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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오늘날 인류화적 연구률 행함에 있어 고전 원본윷 읽고자 하는 열기 

는 상당히 식은 것이 사실이다. 엄청난 선행연구률을 탐색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고전올 탐독하기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고전의 원본올 읽고 이에 대한 이해휠 높이는 경우와 단지 이 

차적 자료로서만 그 내용을 전해 듣는 경우 사이에는 전문적 지식의 

탑구라는 변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노트가 

앞으로 인류학척 친족연구의 기본 자료로서 이용훨 수 있기률 기대해 

보면서 말리노브스키의 고전적 저서틀 중 친족과 관련된 원본의 내용 

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시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자한다. 

인류학의 초기 훈련 과정에서 왜스터마크(Westermark)의 영향올 장 

하게 받은 말리노브스키는 친족올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시 생각 

했다. 초기 저서인 『호주 원주민의 가족Ji (The Famψ amoηg the 

Australμη Abori방nes ， 1913) 이 그 당시까지 축적된 호주 원주민의 가족 

에 대한 연구 결과들올 총체적으로 정리 비판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말리노브스키의 친쪽에 판한 판심이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음올 알 수 

있다. 그 이후에도 말리노브스키는 트로브리안드섬 주민들윷 다룬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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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저서에서 친족관계를 빼놓지 않고 묘사하고 있으며Ii"미개인 

의 성 생 활.!l (TheS，때IIllli팎 of5.αvages in Northwestern Melanesia ‘ 1929) 이 라 

는 친족을 주제로 한 방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말리노브스키의 친족 연구는 그의 업적 중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비판받아 왔다. 말리노브스키에 대한 후세 비평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가 천재적인 민속기술학자(e버nographer) 인 반면 이론가로서는 실 

패했다는 것이며， 이러한 약점은 친족 연구에 있어 특히 두드러진다 

는것이다. 

말리노브스키에게 있어 친족의 개념은 처음부터 핵가족의 그것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친족에 대한 시각은 그가 19세기 진화주의 

자들의 역사적 시각을 비판하면서 형성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믿음 

은 그의 학문적 생애 동안 변함없이 이어졌다. 말리노브스키가 연구 

의 대상 단위를 개인에 둔 점， 정신분석학을 비롯한 심리학적 이론의 

영 향을 강하게 받았던 점 , 씨 족(clan) , 종족(lineage) 등에 대 하여 체계 

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등은 바로 그러한 기본적 입장에서 비롯 

된 것이었다. 

말리노브스키의 친족 연구에 대한 평가는 혹독한 것인 반면 그것에 

대한 인류학도들의 이해는 충분치 않은 감이 있다. 특히 래드클려프

브라운(Raddiff-Bro뻐)계의 구조기 능주의자들이 자주 비 판했던 것처 

럼 말리노브스키의 친족 연구가 정상적인 연구 궤도를 벗어난 것으로 

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말리노브스키는 모계가족의 운 

용원리에 대하여 구조적 분석을 시도하지 는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 

가사 세운 나름대로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말리노브스키의 친족 연구에 대한 평가는 우선 그가 취 

했던 이론적 전제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그러한 전 

제에 기초하여 논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서 출발해야 하리라 믿는 

다. 그가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했는가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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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식”에서 논려의 모순성여 있는가 또늪 ’‘그런 식”외 설명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며 그것요로 인한 약점은 어떤 것띨 수 있는가 동에 

대한 해석이 선행회어야 하려라 믿는다. 본 연구노트는 그러한 비명 

태도에 충실해 보고자 했다. 

2. 말리노브스키의 친족 연구관 

친족 연구에 대한 말리노브스키의 기본척 입장은 몰깐(Mor탬n) . 바 

코헨(Bachofen) . 머l 인 (M빠le) 동 19세기 말 진화주의자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행성된 것이었다. 그의 첫 저서인 『호주 원주민의 가족』윤 

그 당시까지 호주 원주민올 다루었던 제 문헌들에 대한 비평서로서， 

그 곳에서 말리노브스키는 초기 인류가족의 성격올 호주 원주민의 그 

것에서 구하면서 씨족적 특징을 강조했던 진화주의자물의 제 이롬률 

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즉 인류가족의 기원은 집단적인 씨쪽에서 

가 아니라 핵가쪽 단위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 말리노브스키의 결 

론이었다1) 인류 초기 가쪽생활에 관한 훤시난혼제. 집단혼 동 진화 

주의자뜰의 깨념 뿐 아니라 가족의 기원옳 씨족에서 찾았던 기존의 

가셜을 거부한 말려노브스키는 예컨대 호주 원주민의 모든 경제척， 

사회적， 법적， 의례적 판습과 행위들이 핵가쭉 조직이라는 하나의 정 

점에 모여툰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친족 연구는 가쪽성원들의 개밸 

적 관계에서 나타난 실제적 운용에 강조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었 

다. 이러한 기본척 입장율 말리노브스키윤 그의 화문적 생애 동안 한 

번도 바꾼 척이 없었으며， 당시 래드활리프-브라훈의 구조기놓주의적 

시각의 강력한 영향권 아래에서도 전혀 혼툴리지 않았다. 나중에 트 

로브리안드 사회의 성적 자유룹 논하면서 취했던 입장에서도 그의 시 

1) 이는 물롬 훼스터마크의 핵가족 보편셀옳 받아률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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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연속성을 읽을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트로브리안드 사회의 성적 자유는 난혼제라든가 집단혼과는 전혀 무관 

하다. 후자가 사회적 사실로서 실제로 존재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 

다. … 트로브리안드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성적 자유의 형태는 개인의 

혼인， 가족， 씨족， 지역집단의 틀과 너무나도 잘 들어맞으며， 너 무나도 

적합하게 기능한다. 이에는 가상적 초기 단계로 셜명해 넘길 만큼 심각 

하거나 이해 못할 면은 없다. 그것은 혼인과 가족과 나란히 운용되기 때 

문에 오늘날 존재하는 것이다(1929: 527-538). 

말리노브스키가『호주 원주민의 가족』에서 주장했던 논리는 17년 

후 “친족(Kinship)" (1930)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즉 친족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가족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친족 연구에 있어 연구의 대상 단위를 개인， 그 

리고 핵가족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리노브스키가 핵가족을 무 

엇보다도 중요시했던 것은 핵가족의 기능이 씨족의 그것과는 전혀 다 

른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친족이 원주민에 

게 있어 진실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기능적 연구가 선행되 

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말리노브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항상 가족내적 (domestic) 제도이다. 가족은 개인의 유 

아시절의 생활을 지배 하며 , 가구내의 협동을 조절한다. 그리고 가족은 

부모의 보호와 교육이 행해지는 최초의 단 계이기도 하다. 반면， 씨족은 

결코 가족내적 제도가 아니며 , 그 관계는 개인의 생애에 있어 훨씬 나중 

에 발달한다. 씨족 관계가 물론 가족의 일차적 관계로부터 발달하는 것 

이긴 하 나 그것의 법적 발달은 모계 또는 부계 중 한쪽으로 치우치며， 

법적， 경제적. 그리고 무엇 보다도 의례적으로 가족과는 전혀 다른 이해 

관계로서 작용한다(193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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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말리노브스카는 가쪽파 씨 

쪽은 각각의 71놓이 다률 뻗 아니라 씨쪽이 가쪽의 확대에 의하여 이 

후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몰간과 같윤 19세기 학자툴의 오휴는 친쪽 

의 성격율 정확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것의 기원올 찾으려 했던 것이 

며， 초기 인류의 가족 형태는 집단적 생격이라기보다는 부모자녀간의 

개별적 성격옳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별적 

핵가족적 관계가 확대되어 씨족이 형성된 것이라는 것이다. 친쪽의 

앤구도 어디까지나 그러한 맥락에서 행해져야 하며 따라서， 그 출벌 

윤 핵가쪽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말리노브스키의 주장인 것이 

다. 그가 “찬족 연구의 진정한 연구 주제는 소박하기 그지없는 부모 

역할이라는 매우 단순한 발단이 어떠한 과정올 흉하여 부쭉， 씨족， 

지역 집단 풍 성원권 부여에 있어서의 다양한 결과와 복잡성으로 이 

어지는가훌 보는 것이다 .. (1930: 25)라고 말한 것운 친족에 판한 그의 

기본척 사고률 잘 표현해 준다. 

말리노브스키는 가족올 씨족파는 달리 강한 감정적 끈이 개업된 인 

간관계의 제도로 보았다. 그가 가족을 개인적 차원에서 뽕 아니라 심 

리적 차원에서 보고자 했던 것용 바로 그러한 믿옴에서였다. 이는 일 

찌기 그가 산드(Shand)의 센티먼트(sentiment) 이론에 매료되었고， 그 

이후 정신본석화을 어느 인류학자보다도 열성적으로 받아들였던 점， 

그리고 나중에는 심리화의 행똥이혼(behaviorism)까지 이용했던 것과 

연결된다. 인간 행위에 있어 총통(imp띠ses) . 감정 (emotions) . 센티먼트 

풍 삼 단계 제도를 주장했던 산드의 이론은 말리노브스키의 가족에 

판한 시각의 기초룹 이루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윤 말리노브스키가 

트로브리안드섬 주민뜰의 가족판계률 연구하면서 가장 주요한 분석 

2) 이러한 그의 학문척 경향윤 그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는 강한 

이중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측 지성과 역정， 그리고 파학과 예술 사이톨 넘 

나드는 성격올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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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사용되 었다(Stoc바19 ， Jr. 1986). 

트로브리안드섬 주민의 친족 연구의 주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호주 

원주민의 가족」에서 정립된 친족 연구관이 그대로 적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말리노브스키는 자신이 직접 현지조사를 하게 되면 

서 새로운 분석 도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이 때 그에 

게 소개된 정신분석학은 거의 구세주와도 같은 것이었다. 즉 말리노 

브스키는 트로브리드섬 주민들의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 다시 말해 

법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 사이의 괴리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정신분 

석학은 바로 그러한 괴리를 가장 명쾌히 셜명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말리노브스키의 다음과 같은 말은 그 당시의 섬 

정을잘대변해 준다. 

내가 사회학적 현지조사를 하면서 관습， 법 , 그리고 도덕성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흐르는 욕 망과 성향의 지류를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었다(1927: 102). 

말리노브스키는 정신분석학에서의 의식의 개념을 트로브리안드 문 

화의 법적 측면으로， 무의식의 개념을 실제적 측면으로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전자는 표면적 동기로서 그리고 후자는 억제된 동기로서 

설명될 수 있고， 이 모텔을 따를 경우 법과 실제라는 이율배반적 현 

상은 매끄럽게 이해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에 덧붙여 말리노브스 

키는 인간성의 본질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이라는 심리 

학의 공통된 이론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트로브리안드 문화의 

현실적 측면을 강조하였고 법적 측면은 단지 부차적으로만 취급하였 

다. 그 결과 말리노브스키에게 있어 친족관계의 권리와 의무는 단지 

이차적이었으며， 감정과 센티먼트가 우선이었다. 그가 친족의 권력관 

계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권력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그와 같은 믿음에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중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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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생생활』에서 행했듯이 친쪽 연구훌 함에 있어 생애사적 연구 

의 효율성옳 강조했던 것은 개인의 감정척 차훤올 중시한 방법룡에 

바로기인한것이었다. 

또한 정신분석학의 휴아시절의 초기 경험에 대한 강조윤 딸리노브 

스키에게는 매우 반가훈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온 그가 핵가족옳 

중시한 시각파 일맥쌍흉했기 때문이다. 말리노브스키에게 있어 핵가 

족은 출산과 초기 육아， 그리고 자녀의 초기 훈련의 기놓집단이었고 

이는 바로 정신분석학의 이론에 잘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신 

분석학의 성적 판심도 원주민의 자유로운 성 개념에 관심윷 두었던 

말리노브스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그가 혼인판계홉 주굶 성척 판 

계로 보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합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말리노브스키가 친쭉집단의 법적 측띤에 대한 훈석올 시도하지 않 

았던 것은 개인의 감정적 차원올 무엇보다도 소중히 한 것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는 편이 옳윷 듯하다i 왜냐하면 리버스(Rivers) . 썰리그 

만(Seligman)의 가르챔윷 발은 그로서 그러한 법적 측면에 대한 연구 

의 유리한 접윤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또한 이미 현지조사훌 떠나기 

전에 친족의 법적 측면만올 강조한 뒤르챙올 비판했기 때문이다 

(Stoc빼19. Jr. 1986: 21). 말리노브스키는 가족과 가쪽 외척 친족관계 

라고 하는 친쪽의 이중적 과정의 동시성올 분명히 인정하였다. 그러 

나 그(1930:26)가 전자흉 〈가족구성원외 똥합의 기제>. 후자흉 〈한 

쪽으로 뒤툴련 과정. 그리고 개인성의 회생 위에 집단성이 분명히 강 

조되는 과정〉의 용어활 사용한 것에서 그가 개인올 얼마나 중요시했 

는가를알수있다 3) 

말리노브스키가 개인올 중요시한 입장은 유별척 (classificatOIY) 친쪽 

용어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한 것에도 반영되어 있다. 우선 말리노브 

3) 말리노브스키가 뒤르캠외 집합적 정신c이lective mind보다 개인주의훌 선호한 

것온 이미 1913년도 저서에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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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는 친족용어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트로브리안드 사 

회의 친족용어의 수집은 매우 불충분하다. 몰건 뿐 아니라 리버스 

(1913)를 위시하여 그 당시 친족용어에 대한 분석과 논쟁이 한창 일 

어났던 사실에 비추어 그의 무관심은 특별난 것이기까지 하다. 유별 

적 친족용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의 극단척 주장은 후에 다 

른 학자들의 비판올 크게 불러 일으켰다. 리취(Leach 1958)같은 학자 

는 말리노브스키가 개별적 용어로 해석한 트로브리안드의 친족용어 

의 몇 개의 예를 유별적 친족용어로 밝혀내는 고도의 지능적인 작업 

을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말리노브스키가 유별척 친족용어의 폰재를 

부인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개인올 중시한 것에 연유한다. 유별적 

친족용어를 사용할 때라도 지칭되는 사랍의 범주에 따라 억양， 악센 

트 퉁이 미묘한 것이긴 하나 분명히 달라진다(1930: 29)는 것은 바로 

그 점과 연결되는 것이다. 

말리노브스키의 친족연구관은 결국 개별적 핵가족， 개인적 차원， 

그리고 실제적 측면의 중요성이라는 세 가지 특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그것들은 각기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다. 다시 요약해 보면 가족과 씨족은 근본적 성격이 다르며， 가족 

은 감정과 센티먼트가 내재되어 있으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심리적으 

로 파악되어져야 하고， 이 때 감정적 측면은 권리 혹은 의무 퉁 법적 

측면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4) 말리노브스키는 몰건， 리버스 둥의 친족용어 분석올 ‘유별척 집착” 

c1assificatOIγ obsession이라는 정멸적 용어로 표현하기도 했다(Stocking ， Jr. 

198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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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로브떠안Ei섭의 친족 연구 

앞 절에서 환 웰리노브스키의 친쭉 연구판은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트로브리안드섬 주민의 친쭉올 연구했으려라는 것옳 예상케 한다. 그 

리고 실제로 트활브리안드 친족의 연구 내용의 큰 줄거리는 그러한 

연구 시각올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륙히 「미개가쪽의 성생활」이라는 

방대한 저서뜰 바로 그러한 믿음에 기초한 연구 작업이라 활 수 었 

다. 트로브려안드섬 주민의 친쪽에 판한 연구서인 이 책에서 말리노 

브스키는 출생에서부터 유년기， 사춘기， 결혼， 임신， 죽옴 흉에 이르 

는 개인외 제 흉파의혜의 내용옳 생애사적 판점에서 묘사하고 있으 

며， 각 흉과외례에 개업되는 개인의 친족판계훌 일차척 가쪽판계에 

한쟁시켜 썰명하고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 남매판계 동 일차척 가 

족관계의 내용윷 개인의 심리적 동기의 측면에서 자세히 묘사함으로 

써 법파 실제， 이상과 현실， 말과 행통， 사회척 의무와 개인척 감정 

사이의 갈풍이 생동감 있게 부각되어 있다. 

트로브리안E 사회는 모계사회이다. 자녀의 출산에서 여성외 역활 

만올 인정하는 개념윤 모계제의 법적 홉면올 정당화한다. 즉 훌계와 

상속 그리고 계급， 추장 지위 , 세습적 지위 , 주술 뚱이 모계로 계숭된 

다. 그러나 핵가족과 실제척 행동 양상율 중시한 말리노브스키에게 

있어서는 모제훤리의 법적 운용보다는 모계가쪽 내에서 개인이 자연 

척으로 우러나오는 감정에 따라 행하는 행위 양식이 오히려 더쭉 중 

요한 것이었다. 말리노브스키에 의하면 적어도 핵가족 아래에서의 개 

인의 판점에서 볼 때 부계가족에서건 모계가족에서건 개인의 법적， 

경제적， 종교적 그리고 감정적 생활에 있어 개인이 아버지와 맺는 판 

계는 어머니와 맺는 관계와 똑같이 영향윷 준다는 것이며， 부계와 모 

계 중 어느 한 쪽이 강조되는 것은 씨족 수준에서 비로소 나타날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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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트로브리안드섬 주민의 부자관계에 많 

은 관심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트로브리안드 사회 

의 가족 이론의 핵심적 요소로까지 삼았다. 

말리노브스키가 발표한 트로브리안드섬 주민에 관한 저서들을 통 

하여 유추해 보면 그는 모계가족 내에서의 부자관계에 대하여 매우 

깊은 인상올 받았올 뿐 아니라 그것의 애정적 성격에 개인척으로(유 

럽의 부권가족에 익숙한 그로서) 감동 받았융에 톨림없다. 임신과정 

에서 부의 생리적 역할올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로브리안드 사 

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5)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계가족의 가장 큰 

특정인 외숙의 중요성과 관련해 볼 때 부자지간의 밀접한 애정적 관 

계는 예상치 않았던 새로운 발견이었던 것이다. 말리노브스키는 이를 

분석해야 했으며， 법과 실제라는 양분론에서 그 해답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부자관계에 대한 감동은 말리노브스키로 하여 

금 법이라는 형식적 규칙보다 그것의 우회적 현실올 더욱 참된 것으 

로받아들이게 하였다. 

부성 애 (paternal affection)와 모계적 (외 숙) 권위 (ma미lineal authority) 

사이의 괴리는 말리노브스키의 끊임없는 주제였다. 전자의 무조건적 

애정과 깊온 애착은 후자의 긴장， 갈둥과 늘 대비시켜 설명되었다. 

말리노브스키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그의 시각을 잘 볼 수 있다. 

친족의 단합성이 모계선내에서만 존재한다는 그리고 그 친족 단합성은 

모든 의무와 충성심 뿐 아니라 모든 애정까지도 요구해야 한다는 모권 

원칙은 전통적 명령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아버지와의 우정과 

애정， 공동의 개인적 이해와 욕망은 족외혼제의 굴레를 떨쳐 버리고자 

5) 트로브리안드섬 사람들은 임신을 죽은 조상(모계 여성 친족)의 영혼올 매개 

로 작은 영혼이 여성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 환생하는 것으로 믿는다. 그들은 

혼천의 자유로운 성행위와는 판계없이 미혼 여성은 임신할 수 없음을 믿고 

있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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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욕구와 함째 개인적 외향과 개띤생활의 청험~로뿌터 나요눈 생용 

력 아다. 그리고 이러한 힘온 행째 사이와 외숙 조차 사이에 늘 혼재하 

는 불화훌 자극하는 떼 크게 기여한다. 그리하여 개인의 진짜 감정에서 

보면 모계의 전흉척 원칙이 사회학척으로 부인퇴고 있음윷 볼 수 있다 

(1927: 102). 

즉 법척으로 보면 외숙파 조카(두 형제도 마찬가지로)는 친구이자 

동맹자로서 꽁흉의 감정과 이해판계률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서로 

가 적이며， 휴이고 속는， 죽이고 죽는 관계이며 사랑과 단합보다는 

의심파 반감의 관계라는 것이다(1927: 12 1). 그리고 언제나 말리노브 

스키의 관심은 실제척 행동에 편중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트로 

브리안드섬 아버지의 아툴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는 모든 것윷 알려주 

고 있지만， 외숙과 맺게 되는 관계의 과정 및 그 성격은 단지 단편적 

으로만언급하고있다. 

트로브리안드 사회는 모계출계윷파 와숙처제(말리노브스키는 부처 

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를 행하는 사회이다. 남자의 경우 어렸올 

때에는 부모와 함께 핵가족 내에서 성장하는데 이 때 거주지는 아버 

지의 친족 지역이다. 따라서 남아는 토지권리도 마울의 영광에 대한 

법적 자긍심도 없는 법적 이방인으로 자라게 된다. 그러다가 사춘기 

가 되면 마윷 내의 총각의 집 (부쿠마훌라)으로 거주률 옮긴다 6) 그러 

나 식사는 계속 부모 집에서 하며 그 외의 생활온 전부 또래 집딴파 

함께 총각의 집에서 보낸다. 결혼과 함께 남자는 신부롤 데리고 혼히 

다룬 마올인 자신의 모계친족집단 지역에 거처률 옮기고 그 때부터 

외숙의 지도 아래에 있게 된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권위와 충고는 점 

점 그 힘이 약해지는 반면 외숙의 영향력은 점접 종대된다. 외숙은 

조카에 대하여 권위훌 행사하며 봉사활 것올 요구하고 어떤 일에서는 

6) 사훈기 자녀툴이 거처훌 옮기는 이유는 부모의 생생활옳 방해하지 않기 위해 

서라고 말리노브스키는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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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웅올 준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허가롤 내주기도 거 

두기도 한다. 이것이 말리노브스키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트로 

브리안드 사회의 모계원리의 운용 내용이다. 

한편， 아들의 아버지와의 애정적 관계는 어려서부터 시작되어 성인 

이 된 후까지 지속된다. 아들의 육아에 아버지는 애정적으로 참여하 

며， 자신의 소유물을 법적 상속자인 조카(여동생의 아들) 대신 자신 

의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한다. 아무런 혈연관계를 인정치 않는 이 관 

계에 대하여 트로브리안드 남성들은 아내의 성적 봉사에 대해 그녀의 

아들에게 보답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리노브스키는 셜명하고 있 

다. 추장의 경우 정치적 권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보다 쉽게 아들에게 상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차사촌혼의 기제(자 

신의 아들을 여동생의 딸과 결혼시킴)를 통하여 그것을 영속화시킬 

수 있음을 말리노브스키는 자세히 셜명하고 있다. 외숙과의 긴장관계 

에 대비시켜 아버지와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애정적 관계로 특정짓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말리노브스키를 통해서는 결혼 후 남성이 어떻 

게 외숙의 마을로 이동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친족집단으로부터 토지 

를 할당받게 되는지. 외숙과의 협력관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 

지， 새로운 거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외숙의 지도는 무엇인지 둥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그리하여 외숙과의 관계가 갈동적 관계라는 

이외 그것의 자세한 부분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이에 비하여 부자관 

계는 지나치리만큼 상세히 기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실된 감정에 

의한 인간의 진정한 인간관계로까지 숭화되어 있다기 말리노브스키 

는 더 나아가 〈부권보다 모권이 사회조직의 보다 유용한 원칙으로 간 

주될 수 있는) (1927: 271) 이유를 그러한 맥락에서 찾았다. 

말리노스브키는 트로브리안드의 모계가족을 묘사함에 있어 부자관 

7) 말리노브스키는 부권가족인 유럽의 부자관계에 대비시켜 트로부리안드의 부 

자관계를 것의 이상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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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와 더훌어 남매판채활 총요시 다후었다. 여성에게 었어 남차형제는 

지혹적인 보호자이며， 가장으로 방률어야 하는 존채인 통시에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절대적 대상이다. 그러나 트로브리안드 사회의 경우 

그들 사이씌 회피규칙윤 상당히 엄격하다. 아주 어렸윷 적부터 시작 

되는 남매간의 엄격한 회피규칙에 대하여 말리노브스키는 반복책으 

로 언급하고 있따. 남매는 이미 셔 너 살 때부터 생휩 공간이 격리되 

며， 놓이률 할 때에도 함께 어윷리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갱생 

의 후견인이면서도 남자는 여홍생의 연애 사건이나 결혼 동에 대하여 

결코 관심올 가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물 

론 결혼 후에는 오빠는 가장으로서 ‘’카다쿠’(외숙의 의미)로 활리고 

가장으로서의 영향력윷 크게 행사하며 이는 특히 여홍생의 아룹에 대 

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매간의 회펴규칙의 혼질올 말리노브스키는 기본적으로 성척 금 

기로 보았다. 그리고 이 판계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도 역시 실제척 

행동 양상에 보다 큰 환심울 보였다. 인셰스트 타부(incest ta빼0)8)에 

대하여 많은 자료률 제꽁한 것은 바로 그의 그와 같은 판심에 기언했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려노브스키는 남매간의 인세스트 타부훌 주 

제로 한 신화물올 자주 소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어난 남매간 인세 

스트에 대한 주민룹의 조심스련 이야기들올 옮기고 있다， 그런데 말 

리노브스키눈 인셰스트 타부를 논하면서 근친간의 성척 행위와 혼인 

올 엄띨히 구별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본대로 그가 혼인의 기놓올 

주로 성책인 것으로 보았던 것에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남매간의 성척 행위는 일어나기도 하나 그둘간에 혼인용 한 사례는 

결코 없었기 때문에 말리노브스키가 판친상간 금기와 근친끔혼의 두 

의미를 함께 훈용해서 사용했음올 알 수 있다. 말리노브스키는 씨쪽 

B) 말리노브스키가 근친상간급기와 근친끔혼의 개념옳 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의미활 포팝척으로 표현하는 원어훌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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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하위씨족간의 수준에서의 외혼제를 논하면서 트로브리안드 씨족 

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외혼제의 단위가 되는 것이며， 이 때 외혼제 

의 의미는 같은 씨족원 끼리의 성관계에 대한 금지라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같이 적고있다. 

외혼율의 위반의 정도에 따라 그것에 가해지는 벌칙의 정도도 달라진 

다. 그렇긴 하 나 씨족 내의 혼인이 알려지지 않은 것온 아니며， 그 금기 

를 가장 심하게 어긴 경우에도 관슐척으로 벌율 피하거나 적용활 수 있 

는 여지가 남아 있다(1929: 505). 

즉 동일한 유별적 친족 용어를 쓰는 관계에 있어서도 촌수의 원근 

에 따라 인세스트 타부의 정도는 달라지며， 그 벌칙 또한 달라진다는 

것이다‘ 친여동생파 유별적 여동생온 같은 용어로 불리나 회피규칙은 

전자에게 있어 가장 엄격하며， 촌수가 벌어질수록 강도가 약해진다 

하여 그 둘 사이에 대한 행동 규범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남매간의 회피규칙의 본질을 성적인 것으로 본 것은 “루쿠다”라는 

친족용어의 해석에서도 볼 수 있다. “루쿠다”는 남매간에 상호 사용 

되는 호칭이지만 보다 넓게는 금기된 이성 집단의 한 사람， 즉 자신 

과 같은 씨족이나 하위씨족의 이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가 

장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비유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금기시된 사람이 

나 물건이면 어떤 것이나 지칭한다(1929: 519). 즉 “루쿠타”라는 친 

족 용어의 원래의 의미는 성척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인세스트 타부의 

대상인 것이다. 

트로브리안드 사회의 남매관계에서 “우리구부”제는 빼놓을 수 없 

다. 말리노브스키는 이 제도에 대하여 거의 충격적 인상을 받은 듯하 

다. 사실상 그의 트로브리안드 친족 연구에 두 줄기가 있다면 하나는 

부자관계이고 또 하나는 “우리구부”제라 할 수 있다. 여러 저서를 통 

하여 반복적인 정보를 제공할 만큼 말리노브스키는 “우리구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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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많온 판심올 가졌으며. 01 채도활 둘러싼 일련의 행위의 륙정 
윷 밝히고자 한 것에서 그의 이론의 핵심율 활 수 었다. 말리노브스 

키는 .. 우리구부”제도훌 E로브리안드 사회의 톡혹한 판습으로 보았 

으며 이를 둘러싼 행위의 통기를 파악코자 노력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구부”란 형식적으로는 남성이 자신의 수확 

물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여동생의 남편에게 증여하는 제도이다. 

보통 여동생의 남편윤 한 사람의 처남으로부터 “우려구부”륭 받E..며， 

이 뿔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 혜택을 함께 받는다. 예를 틀어 집올 지 

을 때， 카누롤 건조활 때， 고기잡이 나갈 때， 축제에 참가할 때 처남 

의 도움올 받으며 , 아훌 때 요술가로부터 보호해준다뜬지 보다 나윤 

치료가 가농한 곳으로 데려가 준다든지 하는 것도 처남의 도옴에 의 

하여 이쭈어진다. 이 외에도 긴급활 때 분쟁에 개업되었옳 때에도 

처남의 도움올 구할 수 있다. 그리고 。1 모든 경우 고마움의 표시로 

서 가치재률보답한다. 

“우리구부”제는 혼인에 있어 남성 촉에 엄청난 훌쩔책 혜핵옳 가져 

다준다. 이 혜택은 간헐적으로 가치재 선물로서 보답훨 뿔이다. 그리 

하여 혼히 혼인윤 신랑 측의 가족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되지 않으나 

신부 측의 가족훌에게는 중대한 문제로 떠오룬다. 신부 측의 가쪽에 

게 있어 혼인윤 끊임없는 그리고 상당한 노력과 걱정이 따르는 행사 

인것이다. 

법적인 촉변에서 본다면 “우리구부”제는 혼인 후에도 모계친쪽의 

성원으로서 공동의 토지권리롭 잃지 않윤 여동생에 대하여 토지 소작 

료를 지불하는 격이다. 왜냐하면 앞서 본대로 트로브리안드 사회익 

거주규정은 외숙처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혼인 후에는 그녀의 모계친 

족집단율 떠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성의 매부에 대한 

봉사는 여동생의 명생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의 연장이다. 실제로 말려 

노브스키는 이 제도를 논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모계가쪽에 내 

재된 운용 원리에 기초하여 셜명하고 있다. 즉 “우리구부”란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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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남자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포지로부터 되돌려 받는 자 

신의 몫， 즉 외숙처제 관습으로 인한 〈부재지주〉로서 증여받는 일종 

의 소작료라는 것이다(1935: 341-381), 남자형제가 없을 경우 아들이 

대신 “우리구부”를 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구부”제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여동생과 그녀의 자녀 

라는 모계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구부”제도를 봄에 있 

어서도 말리노브스키는 그러한 법적 측면보다는 그 제도를 지속시키 

는 개인의 심리척 측면을 더욱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 

“우리구부”제의 핵심적 요소는 수확물의 전달이라는 사실보다는 “우 

리구부”를 위하여 왜 그렇게 많은 정성올 쏟는가 하는 개인적인 심리 

적 동기였다. 즉 말리노브스키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구부”제 

도 자체보다 오히려 인간은 어떠한 동기를 가졌을 때 자신의 수확물 

중 가장 좋은 부분을 골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이 

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말리노브스키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는사실이다. 

만약 원주민 남성이 당장 먹을 만큼만 생산하기 위하여 일하고 직접적 

인 경제적 이해만올 고려한다면 잉여생산을 자본화시킬 수단을 갖지 못 

한 그로서는 잉여분을 생산하고자 하는 아무런 의욕이 없을 것이다. 야 

망， 명예， 도덕적 의무 둥 깊이 내재된 동기들은 비교적 높 은 수준의 효 

율성과 조직을 갖게끔 했으며， 이는 가뭄과 기근의 계절에서도 최악의 

상태를 모면케 해주는 기제가 된다(1929: 129) , 

위 인용문의 내용만 본다면 말리노브스키의 “우리구부”에 대한 해 

석은 현대 인류학의 해리스(H때1S)식 해석과도 근접할 정도이다. 즉 

·‘우리구부”라는 관습을 불안정한 생태적 조건에 대한 적응의 기제라 

는 것으로 특정짓고 있는 것이다. 심리적 동기， 관습， 사회조직，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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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건흘이 상호판련성융 가질 뻗 아니라 씬파관계에 놓여 있활옳 

읽율 수 있다. 그러나 말리노브스키눈 이런 식의 쩔명융 더 이상 진 

전시키지 않았다. 그 대신 흉황한 생산물에 대한 자부심. 이흘 타인 

에게 내세우는 만족감， 도덕적 의무의 성취감 동 개띤의 심리적 홍기 

로 되툴아가서 “우리구부”제률 둘러싼 신비성을 반북척으로 강조하 

였다. 

앞에서 언굽했돗여 말리노브스키는 트로브리안E 사회의 천쪽율 

연구함에 있어 모체가족 내의 부자관계 그리고 “우리구부”제에 거의 

모툰 관심윷 쏟았다. 이는 한훤으로는 그가 핵가족의 단왜를 무엇보 

다도 중요시한 01흔적 배정과 연결되며 또 한면으로는 씨쪽이나 하위 

씨쪽 둥 핵가좁 외척 친쪽의 성격을 소홉히 취급한 결과와 연결훤다. 

말리노브스키의 여러 저서를 통하여 트로브려안드 사회의 씨쪽과 

하위 씨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구할 수 있다. 예흉 들어 트로브 

리안드 사회는 4개찌 모체씨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 씨족의 

가장 중요한 기능윤 외혼제의 단위가 되는 것이다. 씨족 안에는 보홍 

여러 개의 하워 써쪽(말라노브스키는 sub-clan이라는 용어률 사용했 

다)이 있으며， 실생활에 있어 중요한 기능집단윤 하위씨쪽이다. 짤리 

노브스키는 트로브리안드 써족을 다읍과 같이 특정짓고 있다. 

써쪽은 하나의 집단이라기보다는 주로 사회적 법주이며 , 이 때 이 범주 

에는 많윤 풍물， 식물， 기타 자연물이 놓여진다， 그러나 씨족의 토햄적 

성격온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그것 의 종교적 의미는 사회척 기농에 

가려진다. 씨족이란 대규모의 의례행사가 있올 때에만 작 용하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1929: 5(0). 

하위씨족홉 내부적으로 씨쪽에서는 볼 수 없는 계급으로 구볍되고 

있다. 대략 다섯 내지 여섯 개의 주요한 계급 법주가 있으며 zf 범주 
안에는 또 다시 작운 서열관계가 매겨져 있다. 보홍 한 마올은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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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세 개의 하위씨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셔열이 높온 집단이 마 

을의 주인으로서의 주도권올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마을 

의 우두머리는 가장 서열이 높은 집단의 연장자가 되며， 가장 높은 

하위씨족의 우두머리는 일정 지역의 추장이 된다. 이 때 우두머리의 

마을 내에서의 특권은 모계친족집단 구성원이면 남녀를 막론하고 누 

구든지 향유한다. 예컨대 귀족 여성이 평민 남성과 결혼했을 때의 행 

위 규범을 통하여 서열관계의 성격을 무엇보다 잘 알 수 있다. 이 경 

우 남편은 공공장소에게 부인에게 옴올 굽혀야 하며， 씨족 행사에서 

부인만이 높은 단상에 앉올 수 있다. 이는 물론 여성이 그러한 특권 

과 관련하여 실제적 힘올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 

튼지 말리노브스키는 하위씨족의 계급에 따른 권리와 의무， 그리고 

행위양식 풍을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였다. 

말리노브스키는 트로브리안드의 모계원리는 친족집단의 성원권에 

있어 절대적으로 적용된다 하였다. 그리고 마을의 성원권파 주술가의 

지위는 절대적이진 않으나 여전히 매우 엄격하며， 토지，특권， 물질의 

상속 퉁도 모계를 따라 이어지나 융통성이 있다 하였다. 이 때의 융 

통성은 불론 부계로 이어질 수 있음올 의미한다. 그러나 말리노브스 

키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트로브리안드 친족집단은 장례의식에서 가 

장 중요한 기능집단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죽은 자의 모계친척들 

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상징적 금기라든지， 모계친족성원들에 의한 

·‘샤갈리”의식 등에는 한 개인의 복지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며， 진 

정으로 애정을 갖고， 결코 해를 주지 않는 자는 모계친척 뿐이라는 

전통적 사고체계(1929: 161)가 반영되어 있다. 

트로브리안드 사회의 하위씨족의 기능의 구체적 모습은 토지이용 

권과 관련한 주제에서 비교적 잘 묘사되어 있다(1935: 341-381). 토 

지 소유권 및 이용권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말리노브스키는 모계원리 

의 법적 운용 모습을 찾아냈다. 이를 통하여 마을의 소유권을 합리화 

시켜 주는 시조모 출현의 법적 및 신화적 토대， 하위씨족의 계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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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령 훤칙으로서 작용하는 내용， 친족구성훤에 대한 농쩡지 활당 

의 내용， 놓경 작업반의 구성 내용 퉁이 채계적으로 셜명되고 있다. 

그러나 말리노브스키의 씨족 및 하위씨족에 대한 묘사는 사실상 펴 

상적이다. 토지권리와 판련하여 셀명한 겸우에도 중심 추는 트로브리 

안드 사회의 토지에 대한 개념몰 밝히는 데 있었고 하위씨촉성원뜰간 

의 사회책 판계 뻗 아니라 혼히 오늘날 인류학자에게 익숙한 구조적 

훈석같은 것운 결코 하지 않았다. 발리노브스키는 친족집단올 하나의 

독립된 파제로서 다푼 적이 없으며， 단지 필요할 때마다 관계되는 내 

용을 소개하고 있는 정도이다. 

지금까지 감추려 본 트로브리안드 사회익 가쪽 및 친쪽에 대한 떤 

구 내용온 말리노브스키가 우리에게 제공한 자료의 단지 알부에 불파 

하다. 사실상 말리노브스키는 트로브리안드 사랍뚫의 가쪽생활에 대 

한 엄청난 환량의 자료률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다. 다만 여기서는 트 

로브리안드 친쪽에 대하여 말리노브스키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큰 좋 

거리만올 정리하고자 했다 

4. 딸리노브스키의 친족연구의 팽가 

지금까지 주어진 말리노브스키의 친쪽 연구에 대한 평가윤 너그렵 

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젤하된 명가의 꽁흉점운 그가 친쪽 

의 구조적 분석올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301녕대 래드 

클리프-브라훈의 영향올 강하게 받았던 구조기능주의자툴에게 있어 

말리노브스키의 트로브리안드 친족 연구는 흑히 성에 차지 못했다， 

심 지 어 말려 노브스키 가 「친족의 심 리 학J (Prychoiogy of Kiηsh뻗) 이 라는 

제목까지 정해놓고도 결코 그 책올 쓰지 않았던 것윤 그의 이론적 배 

경으로는 친족체계에 대한 분섹척 연구률 도저히 할 수 없었기 때문 

이었을 것이라고 혹평 받기도 했다(Fortes 1957: 16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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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말리노브스키의 친족 연구가 그토록 낮게 평가되는 것은 어 

떤 변에서 보면 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비평가들의 관점 탓이라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말리노브스키의 이론적 

전제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그가 진실로 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이해하기도 전에 자신들의 이론적 시각에서 비판을 서둘렀던 

감이 있다. 포테스(1957: 162)가 〈성， 혼인， 가족， 씨족의 사실들이 

상호 관련되어 인류의 출산제도라는 하나의 통합적 제도에 놓여 있다 

는 말리노브스키의 친족 개념은 큰 장애〉라고 규정한 것은 좋은 예이 

다. 말리노브스키의 사회구조에 대한 개념의 부족은 더 큰 비판을 받 

았다. 포테스(1957: 175)가 〈말리노브스키의 잘못은 개인적 생활사의 

준거틀과 전체 사회구조의 그것을 혼동한 것〉으로 비판한 것은 또 하 

나의 예이다. 즉 사회의 법적 질서와 개인적 동기와 센터먼트를 함께 

뒤섞은 오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말리노브스키가 개인을 연구단위 

로 삼고 개인의 심리적 동기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했던 기본적 입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10) 

그러나 필자는 비판에 앞서 말리노브스키의 친족에 대한 논리의 전 

개를 일단 더듬어 보아야 할 펼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논문 

의 첫 부분에 말리노브스키의 친족 연구관을 요약해 놓은 것은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였다. 말리노브스키의 친족 연구관에 비추어 볼 때 

9) 실제로 말리노브스키는 여러 번 그러한 제목의 책올 내겠다고 독자들에게 약 

속한바있다. 

10) 말리노브스키의 가족 및 친족 연구에 대한 비판은 후에 여성주의 인류학자들 

에 의해서도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제인 콜라어 둥 (1 988)은 모성애와 

부성애， 그리고 우애 가족 개념 등 가족의 성역화 주장에 대한 초기의 이론 

적 토대를 말리노브스키가 제공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핸I하면 여성주의적 입 

장에서는 가족은 근대 국가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구조물이며 말리노브스 

키가 주장한 것처럼 인류의 보펀척 욕구 충족을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제인 롤리어 등 1988: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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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트로브리딴드 사회의 친족 연구임 내용은 결코 모훈됨 것이거냐 

잘못된 것은 없으며， 오히려 그는 그의 연구관올 충실히 따라 트로브 

리안드 사회의 친족을 연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리노브스키가 트로브라안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정려하고 집펼 

했을 당시는 이미 친족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한창 유행했올 때이고 

우수한 연구 결과뜰이 나온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위기는 말리노브스카에게 전혀 영향올 끼치지 않았다. 그는 그가 

처음 철정했던 관심과 이론적 노선을 그대로 지켰다. 즉 그에게 있어 

개별가족은 관심의 전부였고， 그것은 가족외적 혈연환계률 설병해 주 

는 확대의 근뭔。1 었다. 그리고 가족성원들의 개볍적 관계에서 본 실 

제적 운용에 강조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일판된 주장이 

었다. 

말리노브스키가 트로브리안드 사회를 연구하면서 모계사회의 운용 

원리라든가 모계친족집단의 구조적 특성 풍옳 소훌히 다루었던 것윤 

그가 개인올 연구 단위로 삼았던 것과 관련되며， 정신분석학 동 십리 

학적 이륜의 영향올 쉽게 받았던 것도 그러한 배경에서 이해훨 수 있 

다. 포테스(1957: 164)는 〈말리노브스키는 어느 곳에서도 트로브려안 

드 사회의 지역조찍 , 친족， 정치구조를 분석적으로 분리 가놓한 사회 

적 생활의 톨로서 연관된 분석올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러 

나 그의 연구에서 친족 집단에 관한 설명이 빠진 점， 사회구조에 대 

한 분석이 결여된 점 등올 거론하는 구조기놓주의자뜰의 비판용 일연 

정당성이 부족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도 말리노브스키는 친 

족집단에 대해 쓰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앓 젤에 

서 소개한 바와 갈이 (토지권리와 관련된 친쪽에 대한 토의) 말리노 

브스키는 트로브리안드 사회의 친쪽 구조에 대하여 깊운 지식윷 가지 

고 있었융에 툴렴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주요 관심 밖 

에 있었다. 

말리노브스키의 법과 실제에 대한 양분론에 대한 비판도 때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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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리취는 

법적인 규칙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사실이며， 반면에 강한 애착이라고 

하는 바로 그 감정 은 증명될 수 없는 심리척 추론이다. 그리고 과학적 

으로 말해 그 풀을 직접적으로 비교 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1966: x). 

라고 말했다. 그러나 말리노브스키의 양분롱은 법과 감정으로서보다 

는 법과 실제， 말과 행동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럴 경우 이 

는 약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섬충적 자료가 구해질 수 있다는 

이점이 된다. 

말리노브스키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친족 분야에 있어서도 이 

론적 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주요 개 

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친족(빼lship)과 출계 (descent) 

를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논의의 전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 

은 래드클리프-브라운(1929: 50)의 말리노브스키에 대한 비판의 서 

두이기도 하다. 래드클리프-브라운은 말리노브스키가 모계가족에서 

의 부자관계의 중요성을 대단한 발견으로 보고 놀라워했다는 것 자체 

가 그 두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했다. 모계사회이건 

부계사회이건 개인에게 있어서는 양계 친족이 모두 중요하며， 다만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어느 한 쪽이 강조되는 것이며， 이 때 출계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라 했다. 이 뿐 아니라 말리노브스키는 친척 

(kìnsmen)파 친속(빼ldred)의 개념도 혼용해서 쓰고 있으며 그 내용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말리노브스 

키가 왜 제 개념들에 대한 정의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가이다. 이는 

그가 체계적 이론화의 작업을 싫어해서라기보다는(포테스 1950: 

170) 자신의 논리적 모텔에 너무나 심취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자신의 발견과 설명 도구에 대한 객관척 시각을 취활 섬리적 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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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윷 정도로 스스로 감통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사 

실상 그의 트로브리안드 사회에 대한 기술은 독자로 하여끔 트로브리 

안드 사회로 빠져뚫게 함파 동시에 그 자신의 개인적 홍분윷 함께 나 

누도록 하는 마력올 지니고 있다. 

5. 말려노브스91 찬쪽 연구에 대한 채팽가 

전 철에서는 우리가 말려노브스키의 친족 연구에 대한 평가뚫 하변 

서 그찍 이론적 전제흉 먼저 받아들이고 그가 그 전제에 따라 충실히 

친쪽 연구활 했다는 정은 충훈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옳 지적했다. 

그러나 한편 알려노브스키가 제공한 방대한 자료룹 읽고 나서도 트로 

브리안E의 친쪽에 대한 궁금중이 남는 것 또한 분명하다. 이는 물룬 

방대한 자료라고논 하나 여러 번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궁 

금하기는 그가 중요시했던 핵가쪽도 그러하거니와 씨쭉， 하위써쪽의 

부분은 더 말활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말리노브스키의 연구률 어떻 

게 다시 명가해야 옳윤가? 

말리노브스키의 전제활 받아들이고 그것에 기초한 연구성과률 \:11 
평한다고 할 때 그 쩔론윤 어떠한 것얼 수 있는가? 이 결룡의 가장 

큰 특정윤 말려노브스키는 자신에게 인상 깊었던 부분올 선핵책으로 

묘사했으며， 그 묘사가 많은 경우 직감적으로 이후어졌다는 것월 젓 

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해질 수 있다. 하나는 정보채팡자외 

한계성이며， 또 하나는 주제의 한계성이다. 말리노브스키는 자신과 

친했던 몇 명의 정보제꽁자에 주로 의존했던 것이 사실이다. 흉히 그 

가 오랫 통안 머불렀던 오마라카나지역의 타발후 하휘 써쭉외 우두머 

리는 그의 주요 청보 제팡자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찍 아뚫에 대한 

애정 혹윤 교차사촌혼 뚱 그가 주요하게 다루었던 주제뜰에 대해 어 

느 곳에서도 구체적 흉계적 증거는 물론 폭넓윤 사례활 제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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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여러 저서를 통하여 같은 자료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던 것도 

그러한 자료의 한계성， 즉 정보제공자가 제한되었던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고전적 현지작업을 실천한 말리노브스키가 그러한 약점 

을 벗어나지 못했음은 그 역시 시대를 초월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하다. 

주제 변에서도 말리노브스키는 다분히 선택적이었다. 그가 핵가족 

의 가족관계를 중시했으면서도 그 모든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 

았다. 좋은 예가 형제지간의 경우라 할 수 있다. 말리노브스키는 여 

러 군데에서 트로브리안드 사회의 계승이 형제지간과 외숙 조카로 이 

어진다고 언급하였다. 그러한 언급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속과 계승 

에 있어 형에서 동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외숙에서 조카로 이어지는 

것보다 우선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트로브리안드의 모계가족에서 형 

제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임에 틀림없으며， 간단히 한 두 마디로 언 

급할 성질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리노브스키는 

형제관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설생활에 있어 형제 

간에는 상호 불신의 골이 깊고 이는 마치 외숙과 조카관계와 같은 성 

질의 것으로 규정짓고 있긴 하나 그 이상의 묘사와 설명은 하지 않았 

다. 더욱이 트로브리안드 사회처럼 외숙처제를 가진 경우에는 예컨대 

모처제의 경우에 비해 형제관계는 훨씬 더 지속적이기 마련이다 

(Richards 1950: 227). 외숙처제를 행하는 아프리카 마용베-콩고 사회 

의 형제간을 묘사한 리차즈의 다음 글은 트로브리안드 사회의 상황을 

조명해 줄 수 있으리라 본다. 

거주집단의 핵심적 관계는 형제관계 및 그들과 조카(여통생의 아들들) 

관계임은 매우 분명 하다 ... 마용베 소년은 전 생애에 걸쳐 그의 형제 

들과 긴밀한 관계풀 가진다. 형제들은 아 버지의 집에서 함께 성장하며， 

경제적 협동과 공동소유권의 끈을 통하여 일생동안 상호관 계를 맺고 

있다(1950: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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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노브스키의 형제관계에 대한 무관심은 남매관계에 대한 관심 

에 비하변 지나치다 활 수 있다. 이는 말리노브스키가 남매깐의 엄격 

한 회피규칙과 “우리구부”판습에 대해 너무나 큰 인상윷 받았기 때문 

이 아닌가로 볼 수 있다. 말리노브스키가 씨족과 하위씨족이 핵가족 

의 확대과정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우 

리가 그 과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중 하나의 요띤이 형제관계에 대 

한 껄명씌 부족이라 할 수 있다. 

부자판계에 대한 강조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말리노브스키가 모계 

가족올 다루면서 부자관계를 중요시했던 것은 원시 인류의 모권제사 

회셜을 주장하는 진화주의자뜰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이해훨 수 있 

다(江守五夫 1972: 123) , 즉 부권운 진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렴 

사유재산의 동장파 함께 나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쪽은 어디까지나 

핵가족적 가족관계가 우선시되었고 따라서 부권윤 항시 혼재해 왔었 

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자관계를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쩡 

작 모계가족의 보다 중요한 내용이 빠졌다는 사실이다. 예훌 률어 모 

계가족에 있어 외숙과의 관계는 핵심적이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말리 

노브스키는 외숙과의 긴장관계 이외 별다른 정보률 주지 않고 있다. 

거주규정이 외숙처제이고 외숙의 권한이 발달된 트로브리안드의 모 

계가쪽훌 다루면서 외숙과의 관계에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은 트로브 

리안드 사회의 거주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외숙권의 밥 

딸이 어떠한 식으로 구체화되는지， 실생활의 측변에서 외숙에 대한 

행통 유형은 어떠한지， 외숙과 아버지의 판계는 어떠한지 동에 관하 

여 모르게 하고 있다. 또한 말리노브스키는 가족관계률 선택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에반스-프리 차드(Evans-‘Pritchard. 1929) 가 지 적 한 바와 

같이 여러 가족관계의 상호작용을 보지 못했다. 예흉 툴어 부부판계 

의 성격이 부자판계에 미치는 영향， 남매관계 혹은 매부와 처남관계 

의 성격이 외숙조카판계에 미치는 영향 동윤 전혀 다루지 않았다. 

말리노브스키가 자신에게 인상적이었던 부분만을 지나치게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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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은 또 하나의 부정적인 측면올 안고 있다. 즉 인상적인 관습에 

심취했던 나머지 그것들에 대한 비교문화적 시각이 완전히 결여된 사 

실이다 11) 그것들을 말리노브스키는 마치 신대륙의 발견이라도 되듯 

신비화시켰다. 

말려노브스키의 친족 연구에서 비교문화적 시각이 배제된 것에 대 

하여 리취(1966: 찌v)는 그가 맥락context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생각 

했던 것에 연유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리취(1966: 엉v)는 〈맥락 

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즉 문화적 사실들이 맥락 내에서 볼 때에 

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 속에는 모든 비교문화적 작업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말리노브스키는 그것을 미 

처 깨닫지 못했다〉고 하였다. 물론 리취의 이 평가를 툴리다고 할 수 

는 없으나 말리노브스키가 비교문화적 시각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발견에 지나치게 심취했던 것에도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한다. 

말리노브스키는 물론 트로브리안드의 모계가족을 유럽의 부권 가 

족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자관계에 국한된 것이 

었다. 즉 말리노스브키에게 있어 트로브리안드의 부자관계는 그가 일 

찌기 유럽에서 보지 못했던 독특한 것이었고，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는 다른 모계사회의 부자관계도 대략 비슷하리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부계사회의 외숙 조카관계와 트 

로브리안드의 그것 또한 비교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실 

수라 활 수 있다. 만약 그가 이 비교플 했더라면 자신이 설정한 모텔 

을 보다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었고， 따라서 균형적인 연구가 이루어 

졌을지도 모른다. 즉 유럽 부계가족의 부드러운 외숙 조카관계와 트 

로브리안드 모계가족의 긴장된 외숙 조카관계의 비교는 바로 두 사회 

11) 물론 문화에 대한 말리노브스키의 기능척 전체로서의 개념은 제사회를 비교 

하는 데 방법론적 어려웅을 안고 있다(나까네지에 中根千校 1987: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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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자판계에서의 차이가 어떤 의미띨 것인가에 대한 비교문화적 시 

각윷 제꽁했으려라 환다. 왜냐하면 〈애정척 애착용 법적 관계의 의무 

로부터 나오는 제약이 가장 책율 때 가장 쉽게 자란다)(래드활리프

브라운 1950: 78)는 것윷 알게 되었윷 것이며 , 그러했다면 가쪽의 권 

력구조에 보다 관심옳 몰렸올 것이고. 트로브리안E의 부자관계률 흘 

이한 것으로만 다루지는 않았올 것이기 때문이다. 중부 반투쪽의 모 

계종족뜰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꽁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남성은 조카보다 아들올 곁에 묶어두고자 하는 것이라는 리차즈 

(1950)의 연구 결과는 말리노브스키의 약정윷 아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큰것이다‘ 

5. 결론 

말리노브스키의 친쪽에 대한 견해는 19세기 후반의 진화주의자뚫 

파는 정반대되는 것이었다. 그는 일부일처제흘 혼인의 기원으로， 이 

에 따라 핵가족적 가족관계률 가족의 기원으로 보았고， 따라서 개인 

의 행동을 중시했다. 말리노브스키는 이러한 견해를 그의 학문적 여 

로에서 한 번도 바꾸지 않았으며， 바로 이 때문에 통료 학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비판올 받았다. 그에 대한 구조기놓주의자들의 비판윤 유명 

한 것이지만 그의 견해는 그 당시 소수 진화주의자플로부터도 논쟁띄 

대상이 되었다 12) 

2000년대띄 시정에서 1920 , 301건대의 말리노브스키의 작업올 감히 

평가한 소감용 경탄과 아쉬움의 양면적이다. 말리노브스키의 현장의 

12) 1931영 대영방송협회의 방송 시리즈의 일환으로 〔혼인-파거와 현재〕라는 주 

제로 그 당시 진화주의자였던 브리월트 B끼뻐버t와 행했던 논쟁파 강연이 남 

아 있다(江守五夫 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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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생생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어서 경탄하지 않올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분야에서의 축적된 연구 결과 

에 이미 접한 독자로서는 궁금한 점이 많이 남는다. 결국 말리노브스 

키는 자신의 관섬 분야에 한하여 최고의 능력을 발휘했다‘ 트로브리 

안드 사람들의 행동， 행위， 구체적 상호봉사， 표면화된 이기성 (self

Ínterest) , 야망， 허영을 묘사하는데 능란한 필체로 구사했으며， 사회 

적 상황에서의 개인의 행동， 감정， 사고 등에 대한 직감은 뛰어난 것 

이었다. 그리고 민속지학자의 직접적인 관찰올 사회생활의 실제로서 

규정한 현지작업은 여전히 고전적이다. 

말리노브스키는 트로브리안드 사람들의 가족생활에 대하여 엄청나 

게 풍부한 자료를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라면 말리노브스키가 하지 못한， 그래서 비판받았던 항목들을 재분석 

하는 작업일 것이다. 친족과 사회구조， 친족과 정치구조， 그러고 친 

족과 생태적 조건의 관계들을 밝히는 작업이 말리노브스키의 트로브 

리안드의 자료를 통하여 가능하리라 믿는다. 본 논문은 그러한 작업 

에 전혀 근접하지 못했다. 다만 누군가가 그 큰 공헌을 해주기를 벌 

따름이다. 말리노브스키가 남긴 자료는 그만큼 아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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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Malinowski, Kinship Study, Trobriand Island, Avunculocal system, 

Paternal Affection 

Appraisal and Reinterpretation of 
Malinowski~ Study on Kinship 

JooheeKim 

This study attempts to give due respect to Malinowski's work on kinship 

through reassessing well-known structural functionalists' criticism to it. 

Malinowski's interests in family and kinship started from his early work on 

Australian aborigines and continued to his study ofTrobriand Island. 

Malinowski's perspective on kinship was heavily influenced by Freudian 

psycho-analysis together with other psychological theories such as Shand's 

sentiment theory. This led him to explore emotional and motivational 

aspects in kin relations as can be seen in his deep concern on paternal 

affection among Trobrianders who had matrilineal(avuncular) authority 

system. Malinowski's disregard of structural aspects was the main target by 

structural functionalists such as Radcliff-Brown and Fortes. While 

providing us with enormous rich and vivid material on kin relations 

including brother-sister and husband-wife relations among Trobrianders, 

Malinowski avoided analysing their structural meanings inherent in 

matrilineal and avunculocal system ofTrobrianders. 

It is the principal argument of this paper that any criticism on 

Malinowski' s kinship study should be directed not to the shortcomings in 



what he did not intend to do(for instance, structural analysis) but to the 

ones in what he did intend to do(describing kinship life). Malinowski is to 

be criticised for his selectiveness and impressionism in describing 

Trobrianders' kinship life. It is my contention that these shortcomings come 

from the limitation of informants he worked with and that of themes he was 

interested in. He collected data mainly from a few key informants who were 

from high status lineages. He never dealt with brother relationships that are 

inherently important in matrilineal kinship system. Thus, it is appropriate 

to designate Malinowski's work on kinship as the study of its emotional side 

of the upper strata people of Trobriand Island. Nevertheless, his works on 

kinship among Trobrianders attest to the fact that Malinowski was one of 

the most versatile and insightful enthnographers in the history of 

anthrop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