경우 

그 마을에서 ‘토착 종호’ 의 성원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이엔에서는 

의 중심지였다. 이러한 민간신앙의 성소에서 숭배되는 신격은 크게 초자연 

적， 초역사적인 존재인 ‘신’ (thaη ， 神)과 과거 어느 시기의 실존인물 또는 전 

설에 기초한 인물을 신격화한 ‘성’ (thanh. 聖)으로 분류된다(NgoDucThi파1 

2001: 91-125) 

21) 1945년 이전 베트남 북부 홍하델타 촌락의 ‘씀’ 및 종호간의 위세경쟁과 공 

동의례를 둘러싼 경합의 사례가 일부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Nguyen Van 

Huy'εn 2000) 하 떠이성의 사례에서는 ‘씀’ 이 곧 주요 종호의 위세경쟁을 

위한 정치적 무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Truong 2001: 3-4) 하노이의 

마을의 경우 이주민의 거주가 많아지면서， 토착 종호간의 사회적 경계가 비 

교적 약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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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원주민’ 종 호별 가구 분포 및 이주 시기 (*는 4대 ‘토착 종 호’ )22) 

종호 가구수 
최초 

종호 가구수 
최초 

이주시기 이주시기 

*호앙흐우 47 17C 도오(Do ， 감) 13 19C 

*호앙반 31 19C초 쭈(Chu ， 周) 11 1954년 이전 

*;g.영 42 17-18C 쩡 (Trinh ， 鄭) 10 1954년 이전 

*응우웬 30 18C 부우(Vu ， 武) 8 1954년 이전 

응우웬 (NgheAη ， 此)27 18C 다오(Dao ， 挑) 6 1954년 이전 

레 (Le ， 찢) 16 UH9C 합계 241 

‘원주민’ 이지만 토착 종호는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다， 1까0년대에 응 

옥하로 이주하였다고 기록된 족보를 지니고 있는 ‘응예안(Nghe Aη) 

출신의 응우웬 (~JC) ’ 씨가 그 경우였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 공 

동의례에서도 종호의 등장은 애매모호한 성격을 지니고 었다. 전통의 

례의 부활이 곧 ‘원주민’ 에 해당하는 마을 토착세력의 영향력이 증가 

하는 면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마을의 공동의례는 공식조직을 통해 

행사되는 것이지， 종호를 단위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었다. 종호 자체 

의 이름으로 공동 의례에서 배타적으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현상 

은 발견되지 않았다 23) 

22) 종호별 이주시기는 해당 종호의 조상이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시기를 의미 

한다 따라서 〈표 1)에 포함된 모든 가구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중 많 

은 가구가 1954년 이후 새로 구성되었다 1989년 이후 토지제도의 변화에 따 

라 결혼 후 토지 또는 주택 분할을 통한 핵가족 구성이 보편화되는 추세이 

며， 그 때 이후 새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대부분이 1954년 이후 출생자들이 

다- 예를 들면 또44A에 거주하고 있는 6개의 응예안 출신의 응우웬씨 가구 

중 3가구는 각각 1982년， 1994년， 그리고 1996년에 혼인과 함께 새로 구성된 

가구이지만， 원주민 가구에 포함되었다. 

23) 인민위원회 부주석은 종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다이엔에 

는 각 종호의 성원들이 매우 밀접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 결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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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현재 다이 엔 (7꿈)의 700 가구 중 약 65%인 440 가구가 

1954년 이후 거주등록한 이거민 가구이다. 1992-99년 기간 중 토착 

종호를 비롯한 원주민의 경우 자녀의 분가 및 추가적인 주택 건설로 

가구 수는 조금 늘어났지만 인구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이주 

민은 이 기 간 중 약 950명 이 증가하였다. 또44A의 가구들 중에 다이 

엔 마을 출신 토착 주민의 가구로 인식되는 것은 27개 가구인데， 이 

들 중에는 주요 종호 집단과 1954년 이전에 이주하여 3대 이상 거주 

한 가구가 포함된다. 도이머이 정책 실시 이후 또44A로 전입한 34가 

구 중에 1990년 이후에만 24 가구가 전입하였다. 호주의 출신지역별 

가구분포를 살펴보면， 하노이지역 출신 가구가 21개， 하노이를 제외 

한 북부베트남 출신이 19개로 마을의 80% 이 상의 가구가 북부베트 

남， 특히 홍하텔타 지역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중부출신은 10개가 파 

악되었고， 남부출신은 한 가구도 없었다. 

다이엔에서 ‘토착 종호’를 중심으로 하는 ‘원주민’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물적인 토대는 마을의 전통산업이다. 다이엔은 ‘투옥남 

(南藥) 마을’ 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베트남 전통 약재의 재배 

지로 유명하다. ‘투옥남’ 은 마을의 ‘전통산업’ (ηighe chuyen thong , 傳統

례식 등 친척의 대소사에 있어서 종호의 역할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주민 

과 ‘원주민’ 이 어우러져 살고 있지만， 토착 종호 내부의 결속은 여전히 매우 

강하다 인민위원회와 같은 ‘프영의 정권’ 이 주민들에게 선전해야할 사업이 

나 자치적인 행정관리가 필요한 분야의 사람을 찾을 경우 대개 주요 종호 집 

단의 지도자들을 찾아 협의한다. 마을의 주요 종호 집단의 원로들은 마을 내 

에서 성세(聲勢)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마을 내부의 관리방식 

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농촌 지역과는 차이가 분명 

히 있다 .. 그러나 실제 주민간의 사회정치적 분화의 양상을 살펴보는 과정에 

서， 현재 마을에서는 특정의 종호가 뚜렷한 사회적 위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 

은 아니고， 다만 토착 종호에 속하는 원로들이 마을의 원주민으로서 마을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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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또44A의 거주 등록 시기별 가구수 

시기 1954 -1965 -1975 -1985 -1990 -1995 1996 계 

가구수 27 4 5 7 
m 

14 
m 

77 

藝)으로 인식되고， 약재재배와 판매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은 ‘원주 

민’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각 

마을의 ‘전통산업’ 은 그 마을 시조에 관한 전설 또는 수호신 신화와 

관련되어 있다(Duong Ba Phuong 2001). 다이엔의 경우 시조신 전설 

에 근거하여 ‘옥화공주’ (Cong chua 뺑vcHoa ， 玉花公主)가 성황(thaηb 

hoαη~g ， 城陽)으로 숭배되고 있다 24) 대다수의 주민들은 다이엔에서 

투옥남 재배가 시작된 시기가 공주의 전설에서 전하고 있는 마을의 

형성기인 리 (Ly)조 때라고 믿고 있다 25) 특히 ‘원주민’ 들은 공주의 

공이 중앙의 조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마을의 형성 및 전통산업의 

시작과 관련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수호신전설은 사실 

(史實)성에 상관없이， 투옥남에 종사하는 ‘원주민’들에게는 전통산 

업의 유구성을 설명하는 후광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수호신 공동의례에서는 이러한 전설이 반복적으로 구술되고 의 

례를 통해 표현됨으로써 주민들의 집합적인 공동체 이념이 재생산되 

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공동의 산업은 ‘원주민’ 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주민과의 사회적 분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 

24) 전설의 중심 내용은 공주가 침략군을 불리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내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공주의 전 

설은 최근의 마을 수호신 공동의례의 활성화에서 주민들의 역사인식을 구성 

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었다. 

25) 전설상의 마을의 기원과 전통산업의 기원이 같은 것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불충분하다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마을에서 투옥남 재배와 장사가 시작된 

것은 토착 종호가 정착한 시기인 18세기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N guyen Van Chinh 1985; N guyen Quang N goc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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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다이엔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투옥남 재배법과 약초의 용 

도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26) 일반적으로 원주 

민이 이주민에 비하여 투옥남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나 

이가 많을수록 보다 풍부하고 상세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60대 이 

상의 노년층은 투옥남의 종류와 재배지， 약재의 처방과 복용방법 등 

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남자에 비하여 

여자들이 세밀하게 알고 있는 편이었는데， 특히 40대 이하의 경우 비 

교적 두드러지게 여자들이 투옥남에 더욱 해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마을 생계의 중요한 원천이 되어 온 투옥남 산업이 많은 부 

분 여성노동력에 의존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근래에 이 점이 더욱 강 

화되고 있음을 설명해준다. 

주민들이 구성하고 있는 민간의료 지식의 요소에는 크게 약재 및 

의학에 관한 것과， 흔히 양생’ (duoη!g sinh , 養生)이라고 표현하는 전 

통 무술체조에 관한 것이 었다. 마을의 지방민간의학에 관한 지식체 

계의 형성에는 경험이 핵심요소가 되었다 27) 지방 토착의 의학’ (y 

26) 2000년 6월 현재 또44A의 경우 투옥남 재배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30명으로 파악되었다- 또44A의 인구 중 18세 이상의 생산연령층은 모 

두 243명이고， 이 중 실제 직업활동 종사자는 모두 188명이다 따라서 ‘투옥 

남’ 종사자는 생산연령층의 12%. 경제활동인구의 16%에 지나지 않는다 

투옥남 종사자 중 재배와 판매를 병행하는 7명은 모두가 ‘원주민’ 이었고， 판 

매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남자 2명을 포함하여 모두 23명이었는데， 이들도 

대부분이 ‘원주민’ 또는 이주한 지 오래된 경우였다. 투옥남 재배에 종사하 

는 사람 중 4명이 61셰 이상의 노년층이며， 투옥남 판매에 종사하는 부녀자 

21명중에도 6명의 노년층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중 80세가 넘은 사람 

도둘포함되어 있다. 

27) 약재 및 의학에 관한 민간의 지식은 지방 토착의 민간의학인 “투옥남”외에 

도， 흔히 “좁은 의마의 東醫”라고 표현되는 “투옥박 .. (thuoc bac. 北藥)，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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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 ban dia , 本地醫學)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전승되고 공유된 경험은 

크게 약재나무， 진찰， 그리고 치료 및 처방에 관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험에 의해 구성되는 민간의학 지식은 ‘다이엔 사람다운 것’ 

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었다. 원주민들은 투옥남에 실제 

종사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 

었다. 주민들의 설명에는 마을의 전통산업이 마치 마을 전체 구성원 

의 집합적인 상징처럼 표현되기도 하지만， 다이엔 사람이란 투옥남 

을 다룰 수 있는 원주민’ 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도시 속의 

농촌공동체”’ 라는 표현에는 ‘투옥남’ 이라는 전통산업이 핵심적인 요 

소로 등장하고 있다. 투옥남은 ‘원주민’ 정체성의 경제적， 물적 경계 

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원주민’ 정체성은 단순히 마을 주민들을 

구분하는 사회적 경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당 국가’ 와의 

조정과 타협을 위한 강력한 자원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5, ‘원주민’ 지도자와 국가-사회관계 

프영 당지부 아래에 당소조가 있고 2H) 인민위원회 아래에 ‘꿈’ 과 

민족의 학" (y hoc daη toc thieu so) , 그리 고 동의 와 대 조되 어 “西醫"(띠y y) 라고 불 

리는 서양의학 또는 현대의학과 관련된 일부의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Craig 

1996: Chu Xuan Giao 1996). 마을의 유명한 투옥남 재배가구에서는 220여종 

의 약재를 분류한 “약전" (duoc dien , 藥典)을 보유하고 있어， 경험적 지식의 

증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28) “당소조는 보통 문명화된 생활방식 문화가족의 건설과 이웃의 안정 등에 관 

한규정을결정하며， 해당지역에서 새생활건설을도모한다- 당소조는지역 

인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선사업， 노년과 청소년 돕기 등 조국전선과 

기타 대중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시 , 꾸언， 프영의 기관의 주요 결 

정 들과 정 책 을 실 현한다" (Van Chieu, “Nen to chuc chi bo thεo to dan pho"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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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 조직되어 있다. 중앙이나 상급에서 임명된 행정관료가 배치되 

지 않는다는 점에서 꿈과 또는 ‘정권’ (chinh qz까en ， 政權)이 아니지만， 

주민들은 마을에서 일상적인 행정관리가 이루어지는 세분화된 단위 

라는 점에서 꿈과 또의 대표를 ‘마을의 정권’ 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29) 주민들이 인민위원회에 갈 때에 “프영에 올라간다 .. (1m phwmg) 

고 하거나 “정권에 올라간다"(leη chinh q찌m)고 한다. 반면에 인민위 

원회 간부들이 주민을 방문할 경우에는 “마을에 내려간다" (xuong μηg 

혹은 xuong cum)고 하여 마을이 프엉인민위원회 아래에 있음을 표현 

한다. 간부들이 마을 공동의례 공간인 ‘딩’ (亨)에 방문할 때에도 “딩 

에 내려간다" (xuong dinh)고 하여 , 인민위원회는 높은 곳에 있는 공식 

적인 정권의 공간이고， 딩은 ‘마을’ 과 마찬가지로 낮은 위치의 비공 

식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일반 주 

민들이 딩을 방문할 때에는 “딩에 나간다 .. (ra di:째)고 한다. 즉， 공동 

의 광장에 나가는 것이다. 

하노이에서 ‘꿈’ 은 1984년에 처음 조직되었고， 프영 응옥하에는 

1989년에 구성되었다. 꿈은 ‘정치적 · 사회적 대중조직’ 인 부녀회， 청 

년회， 재향군인회 등의 하위지부를 가지고 있다. 1989년 인민회의에 

서 처음 임명된 꿈장들은 모두가 공산당 단위세포 또는 당지부의 비 

서였다. 꿈장은 농촌의 촌장과 같이 도시 말단의 행정지도자로서 시， 

꾸언을 거쳐 내려오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마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 포 조직과 평행되게 당지부를 조직해야 한다)， HaNoiMoi 1997-5-7 , Koh 

2000: 52 재인용) . 

29) 주민들은 시， 꾸언， 프영 등 각급의 행정위원회와 공안， 당지부 둥을 추상적 

으로 ‘정권’ 이라고 지칭하고， 그러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을 같은 말 

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용어를 꿈과 또의 행정조직과 간부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말단행정조직과 지도자에 대한 인식에 

는 이중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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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 토지를 경매에 부치는 일을 관리하는 등 지방 주민의 경제 

적 이권과 관련된 역할도 부여받고 있다. 말단 행정간부의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해 꿈장은 빈번한 공식회의에 참여해야 하고， 주민들의 의 

사를 결집하고 상부 지시에 대한 동의를 유발하기 위한 각종의 모임 

과 회의를 주도해야 한다 30) 조사 기간 중 매월 2-3차례의 공식적인 

꿈-또장 회의가 있었고， 보통 3--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것을 통 

해 마을의 일상사가 인민위원회에 공식 보고되었다. 마을의 주민대표 

가 프영의 행정기관에 의해 임명된다는 것은 곧 마을의 제도화를 정 

당화하는 한 단계가 되었다. 

1998년에는 꿈장이 선출직으로 바뀌어， 처음으로 주민투표로 마을 

의 대표를 선출하였다. 꿈장은 전업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생계활동 

에 종사하면서 꿈 단위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주민의 대표이다. 그 

러나 인민위원회 고용 간부의 3분의 1에 그치는 급여에 비하여 업무 

는 과중하여 꿈장은 봉사와 명예의 측면이 중요시되는 지위로 간주되 

고 있다. 공식적인 행정관리뿐만 아니라， 프영과의 연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기대와 관련된 업무를 포함하여 꿈장의 일은 실제 

거의 전업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꿈장은 스스로를 자원봉사자 또는 

자선적인 지위라고 규정하면서， “집의 밥을 먹고， 현감의 나팔을 분 

다 .. (an cam ηha， vac tu va haηgtang) 는 말로 비 유하기 도 하였다. 

‘또’ 는 프영 내의 좁은 골목을 경계로 연속된 가구 집단을 구분하 

는 최소의 단위가 된다. 응옥하는 인구밀집 지역이어서 50-80개 가구 

가 한 또를 구성하고 었다 31 ) 공식적인 업무수행에서 또장은 당지부 

30) 인민위원회의는 담당 업무를 각 꿈， 또와 연결하기 위한 ‘인계제도’ (che do 

giao baη)가 있다 꿈장이 주요한 민원에 관하여 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을 첨부하는 과정은 대부분 월례 인계제도에서 이루어지지만， 꿈장은 실제 

매주 두세 차례 인민위원회를 방문하고 있었고， 마을공동의례와 같은 공식 

행사를 준비하는 시기에는 거의 매일 인민위원회를 찾았다. 

31) 프영은 자체적으로 또의 숫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 최큰에 도시지역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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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소조의 간부보다는 인민위원회 주석과 간부를 직접 만나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업무가 많아 인민위원회와 정기적인 회의 

외에도 매주 한 차례 이상 만나고 있었다. 프영은 꿈보다 또에 더 많 

이 의존하고 있으며， 꿈장을 통해 전달된 상급의 지시도 실제 또장에 

의해 대부분 집행된다. 또장들은 프영의 국가기구를 대신하여 공과금 

을 걷고， 출생， 혼인， 이주 등록 등 일상적인 대민 업무를 직접 해결 

한다. 또장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출되어 이웃주민과의 일상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게 되며， 또의 실제 행정업무도 결국 비공식성이 강 

조되고 있었다. 

2000년 현재 꿈장은 ‘타인호아 출신의 호앙’ 씨 종호의 성원이고， 

또장과 부또장 18명 중 1954년 이전에 거주 등록한 .원주민’ 에 해당 

하는 사람은 모두 12명이었다. 원주민이 아닌 두 명의 또장은 모두 

1975년 이전에 이주한 사람이었다. 꿈과 또의 행정지도자들은 당원이 

거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다른 주민들과 문 

제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평가되고 있었다. 대부 

분 생활상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이라는 평가와 함께， 비공식적 지도 

자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또장의 역할을 맡기를 

꺼려하였다. “벗짚같이 가벼운 권한과 바위처럼 무거운 책임 .. (q찌% 

rom ν'a da)이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또장은 많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권력을 갖지 않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종종 비난받는 일 

이 많기 때문이었다. 또장을 물려받기를 꺼려하여， 한 또장이 수년동 

안 계속 맡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러한 행정지도자는 번잡하고 번 

거로운 일거리에 비하여 보수는 형편없다고 평가되며， 특히 50세 미 

된 신규 프영의 경우 50개 또 정도이지만， 시내지역에 편입된 지 오래된 프 

영의 경우 70-1007~의 또로 구성되어 있다. ‘또 는 지역공동체의 자치와 공 

공보건위생， 칠서유지 등의 과엽， 그리고 “문병화된 생활양식과 새로운 문화 

가족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동원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Koh 

2000: 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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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저17꿈의 또장 및 부또장(2000년 1 월 현재) 32) 

구분 또장(성별， 나이) 원주민임기 부또장(성별， 나이) 원주민 임기 

38A HaNgoc B.(남， 6 1) × Bui Van, L.(남， 6 1) × 

38B LeThi Mi바1 T.(녀 , 54) 0 7 Le Thi Thuy T. (녀， 51) 0 
39 Hoang Dan V, (냥， 64) 0 7 Tran Thi Th，(녀 , 55) 0 7 

쉬) Luu Minh H.(남， 52) 0 3 Hoang Thi Ng. (녀 , 56) 0 
41 DoVan Kh.(남， 58) 0 7 Tran Dang S.(남， 48) × 3 

42 Hoang Huu G.(남， 66) 0 5 PhanThi L.(녀 , 49) 0 5 

43 Dang Ngoc T. (남， 54) × Pham Dinh H. (남， 50) × 

44A Nguyen Van H.(남， 64) 0 7 Bui Thi D.(녀 , 52) × 7 

44B TruongThi H.(녀 , 51) 0 3 Pham Thi M. Ph. (녀 , 53) 0 

만의 주민들은 이러한 직책을 싫어했다. 

또장은 국가의 권위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이웃사람으로서 주민들 

과의 일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친근한 이웃관계를 통해 또 

장은 프엉의 상급간부들을 통해 하달되는 국가의 의도와 관련된 정보 

를 주민들에게 전달해주는 정보원 역할을 해준다. 가령 주민들이 인 

민위원회에 혼인 후 새로운 거주 등록을 하고자 하면， 프영의 간부들 

은 우선 또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임무를 부여하는데， 이 과정 

에서 주민들의 행정처리를 위하여 또장의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또 

장의 정보에는 주민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국가의 요구에 대해 적 

절히 대응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유리한 경로를 선 

택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장은 종종 상급 간부가 요구할 때 이웃사 

람들에 관하여 보고해야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사 

소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이웃에게 비난을 받을 경우도 있다. 프영 

의 간부들에게 전달되는 주민에 대한 정보는 또장에 의해 여과되거나 

32) <표 3)에서 0 , X 는 1954년 이전 거주등록 여부를， 수치는 재임 연수를 의 

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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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색될 수 있고， 또장은 꼬치꼬치 캐묻는 간부에 대해 이웃을 보호하 

는 역할도 한다. 결국 또장은 국가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가정에 

까지 침투시키는 대리인이며， 국가와 인민의 대립 가능성을 최소화하 

는 도덕적 권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을 통해， 국가는 얼굴 

이 없는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온정적인 이웃 노인의 모습으로 인 

민에게 다가선다. 

꿈， 또의 행정지도자뿐만 아니라， 대중조직의 지도자들도 ‘원주민’ 

이 장악하고 있다. ‘’당은 지도하고， 인민들은 통제하며， 국가는 관리 

한다”라는 슬로건은 베트남 정치체제의 운영방식을 상징적으로 나타 

낸다(박종철 2001: 291). 그러나 당이 정책 형성과 결정뿐만 아니라 

정책집행의 기구이고， 중앙에서 하급단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국가기구에 당원을 임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점에서 “국가기구와 대중조직은 부수적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N guyen Van Ca파1 1990: 23)는 입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마 

을 수준에서는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프엉에서는 “당지부가 지 

도하고， 인민들의 대중조직이 통제하고， 인민위원회가 관리한다”고 

표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을 수준에서는 중앙과 달리 당지부의 역 

할은 제한적이며， 인민위원회와 대중조직의 역할이 크다. 

프영 응옥하 각 꿈에 조국전선 (Mattraη to qμoc) . 부녀 회 , 청 년회 , 구 

전병회 등의 당 산하 대중조직이 구성되어 었다 33) 1986년 6차 당대 

회에서 대중조직의 관료주의와 비민주성이 지적된 이후， 마을수준에 

서 비당원이 주요 대중조직의 지도자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원로 

회， 불교여신도회， 유적관리위원회 등이 공식적인 민간조직으로 활성 

33) 당은 대중들의 정치적 동원을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대중조직을 결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베트남여성동맹’ , 호치민공산청년동맹’ , ‘전국농민통맹’ , 

‘베트남노동자동맹’ , ‘베트남조국전션’ 등 중앙조직에서 통합하고 있다 특 
히 ‘베트남조국전선’은 각종 대중조직들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조직이다 

Ooiner1990: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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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 조국전선은 부녀회， 청년회 등 여타 대중조직의 대표협의 

체이다. 조국전선의 대표는 당지부의 비서가 맡는다. 조국전선의 기 

본 임무는 중앙 정부의 새로운 정책의 선전과 교육이며， 유사시에 인 

민을 동원하거나 단결을 호소하는 대중운동을 벌인다(i'Hoi dap ve 

LuatMat σ없1 to quoc Viet Nam.l [베 트남조국전선법 률 문답서 J) . 프영 

의 조국전선은 공식적인 위상 외에 토착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 조직들의 협의체， 즉 ‘공동의 소리’ (tieng ηoi chung)로서의 역할 

을 한다 프영의 조국전선은 정책 결정권이 없고 예산을 집행할 권한 

은 없지만， 인민의 영역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 광범위한 대중조직으 

로서 지방의 요구에 따른 토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가령， 마을 

의 공동의례는 꿈장을 비롯한 행정지도자들과 ‘유적관리위원회’의 

주도하에 원로회， 부녀회 등 대중조직의 주요 성원들을 동원하여 집 

행된다. 조국전선대표부의 성원들이 그러한 조직들의 주요 지도자들 

인데 대부분이 ‘원주민’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대중조직으로서 지방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조 

직은 ‘원로회’ 이다 34) 원로회는 조국전선이 통합하고 있는 당의 대중 

조직이지만， 민간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조직이다. 원로회는 마을 

의 노년층 모두에게 성원권이 개방되어 있으나， 실제의 활동은 남성 

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성 노년들은 주로 부녀회의 활동에 참 

34) 원로회 (Hoi ηgωi cao tuoi)는 50세 이상의 성원들이 자동으로 귀속되는 연령집 

단(age group)의 성격을 지니므로 ‘노인회 가 올바른 번역이 되겠지만， 실제 

의 활동이 ’원주민 원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필자는 ‘원로 

회’ 라는 이틈을 사용하고자 한다. 프영 응옥하의 원로회는 현재 ‘전통 마을’ 

마다 조직되어 있는데， 다이엔의 원로회는 원로회장， 부회장 2인， 회계 및 

감사 1인， 그리고 12명의 대표위원회로 구성되며， 주요 활동은 이들 회장단 

과 대표위원회를 중심으로 집행된다. 2000년 당시 대표위원에는 꿈장 2인 

의 또장， 유적관리위원장， 당소조 비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에 2명의 대 

표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원주민’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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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었다. 원로회가 공식적으로 마을의 지도자들로 구성되는 것 

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출직 행정지도자와 조국전선 간부들이 곧 

원로회의 중심적인 활동가들이다. 원로회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조 

사를 지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행사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의 동원， 안내와 집행에 이르기까지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마치 원로회가 의식의 전담조직이라고 느껴 

질 정도였다. 특히 ‘원주민’ 이 사망하면 원로회장이 곧 장례위원장 

이 되고 원로회가 장례식을 집행한다. 경조사에서 이웃과 기쁨과 슬 

픔을 나누는 일’ (chia v씨 chia burm) 대부분이 원로회원들의 몫이었다. 

원로회는 수호신 공동의례를 비롯하여 ‘공동체’ 의 집합적인 활동에 

서 실제 가장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이다 원로회의 성원들은 활 

동의 기본적인 취지가 마을의 후손들이 부모와 윗사람을 공경하고 

잘 따르도록’ 노인들이 ‘거울과 본보기’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원로회 성원들 대부분 과거 혁명과 전쟁에 참여한 세대들 

로서 국가의 공식 활동에 동원된다. 이런 점에서 원로회도 국가와 사 

회의 차원을 넘나드는 조직으로， 프엉의 국기-사회관계 조정지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한다. 

꿈별로 조직되어 있는 부녀회는 마을의 성인 여성 전체가 참여 대 

상이 되지만， 실제의 활동은 회장， 부회장 및 꿈별 대표위원들을 중 

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대부분이 중노년층의 ‘원주민’ 부녀자들이었 

다. 부녀회도 당의 대중조직으로서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역할을 부 

여받고 있지만， 꿈 수준에서는 민간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 부녀회는 일상적으로 주민들의 상부상조와 관련된 일을 기획 

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주로 맡아서 한다 35) 빈곤한 가정에 대하여는 

35) 민간의례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여성의 조직으로 ‘노년여성 

불자회’ (Hoi phαt giao 또는 Hoi q찌，)와 ‘헌향대 (Doi dang huong. 敵香隊)가 있 

다. ‘불자회’는 노인 여성 불교신도들의 모임인데， 열성적인 성원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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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여러 조직이 나서 ‘배고픔을 없애고 가난을 줄이기’ (xoa doi 

giam ngheo) 위한 상조활동을 벌인다. ‘구전병회’ (Hoicuμ chieη bi쩌， 舊

戰兵會)는 일종의 재향군인회로서 과거 전쟁에 참여하였던 퇴역 군인 

들의 조직이다 36) 응옥하의 구전병회는 1990년에 조직되었고， 다이엔 

에는 약 20명의 회원이 있다. 2000년 현재 최연소자가 57세이며， 구 

전병회의 대부분 성원들이 원로회에 참가하고 있다. 조사 당시 7꿈의 

당지부 비서가 곧 구전병회 프엉지부 회장을 맡고 있었다. 회원들은 

원로의 자격으로 치안과 안녕에 대한 인민위원회의 협의에 참가하여 

조언을 하거나 마을 차원의 캠페인에 참가하여 주민들을 설득하는 일 

을 한다 37) 

부녀회와 원로회의 성원이기도 하다. ‘헌향대’ 는 수호선 공주의례가 재생되 

면서， 전문적인 의례절차의 수행을 위해 조직된 것이다 헌향대의 성원은 연 

령층과 출신 지역의 변에서 다양하다. 마을의 노년 여성들은 특히 불자회를 

통한 유대를 강조한다. 이들 중 일부는 ‘헌향대’ 의 일원으로도 참가하고 있 

었다. 

36) ‘구전병회’ 는 새로운 사회단체들이 밑으로부터 조직되어 ‘위로부터의 대중 

동원’ 방식의 변화를 시도한 사례를 보여준다. 남부 지역에서 혁명운동에 참 

가했던 퇴역군인들이 중섬이 되어 1986년 5월 ‘레지스탕스전사클럽’ 이 조직 

되었다 1988년에 들어 이 모임은 정치적 성격을 띠가 시작하였다. 이들은 

통일후유증， 관료의 부패， 당의 무능력 등을 비판하고， 당내 민주주의， 인사 

교체， 개혁의 구체화 등을 요구하였다(박종철 2001: 296). 공산당은 이 단체 

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셔 회보발간을 중단시키고 ‘구 

전병회’ 를 결성하여 간부들을 이 조직으로 흡수하였다 1990년 말 ‘구전병 

회. 는 44개의 지부를 설치하고 9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Thayer 1992: 

123-25) . 

37) 이밖에 ‘프영응옥하청년회’가 결성되어 있지만， 각 꿈별로는 대표자들만 있 

다 청년회는 과거 ‘청년단’ 이라고 불려기도 하였는데 20대에서 일부 50대에 

이르는 청장년이 참여하는 공식조직이다. 그랴나 대부분의 활동이 프영 조국 

전션에 통합되어 있고， 마을에서의 활동은 미미하여 본문에서는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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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머이’ 이후의 마을 조직의 경향은 당 대중조직의 민간조직화 

또는 조직의 이중성 및 애매모호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프영과 

꿈의 대중조직들은 당지부의 지도 아래에 있으면서， 토착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의 일상적인 요구를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대중조직의 지도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치에 

있으면서 양자의 관계를 매개하는 존재이다. 가령， 마을 수준의 조국 

전선이 공식적인 행정기구의 아래에 있는 국가영역의 조직이지만， 

‘마을 공동의 일’ 에서는 ‘원주민’ 출신 지도자가 장악하고 있는 조국 

전선과 대중조직의 위상이 결코 당-국가기구 아래에 위치한다고 일괄 

할 수 없다. 마을의 공동의례와 축제에서 당 국가 조직과 대중조직의 

역할을 살펴보면， 마을의 의사결정과정은 집단지도체제의 형식을 지 

니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수준에서 권력의 분권화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마을의 공동행사와 공동 

의 목적을 위해 주민과 지도자들간의 견해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의사결정에 관련된 권력의 분권화와 토착 지도자의 

역할이 민간의 의사결정에 존중됨으로써 마을의 자치성과 공동체성 

이 강조된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원로회의 역할과 위상이다. 원로회의 주 

요 활동가들이 곧 꿈， 또의 행정지도자와 당소조의 간부이며， 민간조 

직의 활동가들이다. 원로회의 일상적인 모임이 마을 수준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의 망을 형성해준다. 원 

로회라는 이름의 모임에서는 당성， 국가의 영역， 민간의 영역이 따로 

구분될 필요가 없다. 다만 연배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인적인 기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관계망의 정도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영향력의 범 

위가 정해진다. 이런 점에서 마을에서의 당의 조직과 민간조직은 상 

호교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각 조직의 활동은 국가의 요구와 민 

간의 요구가 상호 중첩되어 협상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 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프영에서의 국가의 관리는 공식적인 제도의 틀 



베트남도시 마을에서의 국가-사회관계 61 

대로 진행되기보다는 꿈과 또에서의 토착주민 출신의 행정지도력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도덕적 설득력을 매개로 집행되는 배경을 이해 

할 수 있었다. 당지부와 인민위원회의 간부들은 꿈， 또의 행정지도자 

들과 유사하게 이웃관계에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한 맹종 

보다는 주민들과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령， 

최근 빈번해진 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규정된 행정서류를 완비하기보 

다는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로서 실제의 과정을 추진하 

고， 안면관계로 해당 간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 

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대충대충 알아서 하기" (μ'm lung tuηg 

xoayxl이라고 하였는데， 프영의 간부들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고 있었다. ‘대충대충 하기’는 토지나 주택의 매매， 이주 및 거주 

신고의 의무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정식 행정처리하지 않고 매매 당 

사자끼리 알아서 서로 손으로 쓴 계약서를 주고받는 것으로 거래를 

끝낸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와 처리 과정에도 꿈， 또에 내 

재된 마을 토착의 자원이 개업함으로써 ‘대충대충 하기’ 가 적용된다. 

무엇보다도 이런 불법에 대하여 규정에 끈거하여 징계하기보다는 토 

착 지도자를 통한 설득이 우선되고， 국가의 간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38) 

‘원주민’의 전통산업인 투옥남 경작지의 불법적인 전용의 사례에 

서 이러한 관행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토지는 투옥남 재배 

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인민위원회가 보관 중인 ‘응옥하 농 

업합작사’ 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 당시 세금을 걷는 경작 면적은 

총 9 ， 934m201 었다 39) 다이벤에는 모두 31명이 최소 100m2에서 최대 

38)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간부는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것보다 말로 설득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일상적인 관계에서 서로의 ‘도덕적인 빚’ 

때문이었다. 즉， 통치를 위해 볍보다 도덕적 가치 . 즉 ‘도’ (dao , 道)를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Duiker 1983: 71) 이러한 가치들 중 한 가지는 지방지도자 

들이 마을 동료들의 사소한 실책을 용서하는 것이다(Malame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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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경작면적 벌 가구수(1994년 등록 기준) 

경작면적 (m2 ) 가구수 점유율(%) 경작면적 (m2 ) 가구수 점유율(%) 

200m2 이하 11 35 5 500m2 이하 2 6.5 

300m2 이하 6 194 500m2 초과 4 12 9 

400m2 이하 8 258 합 계 31 100.0 

I ， OOüm2의 경작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고， 등록 가구당 평균면적은 

319m2이다. 세금으로 경작 면적 1m2당 55g의 쌀을 납부하여야 한 

다 40) 그러나 가구별 방문조사를 통해 1994년의 등록토지 면적과 실 

제의 경작 면적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80년대 들어 합작사의 집단생산활동이 후퇴하고， 이주민이 급증 

함에 따라 토지의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빈번해졌다. 특히 1993년 ‘신 

토지법’ (rLuat Dat DaiJl) 발효 이후 불법적인 토지전용이 가속화되었 

다. 1994년 당시 토지 사용권의 소유자로 등록된 31 가구 중에 4대 토 

착 종호는 모두 22개로 약 70%에 해당하였다. 나머지 가구 대부분도 

이주한 지 최소 40년 이상 경과하여 ‘원주민’ 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 

우였다 1999-2000년 당시 1994년의 등록면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 

는 가구는 모두 8개였고， 그 중 6개 가구가 토착 종호에 속하였다. 이 

중 한 가구의 재배면적이 늘어났는데， 1995년 이후 인근의 토지사용 

권을 매입하여 투옥남 재배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였다. 많은 토지가 

투옥남 경작을 그만두었으며， 실제 등록면적만큼 투옥남 재배를 하는 

39) 이것은 7꿈 행정구역상 면적 (59.459.28m2 )의 약 17%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작토지 중 상당수가 7꿈 외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실제의 면적비율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40) 쌀 또는 현물로 지불하는 토지사용권 세금을 ‘꾸이톡’ (qui thoc)이라고 한다. 

1999년 시장판매되는 중품 쌀의 경우 1kg당 6천 동(550원) 정도였다.10뻐l2 

의 토지를 가진 가구의 경우 연간 5.5kg의 쌀(약 3 ， 000원)을 ‘꾸이톡’ 으로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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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는 거의 없다. 전체 토지를 모두 실제 경작에 투여하더라도， 대 

개의 경우 채소를 심거나 화초를 가꾸는데 활용하고 있었다. 

투옥남 경작이 원주민 산업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지 

만， 그러한 정체성이 실제 경제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한 방향 

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우선 경작지가 줄어드는 대부분의 이유는 

‘원주민’ 가구 스스로 경작지를 주거지로 전용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러한 불법적인 전용의 과정에도 원주민 으로서의 지위가 활용되고 

있었다. 토지의 용도변경은 ‘신토지법’ 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에 맞추어야 하고 반드시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 

하고 많은 가구가 허가를 얻기 전에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왔다. 그 

과정에는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비공식적인 사회관계 

가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즉 프엉인민위원회의 관련 부 

서에 서류를 올리는 과정을 추진하기보다는 꿈이나 또 수준에서 ‘원 

주민’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행정지도자에게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 

여 편의를 구하는 것이다. 합작사 시절에도 원주민 출선의 합작사 간 

부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사적인 토지사용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을 

것을 부탁하는 일이 허다하였다. 마을 수준에서 일어나는 공식적인 

행정처리의 많은 부분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었고， 그것에는 원주민 

사이의 관습적인 관계가 활용되고 있었다. 등록된 경작지를 모두 주 

거지로 전용한 이후에도 일부 경작지 주변의 자투리땅이나， 사용권이 

분배되지 않은 공용토지에 해당하는 늪 주변과 개울가의 땅들을 활용 

한 투옥남 경작을 계속하였다. 이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 

적인 경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프영 수준에서 공식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프영의 간부들은 제도적으로 금지된 일을 방관하거나 규정된 행정절 

차가 정해진 일을 제도대로 수행할 수만 없는 이유에 대하여， “마을 

에 살다보면 주민들의 어려운 환경에 동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기 때 

문”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통깜 .. (thong cam. 通感)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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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는데， 직역하면 ‘동정심을 갖는다’ 는 의미이지만， ‘누군가에게 

는 미안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는 뜻이 강하 

게 내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그 ‘누군가’ 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 

개 국가 또는 국가의 제도일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프영의 간부들 

은 꿈， 또를 거치면서 법규와 정책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 

런 점에서 원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의 간부들과 

의 공생관계를 보여준다. 

6. 결론 

하노이의 프영은 중앙의 지시를 받고 집행하는 조직과 물리적인 업 

무공간을 갖추고 있고， 하나의 공동의 실체로서 주민들과 관계하는 

간부도 배치되어 있는 지방의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프엉 지역에서 

주민들과 국가 간부사이에 벌어지는 행위의 차원에서의 갈등과 타협 

의 과정을 살펴보면 프영이 국가-사회관계의 중재 및 매개의 공간이 

되고 있다. 주민과 프엉 간부 사이에 이루어진 비공식적 해결방법들 

은 ‘불법적인 것’ 이지만， 위험의 대가로 받는 이익이 았다. 이것은 지 

배적인 당-국가의 통제를 피해 가는 방식을 보여준다(Migdal 1988: 

임v) . 하노이에서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과 당-국가 사이의 “제 

3의 존재”로서 “국가의 경계를 재조정하는” 프영의 간부들의 협력을 

통해 이 러 한 비 공식 적 인 방볍 을 활용하며 살고 있다(Malamey 1997: 

899) . 결과적으로 주민들과 프영의 간부들은 당-국가 지배의 모호한 

그늘에 존재하는 “중간조정지대”를 만들어낸다(Koh 2000: 5). 

주민들은 일상적인 관계를 통하여 프엉 간부들의 비공식적 행위뿐 

만 아니라 공식적인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간부들은 같은 이웃의 다른 주민들과 같은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지방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하면 이웃주민들을 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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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기대된다. 지방간부들이 처한 이러한 문화적인 역동성이 바로 

갈등적인 역할들을 가진 “모호한 정치적인 적소(適所. niche)" 이다 

(Kelliher 1992). 무엇보다도 그틀은 가족과 친족의 구성원처럼 일상 

의 일에 참여할 것이 기대된다. 베트남의 오랜 속담에 “한 사람의 관 

료가 나면， 그 집안 전체가 혜택을 본다 라는 것이 었다. 주민의 입장 

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당-국가와의 근접성이 마을주민들의 지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국가 조 

직과의 친밀성과 지방의 당 국가 간부와의 연줄은 사회분화와 관련된 

자원의 성격도 지니게 된다. 그런데 ‘원주민’ 이 당 국가 조직과 근접 

한 마을 대중조직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원주민이 곧 그러 

한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의 지방에서 발견된 국가-사회관계에서 양자는 뚜렷하게 구 

분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상호침투하고 공존하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 프영은 지방에서의 국가-사회관계의 조정공간이자， 국가-사회 

의 연속성을 일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필자는 특히 

‘원주민’ 이라는 정체성과， 당-국가에의 근접성이 지방 주민들의 일상 

적인 이해를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경합되고 동원될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의 국가-사회의 연속성을 발견하는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프영’ 과 그 안의 전통마을에서 

국가는 곧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국가와 사회 

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두 영역에 동시에 참여하 

고 있다. 두 영역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점이지대가 존재하고， 그 

양태도 맥락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펼자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복 

합성과 다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방의 공동체와 국가의 재개념화 

가 펼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사회의 이분법을 벗어나기 위해 

서 ‘공동체’ 와 ‘국가’ 는 그 자체가 각각의 하나의 실체로 간주되는 

한계 또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안의 사회’ , ‘사회안의 

국가’ 라는 관점이 유용할 수 있다. 즉 양자를 구분하여 ‘켜고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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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힘의 불균형 또는 균형을 설명하는 대신에 그것들을 끊임없이 

. 변화， 상호작용， 교차하는 과정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훨 

씬 유의미한 개념도구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들의 성격을 구체적으 

로 밝히는 것과 이러한 과정들에서 어떻게 지방 주민들 사이의 사회 

적 관계들이 재생산되고 변형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향후 인류학적 연 

구의 과제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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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state-society relations, Phuong (ward), Vietnam, mediation space, 

'nativeness' identity 

The State-Society Relations in a Vietnamese 
Urban Community: 

A Case Study on 'Phuong Ngoc Ha' in Hanoi 

HorimChoi 

This study, based on an ethnographic field-research at a 'phuonr{ (ward) 

in Hanoi, probes the nature of the state-society relations of an urban 

community in Vietnam. Among many factors that explain the social 

differentiation of the people within the ward, 'nativeness' is a key factor that 

gives rise to the demarcation of the groups in the imagined homogeneous 

community. In this respect, the 'nativeness identity' is an important cultural 

resource that aids mediation of the formal and informal positions of the two 

conflicting concerns of the state and local people. 

The dominant debate surrounding the current Vietnamese state-society 

relations sets dichotomy and discontinuity between the state and social 

forces as the initial premise. However, I have found that in a 'traditional 

village' (Lang Dai Yen), the 7th resident cluster (cum 7), there exists no 

salient disjunc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society. In fact, both of these 

forces co-exist congruously at the 'local elite action' level. Most cadres (can 

bo) of local administrative machinery and leaders of the party-state's mass 

organizations are, simultaneously, agents of state policy and important 

figures of the local traditional community. Cultural and moral persuasions 



by the 'native' (nguoi goc) leaders are employed predominately for everyday 

state management at-ward and below-ward level, as opposed to the official 

party-state tools, such as ward party-branch, party-cell, ward people's 

committe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oncept of "mediation space," I elucidate the 

continuity of the state and the society at the local level. In the sense, I 

support the reciprocal view of state and society, in which society exists 

within the state and the state within the society, to understand the nature of 

state-society relations in post-socialist Vietn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