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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이콴’(Global Ikhwan)이라는 단체에서 수
행되고 있는 일부다처제의 실천양상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일부다처제에 대
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 연구이다. 현대사회에서 일부다처제는 여성의
인권문제와 결부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이
일부다처제에 강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
은 일부다처제가 남성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여성 억압적이고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라, 일부 여성들에게는 하나의 ‘종교적 실천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이콴’은 1970-80년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다룰-알캄’(Darul-Arqam)의 뒤를 잇는 단체로, 이슬람 근본주의적 특성과 수
피즘(Sufism)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일부다처제 가정이
아내들 사이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된 것과 달리,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수 세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일부다
처제 가정을 유지해오고 있다.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이 성공적인 일부다처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이 일부다처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들은 일부다처제
를 통해 남성의 리더십을 훈련하고, 여성의 내면 안의 납수(nafsu)를 통제함으
로써 신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공동기업을 경영하고
수익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재분배하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속에서 같은 신
념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어떻게 하면 성공적
인 일부다처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이 일부다처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대부분
의 서구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하였던 것과는 달리 여성의 의지적 선택에 의한
일부다처제가 가능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남성중심적인 젠더관
념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남성중심적인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모든 근대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 욕구”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일부다처제는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중
요한 방법이자 더욱 성숙한 무슬림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주요어 : 말레이시아, 이슬람, 일부다처제, 무슬림 여성, 글로벌 이콴(Global Ikhwan),
다룰-알캄(Darul-Arqam),
학 번 : 2010-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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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주제
일부다처제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다. 서구 여성주의 학자들은 일부다처

평

제가 이슬람사회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불 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제도라고

O

비판하지만( kin 1999), 이러한 시각은 일부다처제의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일부다처제를 지나치게 여성 억압적 제도로
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김희강 2008). 일부다처제가
여성들의 가사분담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
부다처제 자체가 남녀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반화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Ware 1979). 이처럼 한 사회의 특정 제도를 연구함에 있
어서 그것의 사회적 맥락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슬람 사회 내부에서도 일부다처제에 대한 논란은 매우 뜨겁다. 보수주의
이슬람학자들의 주장과 근대주의 이슬람 학자들의 주장이 이슬람 경전에 대한
그들의 엇갈린 해석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대
표적인 여성단체인 ‘이슬람 자매단’(Sisters In Islam, SIS)은 말레이시아 전역
의 약 2000여 명의 일부다처제 가족을 대상으로 일부다처제가 가정생활의 질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조사를 바
탕으로 일부다처제가 여성과 아이들에게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가져옴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고, 출판, 세미나,
워크샵, 대중강연 등을 통해 일부다처제를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법안개정운동
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다처제가 지금까지 정당화되어 왔던 것은 이슬
람을 남성중심적으로 잘못 해석해왔기 때문이며 이슬람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
보면 사실상 일부다처제를 권장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Kasim 2002;
Othman 2005).
이처럼 말레이시아의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반-일부다처제 운동이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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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데 다른

있는 가운

한 편에서는 일부다처제를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무슬림 여성들이 등장하면서 흥미를 끌고 있다. 이들은 ‘글로벌 이
콴’(Global Ikhwan)이라는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로

클럽'(Ikhwan Polygamy Club)이라는

2009년 ‘이콴 일부다처제

단체를 만들어 일부다처제의

긍정적인

진행하는 등 적극
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일부다처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내들
사이의 감정적인 갈등을 지적한 반면(Al-Krenawi 1999; Nurmila 2009), 이 단
체의 회원들은 성공적이고 평화로운 일부다처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이들은 일부다처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
이 일부일처제 가정과 비교하였을 때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은 인정하지
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과 감정의 통제, 그리고 신앙심의 훈련 등을 통
해 그러한 문제들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일부다처제가 여성
에게 억압적인 제도가 아니며, 오히려 좋은 무슬림이 되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
명한다. 이들의 독특한 신념체계와 생활방식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해외 언
론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Associated Press, CNN International, Huffpost
World).
이처럼 일부다처제에 대한 말레이 무슬림 여성들의 반응은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주장하고 일부다처제 가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양상을 보인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글로벌 이콴’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이콴’이라는 단체가 등장하
게 된 말레이시아의 사회적 맥락은 무엇이며 이 단체는 어떤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가? ‘글로벌 이콴’은 1970-80년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부흥운동을 주도하
였던 ‘다룰-알캄’(Darul-Arqam)의 뒤를 잇는 단체로서 이슬람 근본주의적인

향 띄고 있다. 전통적인 말레이 친족구조와 젠더관계가 양변적이고 수평적
이라고 알려져 온 반면, 현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남성중심적인 젠더관념을
강조하고 있으며 글로벌 이콴 역시 같은 특징을 보인다. 본 논문은 이 단체가
말레이시아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슬람 부흥운동
당시 등장했던 여러 단체들 중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다른
단체들과 구분되는 특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정부의 압력 속에서도 이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동력을 살펴보고 이들의 독특한 신념체계와 공동체 생활에 주목한다. 둘째, 글
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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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어떻게 안정적인 일부다처제 가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
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일반적인 말레이 무슬림들과는 달리 일부다처제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권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일부다처제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과도 연관된다. 이들의 해석은 이슬람에서의 일반적인 일
부다처제 해석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남성중심적인 젠더관
념은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일부다처제 가정에서는 아내들 사이의
불화로 인해 안정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은 서로를 친자매처럼 여기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글로벌 이콴의 일부다처제를 결혼의 주선 과정, 가
정생활의 형태, 시간의 분배, 아내들 사이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안
그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남성중심적인 젠더관념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글

정적인 일부다처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이들이 일부다처제에 부여하

록 하는 이들의

는 의미를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부여가 가능하도

목 셋째, 일부다처제는 과연 여성에
게 억압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과 같이 일
남성중심적인 젠더관념에 대해서도 주 한다.

부다처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여성들이 있다면 이 여성들의 주체성은 어떻

야 하는가? 본 논문은 글로벌 이콴의 여성 회원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
념에 따라 남성중심적인 젠더관념과 일부다처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 주
목하고, 지금까지 ‘허위의식’이나 ‘내면화된 억압’으로 분석되었던 이슬람 근본
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행위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종교 활동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행위성은 서구 페미니스트 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항상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신’
이라는 절대적인 복종의 대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다처제는 남성의 권위
로부터의 ‘억압’이 아닌, ‘신의 뜻’에 대한 ‘복종’으로서 여성의 주체적인 ‘종교
게 보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
진 론
건 [ ]
발전단계를 야만미개-문명으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여 왔다고 보
19세기 사회 화 자인 모 (2000 1877 )은 인간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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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혈족혼 가족-푸날루아 가족-대우혼 가
족-가부장적 가족-일부일처 가족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일부일처 가족은
배타적인 동거를 하는 1인의 남자와 1인의 여자의 혼인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
(중략) 문명사회의 가족으로서 뛰어난 것이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근대적”인
것이다(46-47). 반면 일부다처제는 가부장적 가족의 형태로서, 야만 상태의 난
혼(亂婚) 보다는 진보된 형태로 미개 상태에서 발견되지만, 일부일처제라는 가
장 발전된 형태의 결혼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
가족제도는

되었다.

류
혼
변화하
여 왔는지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기보다는 혼인이 사회 속에서 어떤 역
할을 하는지에 보다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구조기능주의 인류학자
Radcliff-Brown(1958[1950])에 따르면 원시사회에서는 부족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귀중품의 교환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결혼 역시 부
족들 간에 여성을 교환함으로써 동맹관계를 새로 맺거나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
였다. 프랑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자 Levi-Strraus(1969[1949]) 역시 결혼이 부족
들 간의 동맹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근친상간 금
지와 외혼제(exogamy)는 부족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집단 밖에서 배우자
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교환을 통해 다른 집단과 동맹관계를 맺고, 친족네
트워크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기능을 하였다고 설명한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일부다처제는 권력이 있는 남성에게 딸을 시집보내어 정치적 동맹을 맺음으로
써 집안의 지위상승을 노리는 정치적 전략으로 분석되거나, 여성의 재생산 기
능을 이용하여 자손 번식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수단 등으
로 인식되었다(Zeitzen 2008: 47-65).
일부다처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서구 페미니스트들과 비서구 페미
니스트(혹은 제3세계 페미니스트)들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페미니스트
Okin(1999: 14)은 여성할례나 일부다처제와 같은 관습은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소멸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서구 페미니스트들은 “성평등이란 보편적
규범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혹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
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김희강 2008: 99). 여성인권도 어느
사회에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20세기 들어 인 학자들은 결 제도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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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제와 같은 비서구의 ‘여성억압적’인 제도는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다.
이에 대해 비서구 페미니스트들은 서구 페미니스트들이 일부다처제의 여성
억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으며 각 사회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김희강 2008; Zeitzen 2008). 일부다처제는 각 사회
와 개인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서구 페미니스트들이 이를
단순히 여성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서구 중심적인 보편성에 기인
한 해석이라는 것이다(Hirschman 1998). Zeitzen(2008)의 연구에 따르면, 아프
리카 카메룬(Cameroon)의 여성들에게 일부다처제는 경제적 도움을 얻는 하나
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지역의 일부 여성들은 갑자기 늘어난 가사 노동을
분담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며, 다른
아내와 함께 가사를 분담함으로써 각자에게 생겨난 여유 시간에 스스로를 위
한 활동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독교 사회에서는 일부다처
제가 금기시되고 있지만 카메룬에서는 기독교 여성들 중에도 일부다처제를 하
는 여성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일부다처제를 통해 오히려 진정한 기
독교적인 가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독교의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리를 일부다처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족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용
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내적인 평안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Zeitzen 2008:
34-38).

럼 각 사회의 특수한 상황과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다처제를 단
순히 ‘가부장적’인 제도라고 보는 서구 페미니스트의 비판은 일부다처제를 시
행하고 있는 이슬람 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
한 비판은 문화를 하나의 고유한 독립적 단위로 상정하는 ‘본질주의적 문화개
념’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최현덕 2010). 이러한 문화개념은 이슬람
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상정하게 하며 그 속에 존재하는 수
많은 다양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다처제가 없는 서
구 사회는 가부장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이슬람 사회보다 ‘우월’하다는 식의 사
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다처제는 어떤 사회에서는 여성에게 억압적
이거나 가부장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만일 일부다처제가 가부장적이고 여성에
게 억압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제도를 가지고 있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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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다처제가 행해지는 개별적인 방
식에 내재된 가부장성의 문제이다(최현덕 2010: 279). 따라서 일부다처제가 가
부장적이라고 혹은 아니라고 추상적으로 단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낭만
적인’ 일부일처의 결혼제도와 이에 근거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
은 결과적으로 그 제도에도 내재한 성불평등성의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김희
강 2008: 114-115).
사실 현대의 많은 사회들에는 “사실상의 일부다처제”(de-facto polygamy)
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구 사회에서 일부다처제는 공식적으로는 금지
되지만 현실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혼과 재혼을 통
해 연속적으로, 다른 하나는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을 통해 동시적으로 행해진다
(브르노 2003: 85-86). 공식적인 일부다처제의 감소와 동시에 “outside wife”와
같은 비공식적인 형태의 일부다처제가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사실에도 주목해
야 한다(Zeitzen 2008: 135). 근대화에 의해 일부다처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변화에 맞춰 일부다처제가 다른 형태로 변화하였을 뿐이라고도 볼
는 사회 또는 문화

수 있다.

차지하는 위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잠비아(Gambia)의 만딘카(Mandinka) 사회에서는
일부다처제가 법적으로, 종교(이슬람)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두 허용되고
있다. 코트디부아르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1964년에 금지되었지
만, 아직까지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일부다처제 비율을 보이고 있
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허용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Zeitzen 2008: 27). 오늘
날 대부분의 서구 기독교 사회는 일부다처제를 법적, 종교적, 도덕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몰몬교도들은 일부다처제를 권장해 왔으
며 아직도 일부 급진주의자들은 일부다처제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몰몬교도 외에도 아프리카의 몇 몇 지역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도 전
통적으로 행해오던 일부다처제의 관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 경우 기
독교 교회들은 아프리카 지역의 전통적 결혼관습인 일부다처제를 묵인하고 있
으며, 심지어는 종교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Zeitzen 2008: 34-38).
이처럼 일부다처제는 원시 야만인들만의 결혼제도가 아니며, 특정 문화집단
한 사회 내에서 일부다처제가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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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독특한 제도도 아니다. 일부다처제라고 불
리는 결혼제도 내부에서도 수많은 차이와 다양성이 존재한다(김희강 2008;
Zeitzen 2008; 최현덕 2010).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또는 특정 종교 단에서만 행해지는

이콴’의 회원들은 일부다처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그것에 강한 종교적 의미

점에서 일반적인 말레이 무슬림들과 구별된다. 본 논문은
외부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닌, 여성들의 의지적인 ‘선택’으로서 실천되
고 있는 ‘글로벌 이콴’의 일부다처제에 주목한다. 이는 일부다처제가 ‘여성에
대한 억압의 상징’이라는 서구 페미니스트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슬람 근본주
의 여성들의 종교관 속에서 일부다처제가 어떻게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를 보여주는 작업이며, 일부다처제 역시 그들의 신념에 따른 하나의 ‘종교행위’
를 부여하고 있다는

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은 말레이시아의 글로벌 이콴이라는 기업에

소속

께 모여 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슬람적”
가치에 따라 철저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글로벌 이콴에 소속된 전체 회원들
은 약 5000여 명으로 이들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호주, 싱가폴,
태국, 중동 및 유럽 국가 전역에 퍼져있으며, 글로벌 이콴에서 운영하는 사업
체에 각각 소속되어 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프르에서 북서쪽으로
약 23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라왕(Rawang)이라는 도시의 ‘반다르 컨트리
홈즈'(Bandar Country Homes)라는 마을에 글로벌 이콴의 본부가 위치하고 있
된 회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함

다.

창립자는 1970-80년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부흥운동을 주도
하였던 주요 단체 중 하나인 ‘다룰-알캄'(Darul-Arqam)의 지도자 아샤리 무하
마드(Ashaari Muhammad)이다. 다룰-알캄은 1994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해 그 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지지자들은 여전히 글로벌
이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경제활동만을 하고
글로벌 이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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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학교교육에서부
터 종교, 육아, 결혼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있는 것처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와 대다수의 말레이인들에게 이들은

e et c 혹은 “이상한”(deviant) 집단으로 평가 받아 왔다(Nagata
1984: 105-106). 그러나 다룰-알캄을 금지시킨 정부의 조치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Hamid
2000; 2003; 2005; Wain 2009). 다룰-알캄과 글로벌 이콴의 성격과 평가에 대
해서 말레이시아 내에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이 단체를 신학적으로, 또
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본 논문의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므로 연구자는 이들이 일부다처제를 실천하고 해석하는 방식, 특히 글로벌 이
콴의 여성들의 관점에서 일부다처제가 어떤 종교적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글로벌 이콴은 2009년부터 ‘이콴 일부다처제 클럽’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일
부다처제를 권장하는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결혼 파트너를 직접 소개해주
기도 하며, 일부다처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이콴의 회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일부다처
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일부다처제를 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며 일부다처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단적인”(h r i ),

이들은 일부다처제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회원들에게만 일부

올라갈수록 일부다처제를 하고 있
는 비율이 높아지며 상위 지도자급 계층에서는 약 80퍼센트 정도가 일부다처
다처제를 권하고 있다. 단체 내에서 지위가
제를 하고 있다.

루

본 논문에서 다 고 있는 주 연구대상은 글로벌 이콴에

명

실제 일부다처제를 하고 있는 15 의 여성회원들과,

소속된 회원들 중

6명의 남성회원들, 그리고

직 일부다처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때
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회원 1명과 남성회원 2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인
말레이들과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신념과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일부다처제 사례가 말레이시아의 ‘일반적인’ 일부다처제의 양상을 보여
준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이콴의 회원이 아닌 말레이 남성 3명과 여성 1명의 일부다처제 사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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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추가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페미니스트 단체인 이슬람
자매단의 일부다처제에 대한 입장과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의 입장을 비교하기
위해 이슬람 자매단과의 면접 및 이들의 활동내용, 출판물 등을 연구대상에 포
함시켰다.
보 적으로

2. 연구과정과 논문의 구성

산층 가정의 일부다처제’라는 주제로 논문을 쓸 계
획을 가지고 2011년 1월 10일부터 2011년 2월 21일까지 약 6주 동안 말레이시
아에서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로 쿠알라룸프르에 거주하
면서 페탈링 자야(Petaling Jaya)에 위치한 이슬람 자매단의 사무실을 방문하
여 일부다처제와 관련된 활동을 관찰하고 면담 및 출판물 수집을 통해 이슬람
여성주의자의 시각에서 본 이슬람 일부다처제의 쟁점을 파악하였다. 이슬람 자
매단과의 초기 접촉은 이 단체의 창립멤버 중 한 명이자 말레이시아 국립 대
학교(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의 사회인류학과 교수였던 노라니 오스
만(Norani Othman)교수와의 연결을 통해 가능하였다.
예비조사 초기 이슬람 자매단의 활동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일부다처제와
관련된 말레이시아 내의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던 중 말레이시아의 야당 중 하나
인 DAP(Democratic Action Party) 소속의 국회의원 Liew Chin Tong을 소개받
연구자는 ‘말레이시아 중

을 기회가 있었다. 그와의 만남에서 연구자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과 일부다처

매
자매단과

제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슬람 자 단의 활동가들과 주로

접

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는 이슬람
같이 일부다처제를
반대하는 여성들 외에도 일부다처제를 찬성하는 무슬림 여성들의 모임이 있으
며 이들이 ‘이콴 일부다처제 클럽’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
다.

당시까지 연구자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일부다처제를 반대하는 여성들의 목
소리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슬람 자매단과 같이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말레이 여성들이 그들과 같은 의견을 가
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다처제를 찬성하는 무슬림
여성들의 모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연구자에게 매우 충격적이었다. 특히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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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진보적인 무슬림 여성들이 코란을 재해석함으로써 일부다처제
의 비이슬람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심지어 일부다처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
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시대와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무슬림 여성들
은 일부다처제에 대해 전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다처제
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가 연구자에게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다.
이후 연구자는 이콴 일부다처제 클럽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단체
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글로벌 이콴’이라는 기업의 산하단
체로서 글로벌 이콴의 대표인 아샤리 무함마드의 두 번째 부인이 만든 단체이
며, 이 단체에 소속된 대부분의 회원들 역시 글로벌 이콴에 소속된 직원들이었
자 단과 같은

다. 연구자는 글로벌 이콴과 이들의 일부다처제에 대한 정보를 더 구하기 위해

매

바가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일부다처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들
은 연구자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글로벌 이콴이
라는 단체와 그 회원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럼
이슬람 자 단의 활동가들에게 이들에 대해 아는

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글로벌 이콴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한

번 만나보고 싶다는 말에 이들은 글로벌 이콴의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있는 브
로셔(brochure)를 주며 그들의 본부가 쿠알라룸프르에서 가까운 라왕(Rawang)
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연구자는 이슬람 자매단이 글로벌 이콴에 대해 보이는 냉소적이고 부정적
인 반응을 보고 글로벌 이콴이라는 단체와 그 성격에 대해 더욱 궁금증이 들
었다. 결국 이들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 이슬람 자매단으로부터 받은 브로셔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이브라힘(Taufik
Ibrahim)이라는 남성과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는 이슬람 일부다처제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들의 본부가 있는 라왕의 ‘반다르 컨트리 홈즈’(Bandar Country Homes)로 한
번 찾아와 보라고 친절히 알려주었다. 연구자는 며칠 뒤 그곳을 직접 방문하였
고 이브라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 40대 남성으로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연구자의 질문에 모두 친절히 답해주었으며 그들의 단체에 관해 논문을 써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서 왔다는 연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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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는 허가를 해주었다. 연구자는 이브라힘과의 인터뷰 이후 단체 직원들이
모여 살면서 일하고 있는 반다르 컨트리 홈즈 마을을 둘러보았고 단체에 소속
된 다른 회원들과도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연구자의
방문에 대해 거리낌이 없는 듯 했으며 연구자의 질문에도 성의껏 대답해주었
다.

반다르 컨트리 홈즈 마을 방문 이후에 연구자는 연구주제를 ‘글로벌 이콴의
일부다처제’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기존에 선정하였던 ‘말레이시아의 중산층
일부다처제 가정’이라는 연구대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같은 일부다처제
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
구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 말레이 일부다처제 가족들은 일부다처제 사실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실질적으로 접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
다. 그러나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다른 일반적인 일부다처제 가정과는 달
리, 일부다처제의 유용성과 순기능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외부인인 연구자에게도 호의적이라는 점에서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
되었다. 또한 이들이 이전에 이슬람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던 ‘다룰-아캄’의 뒤
를 잇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 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후 연구자는 글로벌 이콴과 그 전신인 다룰-알캄의 역사와 성격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위한 연구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국립 대학교(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UKM)의 말레이시
아학 및 국제학 연구소(Institute for Malaysian and International Studies,
IKMAS)와 연락을 취하였다. 예비조사 당시 친분을 쌓았던 노라니 오스만 교
수와 지도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UKM의 사회인류학과 교수이자 IKMAS의 연
구원인 압둘 라흐만 엠봉(Abdul Rahman Embong) 교수가 연구비자 발급을
위한 현지 보증인(local sponsor)이 되어 주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끝에
말레이시아의 연구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EPU(The Economic Planning Unit)
로부터 3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허가받을 수 있었고, IKMAS의 방문 연구원
(Visiting Fellow) 자격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본격적인 현지조사는 2011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월 20일까
지 약 3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연구의 초기에는 가장 많은 회원들이 모여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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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지역에서 회원들의 활동을 참여관찰하였고 주로 여성 회원들을 중심으로
일부다처제에 대해 면접을 수행하였다. 회원들은 연구의 초기에는 연구자의 방
문을 매우 환영하였고 일부다처제에 관한 연구자의 질문에도 매우 성의껏 대
답해주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방문이 점차 잦아지고 질문내용도 보다 구체화되
자 이들은 질문에 더 이상 자세히 답해주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기 시작하
라

였다. 정부와 대립관계에 있는 이 단체의 특성상 단체 정보를 외부인들에게 공

개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민감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약 2주 만에 연구자는 라왕 지역에 거주하던 여성 회원 한명으로부터 더 이상
협조를 해줄 수 없을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
고 라왕 마을에서는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다
행히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라왕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전역에 널리 퍼져
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과의
접촉을 시도할 수 있었다. 이후 방이(Bangi), 카장(Kajang), 부킷빈땅(Bukit
Bintang) 등의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 이콴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일
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글로벌 이콴에서 운영하는

육

치 초등학교를 방문하였고 스메니(Semenyih) 지역에 살고 있는
글로벌 이콴의 회원 가정에서 하룻밤을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 또한 현지조사
중간에 호주에 일주일 간 다녀오게 되어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글로벌 이콴
의 회원 두 명과도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은 대부분 비구조화된 형식으로 진
행되었고 영어로 이루어졌으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면담자의 경우에
는 말레이어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 그 외에 ‘글로벌 이콴’의 회원이었으나 지
금은 활동하지 않는 2명의 현지인과 면담을 수행하였고, ‘글로벌 이콴’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현지 연구자 3명,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이슬람 기관 소속
의 공무원 1명과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일부다처체의 가정생활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일부다처제’라는 주제의 특성상 일상적인 가정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면들을 관찰하는 것이 연구의 깊이와 풍부함을 더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연구기간 동안 연구대상들이 외부
인인 연구자에게 경계심을 허물고 그들의 가정생활의 깊숙한 면까지 공개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관찰보다는 연구대상들에 대한
보 원과 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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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떤 의미로 해석되는지에 주목하였
다. 그러나 말로 표현되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에서의 차이점이
나 모순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찰하지 못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
는다. 또한 ‘다룰-알캄’이라는 특수한 조직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 단체에 대한
영문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이슬람의 다양한 신학적 분파와 교
리에 대한 연구자의 무지와 더불어, 이 단체에 대한 말레이시아 내외의 상충되
는 평가들로 인해 이들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각 장의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말레이 전통 친족제도
와 젠더관계가 1970-80년대 일어난 이슬람 부흥운동으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
었는지를 서술한다. 말레이시아에서 ‘닥꽈 운동’이라 불리는 이슬람 부흥운동의
주체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글로벌
이콴’의 전신인 ‘다룰-알캄’은 독특한 신념체계와 생활방식으로 인해 많은 주
목을 받았다. 이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적인 특징을 보이며 매우 남성중심적인
면 을 중심으로 일부다처제가 이들에게 어

젠더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현재의 ‘글로벌 이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이것은 이들이 일부다처제를 고수하고 있는 이유와도 연관된다. 한편

반

태

혼

층
서 시행되어 왔다. 본문에서는 일부다처제에 관한 이슬람 내의 다양한 담론들
에 대해 살펴보고, 말레이시아에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
며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대 말레이시아에서 일부다
처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선행연구와 네 가정의 사례를 통해 살
말레이시아에서 일부다처제는 일 적인 형 의 결 은 아니며 일부 특권 에

펴본다.

3장에서는 ‘글로벌 이콴’의 설립과

조직적 성격에 대해 서술한다. 이를 위해

전신이 되는 ‘다룰-알캄’의 형성과정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글로벌 이콴’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그 과정에서 ‘다룰-알캄’에 대한 ‘이단’ 논쟁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
다. 이후 ‘글로벌 이콴’으로 이름을 변경한 이 단체가 어떤 조직적 특수성을 가
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샤리 무함마드의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더불어
피라미드식 리더십 구조와 소그룹 모임, 공산적 경영방식과 공동체 생활은 이
들이 다른 말레이들과 구분되는 점이다.
4장에서는 ‘글로벌 이콴’의 일부다처제에 대해 다룬다. 실제로 ‘글로벌 이콴’
‘글로벌 이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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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의 회원들이 어떻게 일부다처제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결 의 주선과정과 가정

태

생활의 형 , 아내들 사이의 시간을 분배하는 것과 서로 간의 관계 등의

측면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일부다처제에 부여하는 종교적 의미에 대해 살
펴본다. 또한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남성중심적인 젠더관념
이 이들이 일부다처제를 실천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일
부다처제를 선택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여성들의 주체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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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말레이 친족과 젠더, 일부다처제
전통적으로 양변적이고 수평적이라고 알려져 온 말레이의 전통적인 친족
및 젠더관계는 이슬람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다소 변화되었다. 그 중에서도 근
본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이슬람 부흥운동 단체들은 남성중심적인 젠더
관을 강조하였는데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글로벌 이콴’도 이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말레이 전통 친족제도와 젠더관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1970-80년대 이슬람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일부다처제에 대한 무슬림 내부에서의 서로 다른 해
석과 일부다처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으로 일부다처제를 실천하고 있는 일반 말레이 무슬림 네 가정의 사례를 통해
현대 말레이시아에서의 일부다처제 양상에 대한 배경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제 1 절 전통적인 말레이 친족제도와 젠더
변

te 친족관계는 말레이 친족제도의 원칙으로 설명되어 왔다
(Djamour 1965[1959]; Banks 1983; Carsten 1997; Karim 1992). ‘양변
성’(bilaterality)이라는 용어는 “균형적인”, 또는 “조화로운” 젠더관계의 규칙을
의미하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불평등한 지위나 계급적 구분을 모호하게 하
는 사회관계의 규칙을 의미하기도 한다(Karim 1992: 11). 친족관계가 양변적이
라는 것은 부계친족과 모계친족 중 어느 한쪽에 중심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동일하게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Djamour 1965[1959]: 23).
말레이 친족제도의 양변적 특징은 친족용어에서 드러난다. 말레이어에는 부
계친족과 모계친족을 구분하는 친족용어가 따로 있지 않고, 모두 동일한 용어
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형제를 지칭하는 ‘pak saudara’는 동일하게
어머니의 형제를 지칭할 때에도 사용된다. 또한 부계 사촌과 모계 사촌을 지칭
하는 용어도 역시 ‘sa-pupu’로 동일하다(Djamour 1965[1959]: 23).
말레이 양변적 친족관계의 특징은 보다 넓은 친족들 간의 관계에서 더 명
확하게 알 수 있다. 말레이인들은 이슬람법에 따라 부계친족만이 결혼이나 재
‘양 적’(bila 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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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상속시 후견인(wali,guardian)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부계친족들에게 부여된
이러한 특별한 권리 때문에 말레이인들은 부계친족이 모계친족에 비해 더 중
요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으
로 드러나는 특징일 뿐 실제 생활에서 말레이인들은 부계친족보다는 모계친족
들과 더욱 친밀한 교류를 갖는다. 모계친족들은 결혼식이나 성인식, 장례식 등
가정에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함께 만드는 등 행사의 준비에 직접적으로 도
움을 주며, 각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서로 조언을 구하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모계친족과의 빈번한 왕래는 자녀들에게도 역시 부계친족보다는 모계
친족에게 심리적인 가까움을 느끼도록 한다(Djamour 1965[1959]: 32). 이처럼
부계친족이 갖는 공식적인 중요성과 모계친족이 갖는 실질적인 중요성은 양
친족관계 사이에 균형이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요소이다1).
말레이 친족관계의 양변적 특징을 드러내주는 또 다른 요소는 재산의 상속
이 관습적으로 아들과 딸 모두에게 분배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양변적 분할상
속’(bilateral partible inheritance)이라고도 하는데, 부모의 재산이 여러 명의 상
속자에게 분할되어 분배된다는 점에서 분할상속이며, 상속의 권리를 갖는 대상
이 부계친족과 모계친족, 좁게는 아들과 딸, 그리고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점에
서 양변적이다(오명석 1999: 135). 말레이인들의 재산 상속의 방식에는 이슬람
적 상속과 아닷(adat, 관습)적 상속 방식이 공존하는데, 이슬람적 상속의 경우
상속분배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2)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상속권이
슴빌란 Neg e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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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데반
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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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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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큼 담감 느끼 록
친
감당
느꼈
못
혼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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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빌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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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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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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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레이시아의 니그리
(
ri S mbilan) 주는 수마 라의 미 까
족이 이
주해 지 으로, 말레이 사회가 양 적인
해 모계사회로 알 져 있다. 이 지
에서는 결 한 남성이 아내의 정 에 들어가서 살 나, 그로부 가까운 지 에
신
을 마련하는 것이 일 적이다. 족 내에서 여성 연장자(f mal l rs)들은
상 한 정도의 자 성과 권위를 지니고 있었는 , 이들은
들의 신랑 을 결정
하고 결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 결 이 의 생활에 이 기까지 대한 영
을 행사하였다. 특 이들이 새신랑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능 과 동 생 성은 일
적인 남성이
하기 어 울 만 의 부
을
도 하였다. 대부분의 남성
들은 이러한 아내와 족들의 기대와 요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지나 다고
고, 이러한 기대에 부흥하지 하는 남성들은 아내와 이 을 선택
하 나 때때로 아내를 리고 도 을 가 리기도 하였다( l
199 73-78). 이러
한 니그리
지 에서의 결 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성에 의한 여
성의 교환’으로서 설 되었던 것과는 대로 ‘여성에 의한 남성의 교환’의 형 에 더
가까 다고 할 수 있다( l
199 88). 이러한 결 방 에 따라 족 내의 여성
연장자들에 의해 선택된 남성들은 결 을 통해 아내
족의 구성원이 되었고,
이들은 자신의 동 과 경제 을 통해 아내의 족들에게 이 을 가져다주었다.
2) 이슬람적 상속은 자와의 연적 리에 따라 상속비 이 등적으로 적 되는 ,

온 역
혼
혼집
당
혼

반

치

거

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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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
우
딸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분배된다
(오명석 1999: 130-131).
양변적 친족제도를 바탕으로 한 말레이인들의 젠더관계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수평적으로 나타난다. Karim(1992)에 따르
면 말레이 남성과 여성의 지위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성별보다는 출신지역, 나
이, 계급, 사회적 지위, 도덕성 등의 다른 요소들이 더욱 중요한 사회적 기준으
로 작용한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도 단순히 성별에 따라 위계가 형성된다
기보다는 각각의 사회적 지위나 나이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평적 젠더관계는 부부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말레이인들의 전형적
주어지며 아 적 상속3)의 경 에는 아들과

인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각각 서로의 성적인 욕구를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족시켜주어야 한다고 인식한다. 흔히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성
이 성적으로 수동적일 것이라고 보는 선입견이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말레이
문화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말레이인들에게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파트너
와의 성적인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기대되며 여성들에게 있어서 성
적인 욕구는 매력적인 몸매와 성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성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말레이 여성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한다(Karim 1992: 144).
이처럼 전통적으로 말레이의 친족제도는 양변적이며, 젠더관계는 수평적이
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70-80년대 일어난 이슬람 부흥운동은 말레이 친
족제도와 젠더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인 젠더관념보다는 이슬람의
공식적인 성담론이 강조되었고, 여성과 남성의 수평적 관계보다는 위계적인 질
서를 구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슬람 부흥운동의 내용과 그로 인한 젠더관
념의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서술하도록 한다.
혈 거
:
반
닷 크
te e gg g
데
용
란
반
용 담
명석
믕
칭

우

명석
닷 쁘르빠띠 d t pe p t
닷 뜨믕 d t
닷 쁘르빠띠
슴빌란
당
담
닷 뜨믕
슴빌
른 역 용
변
:
언급 닷
닷뜨

동일한
연적
리에 있는 경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를 상속받는다(오
1999 131).
3) 말레이
도에서 아 은
게 아
(a a
r a ih)와 아
공(a a
m n on )으로 구분되는 , 아
는 니그리
주에만 해 하는 관
습법으로 모계 상속제의 내 을 고 있다. 이에 비해 아
공은 니그리
주를 제외한 말레이 도의 다 지 에 적 되는 관습법으로 양 적 분할상속
의 내 을 고 있다(오
1999 130). 본문에서
한 ‘아 적 상속’은 ‘아
공’을 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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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슬람 부흥운동
vement)이라 불리는 이슬람
부흥운동은 1970-80년대 대학생과 도시 엘 리 트층 이 주도한 사회운동으로,
이슬람적 가 치 를 일상생활의 전 영 역 과 사회 전반 에 확산 시 키 고 무슬림
들의 신 앙 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알 려 져 있다. 이 절 에서는 당
시 일어 난 이슬람 부흥운동의 전반 적인 성격을 살펴보고 이것이 말레이
의 전 통적인 젠더관념과 남 녀 관계에 어 떤 영 향 을 미 치 게 되었는지를 서
술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글로벌 이콴’의 전신이자 닥꽈 운동
의 주요 주체였던 ‘다룰-알캄’이 이슬람 부흥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어 떤
위 치 에 있었는지에 대해 소개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

닥꽈4)운동’(dakwah

mo

1. 현대 근본주의 이슬람 운동과 말레이시아

d et

용어는 1920년대 미국에서 출현한 과격한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세속화 반대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 사
용되었다(이경찬 2001: 54). 이후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에 관심을 가졌
던 정치 분석가들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이란혁명을 일으킨 호메이
니를 추종하는 사람 및 중동의 여타 급진적 무슬림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다(김성건 2003: 113). 이처
럼 근본주의라는 용어는 본래 이슬람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
하고, 서구에서는 이슬람 세계에 대한 자신들의 부당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
해 이슬람은 반문명적이고 비인도적이며 위험하다는 논리를 확산시키기 시작
‘근본주의’(fun am n alism5))라는

닥꽈 d

래 르 c
용
드
:
섞
복
르 못
6 참조

초

v te

4) ‘
’( akwah)라는 단어는 본 ‘부 다’( all) 또는 ‘ 대하다’(in i ) 라는 의미이
지만, 많은 무슬림 국가들에서 사 되고 있는 의미와 마 가지로 말레이시아에서
‘
’는 “무슬림들을 더 나은 무슬림으로 만 는(makin
uslims b r uslims)
모든 일” 을 의미한다(Anwar 1987 15).
5) un am n alism은 리말로 ‘근본주의’ 외에 ‘원리주의’로
되기도 한다. 이 글에
서는 문 에 따라 ‘근본주의’와 ‘원리주의’를 어서 사 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주
의(fun am n alism)’는 다양하면서도
합적인 의미를 지니는
어로서 아 까지
학계에서
한 정의에 이 지 하고 있다. 근본주의의 의미에 대한 보다 자
세한 설 은 성 (2003 111-11 )
.

닥꽈
F d et
우
맥
d et
조차 뚜렷
명 김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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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치질서와 세속주의에 반대하는 일체의 이슬람운동에 대해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였다(이경찬 2001: 54). 그러나 이
슬람 세계에서는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용어보다는 ‘이슬람 부흥운동(Islamic
Revivalism)’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슬람 개혁주의(Islamic
Reformism)’, 혹은 ‘이슬람 부활운동(Islamic Resurgence)’ 등으로 불리기도 한
다(김정위 외 1994; 이경찬 2001; 김성건 2003). 이처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
는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은 서구의 과학기술과 자본주의 체계, 개인주의 등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탐욕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이슬람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오명석 2011: 206).
1970-80년대 말레이 대학생들과 지식인 집단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
기 시작한 이슬람 부흥운동은 ‘이슬람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 하
에 이슬람 정신과 가치의 회복을 촉구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어 사회 전반에 걸
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홍석준 2001: 2). 이 시기 ‘닥꽈운동’이라 불
리는 이슬람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주요 단체들은 아빔(ABIM, 말레이시아 이슬람
청년운동)과 자마앗 따블리(Jamaat Tabligh), 그리고 다룰-알캄(Darul-Arqam)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자마앗 따블리와 다룰-알캄은 근대주의적 이슬람 개혁
운동이라기보다는 근본주의적 이슬람 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서구
식 가치와 문화, 물질주의, 과학, 교육, 그리고 서구의 퇴폐적인 사조를 배격해
야 한다고 주장하고, 7세기의 아랍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형태로 받아들여
초기 이슬람 사상과 사조의 무조건적인 수용과 과거로의 회귀를 촉구하였다
(이경찬 2001: 61).
말레이 이슬람 부흥운동의 발단은 1969년 5월 말레이와 화인 학생들 간에
발생한 인종폭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Anwar 1987: 10). 말레이시아가 영국으
로부터 독립한지 12년이 지났지만 말레이들은 자신들이 화인에 비해 여전히
경제적으로 뒤쳐져있다고 느꼈고, 국가 경제를 화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불만이 고조되던 차에 1969년 5월 9일 치러
진 선거에서 화인 정당이 선점하게 되고 이에 대해 화인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자 말레이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화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이어졌다
(Crouch 2001: 226). 말레이들은 당시 총리였던 압둘 라흐만(Abdul Rahman)이
말레이들의 이익은 무시한 채 지나치게 화인들의 요구만을 수용한다고 비판하
하였으며, 서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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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말라야 대학교
(Universiti Malaya) 학생들은 급기야 총리가 사임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
이기도 하였으며 라흐만 총리가 5월 폭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nwar 1987: 9-11). 결국 초대 수상이었던 라흐만이 사임하고 여당인 암노
(UMNO, United Malay National Oranizaion)의 지도부 역시 보다 말레이 민족
주의적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로 교체되었다. 또한 학교에서의 말레이어 사용
을 강화하도록 교육 체제가 개편되었으며 말레이와 화인 간의 경제적 불평등
의 해소를 목표로 하는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이 채택되었다(오
명석 1997: 11).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말레이 대학생들과 지식인, 중산층을 중심으
로 말레이의 경제적 후진성과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였고, 화인 관 들을 내각에서 제외시

이슬람과 관계없다고 생각되었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이슬람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곳은 대학이었다. 학생들은 소규모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이슬람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였으며 그러한 믿음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점차 대학 전체로 확산되었고 당시 말레이 대학생들
중 적어도 60-70퍼센트는 어떤 형태로든 ‘닥꽈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대
학의 학생회 역시 ‘닥꽈’ 집단이 장악하고 있었다(Anwar 1987: 11-15).
닥꽈 집단의 주도 하에 말레이 대학생들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
고 있었던 이슬람 교리에 대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고, 무슬림으로서의 종
교적 의무를 철저히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슬람법에서 허용한 것(할랄,
halal)과 이슬람법에서 금지된 것(하람, haram)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음식뿐
아니라, 복장, 오락, 일상적인 사회활동의 모든 영역에까지 이를 엄격하게 적용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오명석 1997: 24-5). 닥꽈운동으로 인한 가시적인
변화 중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옷차림의 변화였다. 말레이 여대생들은 가슴이
나 허리까지 내려오는 삼각형 모양의 머리덮개인 미니 뜰루꿍(mini-telekung)
을 쓰기 시작하였다(Anwar 1987: 33). 또한 코란과 하디스(hadith: 무함마드의
언행록)에 쓰여진 원래의 이슬람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슬
람을 통해 말레이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퇴폐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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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대안적 삶의 양식이라

았 명석 1997: 13).
닥꽈운동의 지지자들은 주로 고학력, 도시 중산층이었는데, 초기에 회원들
은 어느 한 그룹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룹에 중복해서 속해있
는 경우가 많았고, 각 그룹의 회원들 사이의 상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닥꽈 운동이 점차 과열되고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각 그룹들 간의 라이벌의식과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운동의 형
식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교리에서까지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그룹들 간의 갈등은 ‘다룰-알캄’(Darul-Arqam)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Hamid 2003: 361-362). 다룰-알캄은 여러 닥꽈그룹들 중에
서도 가장 ‘급진적’이고 ‘근본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말레이
주류사회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고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였기 때문이다(Nagata
1992: 50). 이들은 독립된 자신들만의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슬람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고자 하였으며 세속적인 삶과 정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
였다. 이들은 이슬람적인 원칙에 충실히 살아가고자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추
구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주류사회와의 통합, 또는
타협을 거부하고, 몸과 영혼, 마음의 완전한 일치를 통한 영성의 추구, 무함마
드와의 신비스러운 소통과 신성한 경험 등 수피즘(Sufism)적인 요소를 강조함
으로써 ‘이단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Karim 1992: 165-166).
고 보 다(오

2. 이슬람 부흥운동과 여성

차

식

담론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이성적
이며, 도덕적,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본다(Ong 1987: 87). 아랍어 ‘aql에서 유
래한 아칼(akal)은 인간의 욕망과 감정을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하는데, 이것의 소유는 남성적 명예관념의 핵심인 독립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기초가 되며 이것은 오만, 탐욕, 이기심 등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과도 깊이
연관된다. 이에 비해 납수(nafsu)는 육체적 욕망 또는 물욕을 뜻하는 것으로,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이로부터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이
슬람 사회의 도덕질서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된다(오명석 1997: 21).
성과 성 에 대한 공 적인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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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꽈집단들은 위와 같은 이슬람에서의 공식적인 성담론을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전면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실천하고자 하였다(오명석 1997: 24). 이들
은 특히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남성의 권위’와 ‘여
성의 복종’이라는 위계적 질서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오명석 1997: 27). 또한
말레이 여성들의 정체성을 ‘무슬림 여성’으로 재규정하고자 하는 이슬람 담론
이 활성화되었고 ‘이슬람과 여성,’ ‘이슬람적인 가족과 혼인’ 등에 관한 내용이
종교서적과 방송매체의 교양 프로그램에서 가장 흔히 다루어지는 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오명석 1997: 3-5). 여성의 역할은 ‘순종적인 아내’와 ‘양육하는
어머니’로 재규정되었으며, 이슬람 가정의 생성을 통해 말레이 사회의 도덕적
인 재건설에 기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Ong 1990: 268-269).
여성의 신체와 성(性)에 대한 통제 역시 닥꽈집단이 이슬람 사회의 도덕적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었다. 닥꽈집단은 이성 간의
엄격한 격리와, 신체를 노출하지 않는 여성 복장의 착용을 강조하였다. 또한
파티, 영화관람, 팝 콘서트, 무도회, 스포츠 관람 등은 그 내용이 세속적이고
비이슬람적일뿐 아니라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통제
되었다. 또한 얌전한 걸음걸이와 부드럽고 공손한 말씨 등은 닥꽈여성이 무슬
림으로서 지녀야할 여성다운 태도로서 강조되었다(Anwar 1987: 51-52).
이처럼 닥꽈집단들의 보수적인 성관념과 성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말레이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양변적이고 수
평적이었던 말레이 젠더관계는 남성중심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변화하였고,
여성의 역할도 가정적이고 순종적인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
다6).

6) 그러나 이슬람 부흥운동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의 전통적인 수평적 젠더관념
이 완전히 변화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성 담론에 있어서 말레이시아에는
여전히 아닷적 해석과 이슬람적 성 담론, 근대화 담론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계
급적 변수, 종족적 변수와 결합함으로써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오명
석 199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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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일부다처제와 말레이시아 이슬람
1. 이슬람과 일부다처제

“만일 네가 고아들을 공평하게 대해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
면 너에게 정당한 둘, 셋, 넷의 여성과 결혼하라; 그러나 네가 만일 그
들 모두를 공평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면 한 명과
결혼하라 … 그것이 네가 불의하지 않도록 하는 더 적합한 것이니라”
(코란 4: 3)
거

코란에 명시된 위의 구절이다.
그러나 위의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슬람 학자들 간에도 서로 다른 해석
과 의견이 존재한다. 일부다처제를 둘러싼 상이한 담론들은 크게 근본주의 담
론과 근대주의 담론, 그리고 이슬람 페미니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슬람에서 일부다처제의 근 가 되는 것은

가. 근본주의

담론

코란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이슬람 학자들은 일부다처제를 무슬림 남성의
정당한 권리로 간주한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다처제는 분명히 코란에 기록되어
있는 가능한 결혼 형태이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유효하다
(ash-Sha'rawi, Roald 2001: 202 재인용; Philips and Jones 2005). 이들은 일
부다처제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쟁
등의 이유로 남성의 수보다 여성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초과된 여성들을 위
해서 일부다처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hilips and Jones 2005). 이들은 전통적
인 이슬람 성담론에 근거하여 남성이 여성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
라서 남편이 없는 여성은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보호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전하며, 남성들은 일부다처제를 통해 잉여 여성들을 구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비의 불균형 때문에 일부다처제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이 가장 떨어진다고 보는 이슬람 학자도 있다(‘Abd
al-'Ati, 1977: 110).
- 23 -

른 근거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더 강
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아내로는 만족할 수 없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Philips and Jones 2005: 49). 일부다처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혼 형태로서, 불륜과 매춘 등 사회문제를 방지할 수
근본주의 이슬람 학자들의 또 다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대 사회에서 일부일처제가 합법적

혼 태
t e 매춘, 동거 등의 결혼 외적인 관계가 암묵
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관
계에서는 남녀가 서로 간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단지 성적인 욕구만을
해소하려 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학대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7). 이
슬람의 일부다처제는 일부일처제 사회에 만연한 부적절한 관계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남녀 상호간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때
문에 보다 나은 대안적인 결혼의 형태이다. 이들은 이슬람의 일부다처제에서는
4명의 아내로 그 숫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결혼이 성립하고, 남성은 모든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며 모든 자녀들 역시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양육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다(Philips and Jones 2005: 55). 또한 첫 번째 부인의 입장에서도 남편이 새로
운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과의 이혼을 택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자신과의
결혼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그녀가 법적인 아내로서 남편의 보호와 가정생활의
유지를 보장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본다(Darsh, Roald 2001: 207 재인
용).
인 결 형 이지만, 정부(mis r ss),

나. 근대주의

담론

위에서 살펴본 근본주의 이슬람 학자들과는 달리 근대주의 이슬람 학자들

코란이 쓰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경전을 해석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현대의 상황에 맞는 맥락주의적인 경전 해석을 촉구한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다처제는 이슬람에서 허용 가능한 결혼 형태이지만 결코 권장사항
은

은 아니다.

집트의 대표적인

19세기 말 이

드 압두

근대주의 이슬람 학자인 무함마

ttp://www.womeninislam.ws/en/

7)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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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d d
반하는 것이며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의 결합이 인간 결혼의 본래 형태라는, 당시로서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하였다(Roald 2001: 202 재인용). 그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
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코란 구절을 예로 들면서, 이슬람 일부다처제의 원칙은
모든 아내를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아내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결혼형태는 일부일처제라고 주
장하였다. 이러한 무함마드 압두의 개혁사상에 영향을 받은 까심 아민(Qasim
Amin)은 여성의 해방 없이는 국가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을 속
박하는 사회제도와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부다처제 역시 “여
( uhamma ‘Ab uh)는 일부다처제는 인간의 본성에

성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여성 일방에게 불리한 제도”라는 논리로 일부다처

폐지를 주장하였다(하현정 2007: 25 재인용).
이처럼 근대주의 이슬람 학자들은 일부다처제가 코란에서 허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
제의

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많은 무슬림 남성들이 일부다처제를 자신의 성적인 만

용

코란에 명시된 대로 모든 아
내들을 공평하게 대해줄 자신이 없다면 반드시 단 한 명의 아내와만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Jawad 1991: 187-188). 또 다른 개혁주의 학자들은 일부다처
제가 “신의 명령”이라는 보수주의 이슬람 학자들의 주장은 이슬람 사회에 만
연한 “신화”(myth)에 불과하며, 남성들은 단지 자신의 성적인 판타지와 욕구를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8). 코란에서 언급된 일부다처제
는 결코 남성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허용된 것이 아니며 무함마드
시대에 전쟁 등으로 많이 발생한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
으로 제시된 것이며, 남성들은 결코 일부다처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근대주의 이슬람 학자들은 코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일부
다처제 역시 현대의 상황에 맞게 폐지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족을 위해 남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남성들은

주장한다.

ee

d g/polygamy-islam

8) www.fr -min 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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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슬람

페미니즘

최근에는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담론이 등장하면서 여성의 시각
에서 이슬람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슬람 페미니즘은
근대주의 이슬람 담론의 큰 흐름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슬람 경전의 상황
적이고 문맥적인 해석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슬람 페
미니즘은 기존의 이슬람 해석을 ‘남성의 관점’이 중심이 된 편향적 해석이라고
비판하고, 여성의 입장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슬람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1992년 이란의 여성 잡지인 ‘자난’(Zanan)
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하현정 2007: 6). 그러나 초기에 ‘이슬람’과 ‘페미니
즘’은 결합되어 쓰이기에는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학자들은 ‘이슬
람’이 이미 가부장제와 젠더 불평등을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페미니
즘’을 결합하는 것은 모순어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고(Mojab 2001: 127), 이
슬람과 페미니즘은 종교의 보수성과 페미니즘의 급진성이 충돌하는 모순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결합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다(Kandiyoti, Shahidian, 하현정 2007: 7-8 재인용). 뿐만 아니라 ‘페미니
즘’이라는 용어가 무슬림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생겨난 용
어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이슬람의 가치와 반대되는 서구적 이념을 대표하는
용어라고 생각되어 무슬림 사회 내에 이에 대한 거부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Nur Rofiah 2010). 그러나 이슬람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는 이
슬람이 아니라 가부장성이며(Ahmed 1992), 이슬람 경전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오히려 여성해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Mernissi 1991). 이들에게 있어서 여
성억압과 남녀불평등의 문제는 이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을 어떻게 “해
석”하는가의 문제이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자매단’(Sisters in Islam)에서는 지금까지 이슬람의
이름으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어 온 것은 이슬람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
하고 이슬람을 남성 중심적으로 “잘못” 해석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은 말레이시아의 많은 무슬림 남성들이 일부다처제를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여성들 또한 일부다처제를 원치
않아도 그것이 “신의 명령”이며 남성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슬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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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다(Mazlin & Suri, 2011. 11. 02). 이들에 따르
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일부다처제는 이슬람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들은 일부다처제
와 관련된 코란의 구절에서 “아내들 모두를 공평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면 한 명과 결혼하라”는 단서조항이 존재하는데, 코란의 또 다른
구절에는 “그러나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들 사이에서 공평할 수 없을 것
이다9)”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슬람의 본래 뜻은 일부다처제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법적으로 일부다처

개

진행하고 있으며, 무슬림 여성들을 대상
으로 각종 워크샵과 대중강연, 상담활동 등을 통해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된 이
슬람이 아닌 이슬람의 “진정한” 뜻을 여성들에게 알리고자 활발하게 활동하고
제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안 정운동을

있다.
2.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가족법과 일부다처제

규

c Family

일부다처제와 관련된 말레이시아의 법 는 이슬람 가족법(Islami

Law)에 명시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의 법은 크게 시민법(Civil Law)과 이슬람
법(Shariah Law)으로 구분된다. 시민법은 화인계와 인도인을 포함한 모든 말
레이시아인들에게 적용되며, 이슬람법의 경우에는 소송의 양 당사자가 무슬림
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대부분 이슬람 가족법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
룬다. 이슬람 가족법은 무슬림들의 결혼과 육아, 이혼, 상속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으로 각각의 주(state)에 따라 그 내용과 시행방법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10).
말레이시아에서는 1970-80년대에 이슬람 가족법 개혁을 시행하였고 그 결
과 1984년에 현재의 이슬람 가족법의 모델이 되는 연방정부의 ‘이슬람 가족법
"Ye are never able to be fair and just as between women, even if it is your ardent
desire…"(The H oly Qur'an: Translation and Commentary, 1934. Translated by A.
Yusuf Ali, Compliments of Iqraa Charitable Society Makkah Al-Mukarramah (KSA)
p. 221).
10)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주(state)정부와 연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총 14개의
독립적인 이슬람 가족법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방정부의 이슬람 가족법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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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1984’(Islamic Family Law (IFL) (Federal Territories) ACT
1984)가 발효되었다. 이 법은 총 1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혼, 후견
인, 부양, 양육, 이혼 등의 시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Kamali 2000: 12). 다른 이슬람 국가들의 이슬람 가족법과 비교해볼 때 1984
년도의 이슬람 가족법은 매우 진보적이고 모범이 되는 것으로 당시 평가되었
다(Badlishah 2006: 1). 특히 이혼에 관한 여성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었
다는 점과, 이슬람 법정의 승인 없이는 일부다처혼인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일부다처제를 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매우 엄격한
필요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 ‘이슬람
가족법 (연방법) ACT 1984’에 명시된 일부다처제 조항 제 23에 따르면 일부
다처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연방법) A

혼 상태에 있는 어떠한 남성도 법원의 승인 없이는 새로운 여
성과 결혼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결혼은 이 법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
는 등록될 수 없다.

23. (1) 현재 결

조

거주하는 남성, 그리고 연방 주에 등록되어 있지만
연방 주 바깥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 모두에게 적용된다.

(2) (1) 항은 연방 주에

혼 요청의 승인은 규정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장
래의 결혼이 정당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과, 신청자 현재의 수입, 특히 그
의 결혼 공약과 재정적 의무, 채무, 부양가족의 숫자(그의 장래의 결혼으
로 인해 추가될 부양가족까지 포함), 그리고 현재의 아내의 동의와 장래의
아내의 동의가 획득되었는지를 명시하는 선언이 동반되어야 한다.

(3) 법원에 대한 일부다처

혼 요청을 받으면 신청자와 그의 현재 아내 또는 아내들
과, 장래의 아내를 모두 소환하여 승인을 해줄 수 있다. 만일 다음의 사항
이 충족된다면-

(4) 법원은 일부다처

래

혼

당

(a)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장 의 결 이 정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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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현재 아내의 불임,
회피, 또는 정신이상

;

질병,

혼

성적 불능, 결

의무 수행의 의도적인

청
바와 같이 그의 모든 아내와 부양가족,
장래의 결혼으로 예상되는 앞으로의 부양가족 모두를 부양할 수 있으며;

(b) 신 자는 이슬람법에서 요구되는

c 청

평

( ) 신 자는 이슬람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의 모든 아내들을 공 하게 대

;

할 수 있으며

d 래

혼

( ) 장 의 결 이 현재의 아내 또는 아내들에게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다.

e 청

혼 이후 이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아내들과 그 아이
들의 삶의 질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낮아지지 않는다.

( ) 신 자의 새로운 결

(5)

6

조항(3)에 의거한 지원서 1부와 그러한 조항에 따른 법정에서의 선언은 현
재의 아내와의 재판에서 함께 요청될 것이다.
침해 또는 불만족을 겪게 되는 누구라도
결정에 대해 민사상의 행정 법규에 따라 의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법원의 결정에 의해 권리의

그

혼 약 조항 (1)에 위배된다면 현재의 아내 또는 아내들에게 혼인대금
의 모든 비용을 즉시 지불해야 하며 만일 지급되지 않는다면 채무로 남는

(7) 결 계 이
다.

조항에 의거한 결혼의 성립과 등록의 절차는 연방 정부의 법에 명시된
다른 모든 결혼의 성립과 등록에 대한 조항과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

(8) 이

럼 이슬람 가족법 ACT 1984의 시행에 따라, 어떤 무슬림 남성이 이슬
람 가정법원에 일부다처혼을 신청하면 법원은 위에 명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
하였는지 확인하고 혼인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 때 법원은 요청자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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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아내들을 모두 법원에 소환하여 신청자의 가정생활과 그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요구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물
어볼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카메라 촬영까지도 하였다. 또한 신청자의 일
부다처혼이 꼭 필요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현재 아내
가 불임이거나, 혹은 신체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 또는 부부 사이의 성적 불합,
부부로서의 의도적인 의무 불이행, 정신이상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했다.
이러한 법 개정의 결과 말레이시아에서 일부다처제는 더 이상 남성들의 일방
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었고 엄격한 제약이 따르게 되었다(Kamali
2000: 64).
그러나 1984년의 이슬람 가족법은 1990년대 들어 또 다시 개정이 되었는데
당시 말레이시아 사회의 보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가부장적인 관념이
강화되었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강조되었으며 일부다처제에 있어서도
그 제약 조건이 완화되었다(Badlishah 2006: 2). 특히 1984년 이슬람 가족법에
서 일부다처혼을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건이었던 “신청자의 새로운
결혼 이후 이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아내들과 그 아이들의 삶의 질이 직접적으
로 혹은 간접적으로 낮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1984년 이슬
람 가족법의 23(1)조항에서는 “법원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남성도 일부다처제
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1994년에 개정된 법에서는 어떤 남성이
법원의 승인 없이 일부다처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등록할 수 있다고 명
시하고 있다. 이것은 1994년에 개정된 이슬람 가족법에 따르면 사실상 법원의
승인 없이도 일부다처제혼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11).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슬람 자매단’에서는 1994년에 개정된 이슬람 가족법
은 여성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일부다처제와 관련해서도 법
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많은 남성들이 편법적으로 일부다처제를
하거나 비밀리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속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고 있으며 적발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금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와 그의 아내,

남성들이 무분별한 일부다처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말레이시아

혼 태
떠
승
혼
혼
승 거치 않
록
: 만일
법원에서 그러한 결혼이 이슬람법에 의거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23)조
항에 의거하여 등록할 수 있다. (강조된 부분이 1994년 이후 추가된 내용).

11) 23. (1) 현재 결 상 에 있는 어 한 남성도 법원의 인 없이는 새로운 여성과 결
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결 은 이 법의 인을
지 고서는 등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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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르

의 이슬람 가족법은 13 의 주 별로 다 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역시 자신이 사는 주에서 일부다처제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주에 가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많은 남성들이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
가서 몰래 결혼을 하고 돌아오기도 한다.
없고, 남성

3. 말레이시아의 일부다처제 현황과 사례

전통적으로 말레이 사회에서 일부다처제는 지배계급의 특권행위 중의 하나
로 인식되어왔다. 종교 지도자나 지방 엘리트들은 예쁘지만 가난한 젊은 여성
을 두 번째 부인으로 삼아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자 하였으며, 여성과 그의
친족들 역시 자신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일부다처제를
이용하기도 하였다(Zeitzen 2008: 70).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여성들
은 자신이 일부다처제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Carsten 1997:
96). 이들은 일부다처제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감을 깨뜨리고, 끊이지 않
는 오해와 다툼, 편애와 질투 등으로 인해 남편과 부인들 모두에게 정신적인
손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Karim 1992: 141). 또한 일시적으로
일부다처제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로 인해 한 쪽과
의 이혼을 통해 결국 다시 일부일처의 상황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다(Zeitzen 2008: 70).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이 강한 남성들은 한 명을
초과하는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꺼려하였는데 그들 스스로가 모든 부인들을
이슬람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다(Karim
1992: 141).
현대 말레이시아에서 일부다처제가 실제로 얼마만큼 시행되고 있는지에 관
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일부다
처제 외에도 수많은 “비공식적” 일부다처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말레이시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일부다처제 결혼은
13,516 건으로 전체 무슬림 결혼의 1.4 퍼센트에 불과하다(Othman &
Nadarajah 2010: 12).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일부다처제 현황에 대해 전국적인
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슬람 자매단’은 실제 일부다처제의 비율이 이보
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현대 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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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전체 결혼의 약 2-3%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
것 역시 추정치일 뿐 정확한 수치라고는 할 수 없다(Zeitzen 2008: 70). 이슬람
자매단이 조사한 217명의 일부다처제 남성 중 26.3퍼센트는 결혼을 등록하지
않았고, 5퍼센트는 자신이 결혼을 등록했는지의 여부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부인의 경우 총 232명 중 10.3퍼센트가 역시 결혼을 등록하지 않은 채
일부다처제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남성들이 일부다처제 결혼을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부인 혹은 가족, 친지들로부터 두 번째
결혼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였고,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가족법이 요구하는 일부
다처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많았다(Sisters in
시아의 일부다처제 비 을

Islam, 미간행).

쿠알라룸프와 그 근교에 거주하는 4명의 일
부다처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여 이들의 일부다처제 경험에 대
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Z

명/67세/남성/대학교수)

사례 1) ulkifli(가

Zulkifli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다. 첫 번째 아내와는 1978년 결혼하였고
6명의 딸을 두고 있다. 아내는 전직 교사로, 현재는 은퇴하고 말레이시아 국립
대학교 근처의 카장(Kajang)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 두 번째 아내와는 1998
년에 결혼하였는데 당시 그녀는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 역
시 카장에 살고 있으며 첫 번째 부인이 사는 집과는 5분 거리이다. 두 집 모두
큰 저택으로 Zulkifli가 마련해 준 것이다.
첫 번째 아내와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로 그가 다니던 종교학교 교장의
딸이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 받았다. 그녀
와의 사이에는 6명의 딸이 있었지만 아들은 없었다. 그는 아들을 단 한 명이라
도 갖고 싶다고 생각했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두 번째 아내를 얻어도 괜찮겠
냐고 물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내는 그의 제안을 완강하게 거절했다.
첫 번째 아내를 설득하기까지는 2년이 걸렸다. 그의 끈질긴 부탁 끝에 첫
번째 아내는 혹시 두 번째 아내로 생각하고 있는 후보가 있으면 먼저 보여 달
라고 했다. 그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미망인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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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부인은 그와 함께 그 미망인의 집을 찾아갔다.
Zulkifli가 놀라웠던 것은 두 번째 부인을 함께 찾아갔던 날 첫 번째 부인이
직접 준비한 반지를 두 번째 부인이 될 여성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Zulkifli는 이것이 첫 번째 부인이 그의 두 번째 결혼을 승낙한다는 의미로 받
아들였고 그녀에게 매우 고마움을 느꼈다고 한다.
다음 문제는 6명의 딸들에게 결혼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는
먼저 첫 번째 아내로부터 승낙을 받자 법원에 두 번째 결혼의 허가를 받기 위
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서류들을 학교 사무실의 책상에 넣어두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큰 딸이 아버지를 만나러 학교에 왔다가 우연히
책상 서랍에서 그 서류를 보게 된 것이다. 딸은 무척 놀랐고 그 사실을 집에
가서 동생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래서 딸들은 아버지가 두 번째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지만 부모님들에게는 그들이 먼저 이
야기를 할 때까지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Zulkifli는 딸들에게 두 번째 결혼 사실을 알려야겠다
고 생각했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하는 저녁 기도 후에 딸들에게 알려줄 것
이 있다고 했다. 그제야 딸들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다며 괜찮다고 말
했다. “만일 엄마가 괜찮으시다면 저희도 괜찮아요. 그건 두 분 사이의 일이니
까요. 저희는 두 분의 뜻에 반대하지 않을게요.” 라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딸
들이 매우 고마웠다고 한다.
현재 그는 낮에는 주로 학교에 나와 강의와 연구 등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두 아내와 하루씩 번갈아 가며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명절
이나 휴일에는 두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일부다처제 가정의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
느냐는 질문에, 그는 일단 일부다처제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가정이 먼
저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집과 음식, 차, 재정적인 모든 면에서 먼저
안정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두 번째 결혼을 하기 전에 대학에 들
어간 그의 딸들에게 차를 한 대씩 선물했다고 한다.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한 매일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기도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는 일부다처제를 하고자 하는
무슬림 남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하였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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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무슬림으로서 이슬람의 제도가 완벽하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
져야 한다. 둘째, 일부다처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업그레이
드 시켜야 한다. 더 배우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재정적
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다. 돈을 더 많이 벌도록 해라. 넷째, 남
편은 아내들의 예민한 감수성에 관대해야 한다. 아내들을 힘으로 가르
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모든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으로
부터 오는 것이다. 만일 남편이 가정의 좋은 리더라면 아내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남편은 가정에서 좋은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이슬람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
을 가르칠 수 있다.”
Zulkifli는 자신이 일부다처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아들을 얻기 위해서라
고 말했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다. 연구자와의 대화 끝에 그는 모든 남성은
본성적으로 두 명 이상의 아내를 원한다며 만일 그가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
에서 아들이 있었다고 해도 두 번째 아내를 원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명의 아
내로는 남자에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가르쳤
던 27살의 여학생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면서 책상 위에 놓인 그녀
의 증명사진을 연구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어때? 괜찮지?” 하며 연구자
에게 그녀의 외모가 어떤지 물어보았다. 그는 잠시 후 연구자에게 또 다른 여
성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여자들의 사진만을 모아둔 조그만 앨범도 있었다. 그
앨범에는 그가 어릴 때부터 사귀었던 여성들, 혹은 프로프즈를 받거나 결혼 후
보자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의 사진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또 다른 여
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는 39살의 파키스탄 출신 여성이라면서 “괜찮지?
마치 모델 같아”라고 하며 역시 그녀의 외모를 칭찬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성
적으로) 매우 적극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계속해서 앨범에 있는 여성들의 사
진을 보여주며 그녀들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세 번째 결혼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는 사실 세 번째
결혼까지는 생각이 없다면서 결혼을 하면 아내들을 (성적으로) 만족시켜 주어
야 하는데, 자신은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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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려
않는다고 약속하고, 그것
을 서류로 공식화한다면 세 번째 결혼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부와 사회적 지위만을 보고 결혼을 하려는 여성은 싫다면서 자신
을 순수하게 좋아해주는 여성을 원한다고도 덧붙였다.
Zulkifli의 경우는 자신의 부와 특권을 이용해서 일부다처제를 하고 있는 남
성의 경우이다. 그는 말레이시아 법적으로 일부다처제를 할 수 있는 조건(첫
번째 아내의 동의, 재정적 능력 등)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두 명의 아내를 모두 등록한 상태이다. 그는 남성은 가정의 ‘리더’이고 아내는
‘따르는 자’라는 이슬람에서의 공식적인 젠더관념을 따르고 있지만, 남편의 권
위에 아내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올바른 리더로서의 남편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가정 문제의 원인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 남편에게 있다는
그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한편 그는 일부다처제가 남성의 본성이라고 생각하
고 있는데, 이것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훨씬 더 강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아내로는 만족할 수 없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근본주의
이슬람 담론과도 일치하는 견해이다. Zulkifli의 사례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
성이 이슬람에서 허용된 일부다처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
를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그와 결 하 는 여성이 성적인 관계를 원하지

사례 2)

Rosnan(48세/남성/사업가)

Rosnan에게는 세 명의 아내가 있다. 그러나 아내들은 서로의 존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그는 모든 아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비밀리에 세 가정을
꾸리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 명의 아내들이 모두 다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부인은 말라카(Melaka)에서 네 명의 자녀와 함께 살
고 있다. 그는 쿠알라룸프르에 살면서 주말에만 말라카에 돌아가 첫 번째 부인
과 자녀들을 만난다. 첫 번째 부인과 아이들은 그의 이러한 이중생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쿠알라룸프르에 오는 일은 전혀 없으며 주말마다 그
가 내려가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인은 그가 사업차 쿠알라룸프르로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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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네 출신으로 말레이시아에 잠깐 살았을 때 그와 만
나 5년 전 결혼하였으나 2년 전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이혼남이
라고 속이고 그녀에게 청혼을 하였고 모스크의 이맘(Imam) 앞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결혼을 등록하지는 않았다. 그녀 역시 다른 부인들
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녀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뒤에 그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녀를 만나러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
세 번째 부인 역시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2년 전 그가 두 번째 부인을 만나
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태국에 가서 결
혼을 하고 공식적으로 결혼 등록도 하였으나 말레이시아에 돌아온 뒤 돈을 주
고 결혼 기록을 지웠다. 첫 번째 부인이 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녀
와의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며 주말에 말라카에 내려갈 때를 제외하고
는 그녀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그녀는 첫 번째 부인의 존재에 대해
서는 알고 있지만 개의치 않으며, 인도네시아에 두 번째 부인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녀는 현재 근처의 한 대학에서 청소부로
게 되었다. 그 는 인도 시아

일하고 있다.

럼 세 명의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예전에 경찰관으로 일
하다가 은퇴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과 현재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
이는 수입으로 세 명의 아내에게 모두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연금은 첫 번
째 아내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나누어서 두 번째 아내와 세 번째 아내에게
이처

주는 것이다.

렇

그는 말레이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게 일부다처제를 하고 있지만, 대

밀

명했다. 또한 남자들이 돈을 벌게 되면 다른 여
자를 찾는 것이 본성이라면서 남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
신이 가진 것에 지루함을 느끼며 새롭고 예쁜 여자를 보면 그 여자를 만나고
싶게 된다는 것이다. 보통 처음 결혼할 때는 아무 것도 없고 가난할 때 하게
되지만 이후에 돈이 생기면 좋은 차도 갖게 되고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여자들을 더 잘 꼬실 수도 있다고 한다.
그에게 아내들을 속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보
다 더 큰 죄를 짓는 것보다는 아내를 속이는 것이 낫다고 한다. 또한 아내에게
말하면 상처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여자들은
부분 비 리에 하고 있다고 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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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남편을 공유할 수 없으며 그것이 인간 본성이라고 설명한다. Zulkifli와
마찬가지로 Rosnan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Zulkifli는 여러 여성을 원하는 것이 남성의 ‘본성’이라고 답했고,
Rosnan 역시 남성이 돈을 벌게 되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찾는 것이 남성
의 ‘본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여성의
‘본성’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다처제를 하되,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는 것
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듯 설명했다. 또한 적어도 매춘부에게 가는 것보다는 결
혼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면서, ‘죄’를 짓느니 일부다처제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춘부에게 가면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결혼을 하면 그녀가 밥
도 해주고 사랑도 주고 챙겨주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강조
한다. 그에게 있어서 아내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죄’로 생각되
지 않는다. 거짓말도 물론 죄이지만 그것은 가벼운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
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결혼 외에 성관계를 갖
는 것이며, 그는 무슬림으로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세 명의 여성과 모
두 결혼을 하고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원래 인터뷰 시간인 5시보다 훨씬 늦었는데 그 이유가 기도하느라 늦
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무슬림이라고 하였는데 그렇지만 기도를 할 때를 제
외하고 평소에는 가끔씩 종교에 대해 잊어버린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은 완벽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신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

Rosnan의 일부다처제의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남성들의
외도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슬람에서는 4명까지 공식적으로 부인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남성들은 몰래 일부다처제를 하고 있으
며 여성들은 다른 부인들의 존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공식적으로 등록되
지 않은 아내도 있으며 남편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생
활한다. 그에게 있어서 부부 사이의 신뢰 혹은 윤리는 전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듯하다. 단지 일부다처제가 ‘남성의 본성’이라는 생각과 이슬람에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쾌락 추구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자신이 일부다처제를 한 이유가 단지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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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기 위한 것만은 아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부연설명을
하였다. 첫 번째 부인과는 아이가 생긴 후에 멀어졌다면서 아내가 자신이 집에
돌아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하고만 놀았기 때문에 아이가 많아질수
록 아내와의 거리도 멀어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외로움을 느꼈고 자신을
진심으로 신경 써주고 돌봐줄 여성이 필요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일부다처제를
정당화하려고 하기도 하였다.
니었으며 자신을

사례 3)

Rashid (36세/남성/교사)

Rashid는 이슬람학으로 석사학위를 마치고 현재는 아랍어 교사로 일하고
있다. 두 명의 아내가 있으며 이들 모두 아랍어 교사이다. 첫 번째 아내는 아
랍어로 석사학위까지 받았다.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6명의 자녀가 있고,
두 번째 아내와는 아직 아이가 없다. 일부다처제를 한 지는 5년이 되었다.
이들이 일부다처제를 하게 된 과정은 매우 독특하다. 첫 번째 아내와 두 번
째 아내는 학창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다. 그리고 이들 셋은 함께 요
르단에서 아랍어를 공부하고 대학도 함께 다녔다. 대학 졸업 이후 그와 첫 번
째 아내는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결혼을 한지 8년 뒤 첫 번째 아내는 갑자기
남편에게 자신의 친구와 두 번째 결혼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서른이 훨씬 넘
은 나이에 홀로 지내고 있는 친구가 안쓰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처음에 남편은
한 명의 아내로 충분하다며 두 번째 결혼을 거절하였다. 그렇지만 아내의 끈질
긴 설득과 함께 고민한 끝에 친구였던 지금의 두 번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
었다.

두 번째 아내와의 결혼 후 처음 1년은 셋 모두 힘들었다고 한다. 일부다처
제 경험도 없었고 두 명의 아내와 두 가정을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당시에는 두 번째 아내가 조호르(Johor) 주에서 교사를 하고 있었
기 때문에 조호르와 방이(Bangi)를 오가는 결혼생활이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
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아내도 매우 힘들어했다고 한
다. 두 번째 결혼 이전에는 항상 모든 시간을 첫 번째 아내와 함께 했지만 이
제는 첫 번째 아내가 남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어떻게 두 아내를 대해야 하는지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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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정을 경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의 석사논문 주
제가 ‘이콴 일부다처제 클럽’의 일부다처제였기 때문에 이들을 연구하면서 그
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 더욱 성공적인
었고

일부다처제 가정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좋으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세 사람은 모두 좋다고
대답한다. 특히 Rashid 는 한 명보다 더 많은 아내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남성의 본성이라고 말한다. 연구자는 그의 첫 번째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와
의 결혼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직접 물
었다. (Rashid 는 두 명의 아내와 함께 연구자를 만나러 나왔다). 그녀는 다음
과 같이 답한다.
일부다처제를 하니까

“코란에서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다. 분명히 좋은 이유가 있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 알라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매우 잘 아
신다. 따라서 일부다처제를 허용한 데에도 분명 좋은 이유가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었다. 또한 선지자 무함마드 역시
일부다처를 하였다. 그는 모든 무슬림들의 롤 모델이다.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에 실패하는 이유는 일부다처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코란과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나 역시 힘들었다. 나의 내면에 있는
질투심과 분노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다.”
Rashid 에게 이슬람에서의 젠더관계와 일부다처제에 대해 물었다. 흔
히들 이슬람은 남성중심적이며, 일부다처제 역시 여성의 낮은 지위를 보여준다
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Rashid 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다시

“(이슬람이 남성중심적이냐는 질문에)그렇지 않다. 이슬람에서 남성은
가정의 리더이다. 그러나 여성 또한 리더이다. 여성은 또 다른 의미에
서의 리더이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다. 남편이 밖
에서 돈을 벌어오는 일을 맡는다면 아내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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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맡는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가정 내의 어
떤 결정을 할 때에도 남편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충분히
상의한 후 결정한다. 만일 어떤 남성이 아내와의 상의 없이 혼자 독단
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그는 진정한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슬람에서는 분명히 남편에게 아내와 가족 구성원들과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을 내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슬람에서 아내는 남편에
게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남편의 결정이 이슬람적
으로 옳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중략) 이슬람에서 말하는 일부다
처제 역시 남성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을 돕기 위
한 것이다. 결혼에는 책임이 따른다. 나는 두 번째 부인과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며 만일 성욕을 충족하기 위함이었다면 그냥 여자친구
로 지내면 된다. 그러나 결혼을 함으로써 그 여성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일부다처제는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며, 성욕 충족을 위해
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Rashid 가정의 경우는 일부다처제의 매우 ‘좋은 예’이지만 동시에 아주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남편이 원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먼
저 남편에게 일부다처제를 제안했다는 점과, 두 명의 아내와 남편이 원래
부터 모두 친한 친구사이였다는 점이 다른 일부다처제 가정과는 비교되는
점이다. 그러나 Rahsid 역시 일부다처제를 남성의 ‘본성’으로 생각하고 있
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Zulkifli와 Rosnan의 설명과 일치한다. 또한 일부다
처제를 이슬람과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부분도 Zulkifli와 유사하다. Zulkifli
의 경우, 일부다처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의 제도가 완벽하다는 것
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Rashid의 아내 역시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에 실패하는 이유는 일부다처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개개인이 코란과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슬람의 진정한 가르침을 따른다면 일부다처제라
는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다처제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내면적 질투심’과 ‘분

노’에서 찾고 있다는 점은 뒤에서 살펴볼 ‘글로벌 이콴’의 일부다처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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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유사한 점을 보인다. 그러나 젠더관계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
성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으며, 단지 각각의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답하
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주의 이슬람주의자들과는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Rahsid는 일부다처제를 남성의 본성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
이 일부다처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슬람에서 일부다처제를 허용
하는 목적은 ‘여성의 구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
서 살펴본 두 사례와는 차이점이 있다.
들과 상

명/39세/여성/대학강사)

사례 4) Aishah(가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Aishah는 현재 두
번째 부인으로 살고 있다. 그녀는 이미 한 번 결혼을 한 적이 있는데, 남편과
의 결혼생활이 불행하다고 느낄 무렵 우연히 대학시절 첫사랑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에게도 부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부인을 사랑하지 않으며
Aishah와 헤어진 이후로 줄곧 그녀를 잊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녀에게 청혼을
하였다. Aishah는 두 번째 부인으로 결혼하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그녀의 부모님에게 먼저 결혼 허락을 받아 축복받는 결혼을 하는 것과,
둘째는 그의 첫 번째 부인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녀의 동의를 받
을 것이었다. 남편은 3주 동안 그녀의 부모님을 찾아가 허락을 구했고 첫 번째
부인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 놓았다. 첫 번째 부인은 남편이 두 번째 결혼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Aishah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였
다. 그녀와 첫 번째 부인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몇 가지 사안을 두고
협의를 하였다.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Aishah가 남편보다 더 수입이 많았
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따로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따라서 첫 번째 부인
의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볼 것이 없었다. 남편과의 시간배분의 문제에 관해서
도 Aishah는 자신의 직장일과 아이를 돌보는 일로 매우 바쁘므로 평일에는 남
편이 없어도 괜찮고 주말에만 보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부인은 자
신도 역시 주말에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였고 결국 2주에 한 번씩
돌아가며 남편과 주말을 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렇게 첫 번째 부인과의 합의 끝에 그녀는 첫사랑이었던 지금의 남편과
영문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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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식을 올렸고 현재 끌란딴(Kelantan) 주에 살면서 2주에 한 번 남편을 만
나고 있다. 결국 첫 번째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두 번째 결혼 이후 달라진
점은 2주에 한 번씩만 남편을 두 번째 부인에게 보내주는 것밖에는 없었다.
Aishah의 입장에서도 첫 번째 남편과의 이혼 후 남편 없이 생활하는 것보다는
2주에 한 번 만나는 남편이라도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느꼈으며 그녀는 현재의
남편을 매우 사랑한다고 하였다. 그녀에게 있어서 일부다처제는 십 년 전의 그
녀였다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그녀가 남편을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것
은 절대 못할 일이었으며 전 남편이 다른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만 보아도
무척 화를 내었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일부다처제
가정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그녀가 조사한 일부다처제 여성의 90
퍼센트가 모두 불행하고 절망적인 것을 보면서 그녀는 일부다처제에 대해 부
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결정이 이성적 판단에 의해
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다른 모든 일부다처제 가정의 여성들이 불
행하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 만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고
결

한다.

녀

혼

않고 지금의 남편과 가끔씩 만나서 호텔에 가
는 사이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식의 관계는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엇보
다 그녀가 믿는 신에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고, 아이들에게도 뭐라고 가르칠지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떳
떳하기 위해서 그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이슬람에는 일부다처제라
는 옵션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결혼 생활에 대해 그녀는 물론 남편을 공유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 는 자신이 결 을 하지

“사실 누구라도 남편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남편을 공
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미친 것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
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나 역시 남편을 공유하고 싶지 않다. 단 1분
도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는 것
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그녀는 아
이도 없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매우 훌륭한 남편이라고 말했
다. 그런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슬픈 일일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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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매우 좋은 사람이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인내심이 있
는 사람이다. 나 역시 그녀와 싸우고 싶지 않다.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각자 서로의 인생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고,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다. 남편이 상대방과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렇

녀

그 지만 그 는 모든 관계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비단 일부다처제뿐만 아

렇

혼
른 인간관계에서도 마
찬가지라고 말한다. 모든 관계는 쌍방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면서 자신의 내면
이 평화롭지 않다면 어떤 누구와의 관계도 평화로울 수 없고, 자신의 내면이
평화롭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일부다처제에 대해 다음
니라 일부일처제에서도 그 고, 결 뿐만 아니라 모든 다

과 같이 말한다.

“만일 누군가가 일부다처제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선
택이다. 그들에게 사실을 알려줄 수는 있다. 많은 수의 일부다처제 가
정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의 일부다처제 가정이 어떠
한지. 그러나 그런 모든 사실을 앎에도 불구하고 일부다처제를 하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일부다처제가 매우 문제가
많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maybe it's
not gonna happen to my case”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모든 결
정이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략) 모든 관
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결혼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관계는 그것을 어떻
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가가 중요하다.”
우

직업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부인으로 살아
가기로 결정한 여성의 사례를 보여준다. 그녀는 일부다처제라는 결혼제도가 단
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Aishah의 경 는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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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남성과 여러 명의 여성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
로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다처제
가 무조건 남성의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Aishah의 경우에는 일부
다처제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해가고 있으며, 일부다처제
라는 ‘옵션’이 없었을 경우 남편과 이혼할 뻔 했던 첫 번째 아내 역시 일부다
처제를 통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제 중 단순히 어떤 제도가 더 나은 결혼제도라고 말하
는 것은 어렵다. Aishah가 말하고 있듯이 모든 결혼제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결혼제도 자체보다는 개개인이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일부다처제는 한

에 있기 때문이다.

네 가정의 사례가 말레이시아의 일부다처제 모두를 대표
하는 사례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네 가정의 사례가 모두 다른 것처럼, 말
레이시아의 일부다처제는 개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종교적 신념, 개인적 상황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후 살펴볼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의 경우는 일부다처제를 종교적인 훈련, 또는 수행으로 여기고 있다. 이
들은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일부다
처제를 하고 있다. ‘글로벌 이콴’이 일부다처제를 실천하는 방식과 이들이 부여
하는 일부다처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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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글로벌 이콴’의 설립과 조직적 성격
본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는 ‘글로벌 이콴’은 일부다처제에

독특한 종

교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단체이다. 이들은 2009년

클럽’(Ikwhan Polygamy Club)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일부다
처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이들은 독자적인 마을을 형성하
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레이 주류사회로부터 구별되어 있으며, 독특한 신
념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이단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
‘이콴 일부다처제

장에서는 1970-80년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던 ‘다룰-알

터 시작된 ‘글로벌 이콴’의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다른 단체들과 구분되는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것은 4장
에서 다루게 될 이들의 일부다처제 해석과 젠더관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캄’(Darul-Arqam)으로부

것이다.

제 1 절 다룰-알캄에서 글로벌 이콴으로
1. 다룰-알캄의 형성과 공동체적 성격

전신이 되는 다룰-알캄은 1968년 아샤리 무함마드(Ashaari
Muhammad)라는 인물에 의해 처음 조직되었다. 당시에는 젊은 학생들이 모여
서 코란과,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해 놓은 하디스(hadith)를 함께 공
부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터디 그룹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샤리는
친구 12명과 함께 이슬람 스터디 모임을 조직하였고, 초기에는 ‘하얀 집 모
임12)’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였다. 아샤리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장
되기 시작한 이 모임은 1971년 ‘다룰-알캄’(Darul-Arqam)으로 단체명을 변경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알캄13)의 집’ (House of Arqam)이라는
글로벌 이콴의

작

소
얀집

둘 흐

d R

집 흰색

12) 모임을 처음 시 한 장 였던 압 라 만(Ab ul ahman)의 이
이었다는 이유
로 모임의 이 을 ‘하
모임’( maah umah u ih
hi
ous ir l )으로 지었
다고 한다.
13) 알캄(Arqam)은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 가 도여행을 시 할 때 처음으로 그에게

름

Je

R

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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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지닌 다룰-알캄은 대학생들과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회원들을 늘려가기
시작하였고 기본적인 이슬람 교리와 이슬람 법, 이슬람 윤리 등에 대해 함께
공부하였다. 또한 일 년 단위, 주(周) 단위로 특별 이슬람 강좌를 개설하여 이
슬람에 대해 보다 자세히 배울 수 있게 하였고, ‘Usrah’(가족)라는 10명 단위의
소그룹을 나누어 회원들이 서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샤리는 당시의 세속적이고 부패한 말레이시아 사회에 대해 매우 비판적
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코란과 순나(Sunna14))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
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였고, 선지자 무함마드 시대의 이슬람 공동체를 부활시키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회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초기 무함마드
시대의 전통들을 따라 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음식부터 의복, 그리고 일부다
처제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1973년 다룰-알캄은 쿠알라룸프르에서 약 20 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숭아이
쁜짤라(Sungai Penchala)라는 지역에 5 에이커의 땅을 구입하고 그들만의 첫
번째 마을을 형성하게 된다. 아샤리와 회원들은 세속사회로부터 떨어져서 그들
만의 분리된 공간을 갖고자 하였으며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슬람 공
동체의 모델을 현실화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말레이 주류사회와 공간적인 분리
뿐 아니라, 외모 역시 구별되고자 하였는데, 남성들은 터번과 함께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아랍식의 긴 옷을 걸쳤고, 여성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오
는 검은색의 베일(pudra)을 착용하고, 눈을 제외한 얼굴의 모든 부분을 가렸
다. 숭아이 쁜짤라 마을은 점차 각 지방과 해외에 거주하는 다룰-알캄의 회원
들이 찾아와 서로 교류하는 만남의 장이 되었고, 방문객이나 관광객들도 이들
의 독특한 공동체 생활을 구경하기 위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다룰-알캄에 가
입하기 위해 특별한 등록 절차가 요구되지는 않았는데, 그들의 생각과 신념에
동의하면 누구나 다룰-알캄의 회원이 될 수 있었다. 회원들은 단체에서 출판
하는 잡지와 책 등을 구독하는 것, 다룰-알캄 식의 복장을 하는 것, 그리고
‘아우랏 무함마디아15)(Aurad Muhamadiyah)’라고 하는 이들만의 독특한 의례
소
순
우랏

물 려
: 예언
드 길 t e y t e P p et
칭
디
dM
dy : 샤
승
려진
드
M
d
창
매 번
후
암송 d

숙 를 제공하였던 인 로 알 져 있다.
나(Sunna)
자 무함마 의 ( h wa of h ro h ), 또는 그의 말과 생각, 행
동 등의 모든 것을 지 한다.
15) 아
무함마 아(Aura
uhama i ah) 아 리의 스 이라고 알
인도 시아
신의 무함마 알-수하이미( uhamma Al-Suhaimi)에 의해 시된 것으로, 모든 무슬
림의 의무인 일 5 의 기도 에 이들이
하는( ikir) 특별한 기도문이다. ‘다룰-알
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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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출

를 수행하는 것 등으로 스스로 다룰-알캄의 회원임을 나타내었다.

샤

릴 적 수피(Sufi) 스승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
서도 인도네시아 자바 출신의 신비주의 수피인 수하이미(Suhaimi)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피즘에서는 신비주의적인 예배와 기도문 암송
(dzikr)을 큰 특징으로 하는데, 다룰-알캄 역시 이러한 수피즘의 영향으로, 영
적인 정화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와 암송을 중시하는 등의 경향을 보인다
(Nagata 2006: 106-107). 또한 종교적인 계보의 깊이와 연속성을 매우 중요하
게 생각하며, ‘쉐’(Sheikh)라고 불리는 스승의 권위는 매우 강력하다(Nagata
2006: 102). 뿐만 아니라 국가 체제보다는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ummah)를 더
선호하고, 세속적 권위보다는 종교권위를, 세속법보다는 이슬람법(샤리아)을 더
욱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Nagata 2006: 100). 아샤리 역시 국가 공동체보
다는 수피 정신에 근거한 이슬람 공동체가 사람들 사이의 화합과 연대를 이루
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고, 가족과 지인 등으로 구성된 이슬람 공동
아 리는 어

체를 만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징

육 료

다룰-알캄의 가장 특 적인 기여는 사업과 교 , 의 활동, 그리고

엔터테

먼트 등을 통해 사회와 공동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각 마을에서
는 독자적인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회원들과 심지어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도 무료로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모든 자원과 활동들은 개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분배되고 공유되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활동도
장려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회원들은 스스로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Nagata 2006: 107).
마을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할랄(halal) 음식과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제품의 종류는 간장, 두부, 국수, 칠리소스, 카레가루, 치
약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엄격한 생산규정에 의해
제조되었다. 여성과 남성은 같은 작업장에서 함께 일할 수 없었으며, 기도시간
에는 모든 기계의 작동을 중단해야 했다. 이들은 기술적인 것보다도 기도시간
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제품의 질적인 측면에 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Nagata 1992: 52). 무슬림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이슬람법의 규
인

샤

드 찬
개 않

절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

캄’의 지도자인 아 리 무함마 를 양하는 구 이
한 내 은 외부인들에게 공 되지 고 있다.

확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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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조 소비되어야 한다는, 즉 모든 무슬림은 할랄(halal) 제품
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제품을 생산하였고, 경제활동에 요구되는 노동
력은 모두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충당되었다(이경찬 2001: 65). 또한 이슬
람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고 공연하는 그룹들도 생겨났다. 이들의 음악은 뮤직
비디오, 음반 등으로 만들어져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고 각종 단체 행사에
정에 따라 생 , 제 ,

서 연주되었다.

터 다룰-알캄은 말레이시아를 넘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는
데 요르단, 이집트 등으로 학생들의 유학을 지원하였고 다룰-알캄 국제센터도
곳곳에 설립하였다. 이러한 다룰-알캄의 해외 진출 활동은 인접국가인 싱가폴
과 인도네시아, 호주, 태국 등에서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과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 등 서구 국가에서 유학하고 있던 말레이시아
와 인도네시아 학생들에 의해 해외에서도 회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아샤리가 직접 해외에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다룰
-알캄은 점차 국제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말레이시아라는 국가 속의 하나의 또
다른 국가처럼 묘사되기도 하였으며 그들만의 독특한 공동체 생활이 주목을 받
았다(Hamid 2003: 364).
1980년대부

2. 다룰-알캄의 해체와 글로벌 이콴의 설립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일반인들에
의해 제기되어왔다. 일부 신문 기사에서는 다룰-알캄이 마치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는 것 같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룰-알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세속을
떠나 은둔해 살고 있는 소수집단이 정부에게 그다지 거슬리는 존재가 아니라
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레이 닥꽈그룹들 사이에서 다룰-알캄의 영
향력이 점차 확대되어가자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룰-알
캄의 교세확장이 현 정치질서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
다(Nagata 1984: 113). 실제로 다룰-알캄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정치적 성격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90년대
에 들어서면서 점차 말레이시아 정부와 이슬람 종교기구에 대한 비판의 목소
다룰-알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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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리를 내기 시 하였고 서구를

Mz

추종하는 이슬람 국가들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 u affar 1987).

후반 무렵부터 다룰-알캄의 ‘이단적’인 관행
들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다룰-알캄의 독특한 생활방식과 그들의 교리상의
이질성이 선전되었고 언론을 통한 가혹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다룰-알캄에서
발행하는 모든 신문과 잡지 등의 출판물의 발행이 금지되었고, 1990년대 들어
서는 대중매체와 금요집회, 공개강연 등을 통해 정부의 규제가 보다 체계적으
로 진행되었다. 당시 총리였던 마하티르는 다룰-알캄의 활동이 위험하고 실질
적으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하면서 이슬람학자들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슬람학자들에 의해 다룰
-알캄의 교리가 이슬람의 진정한 가르침에서 벗어난다고 선언되자 마하티르는
이들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결국 1994년 9월 2일, 국가보안법
(Internal Security Act) 위반 혐의로 아샤리가 구속되었고 다룰-알캄의 모든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 8000여 명에 이르는 다룰-알캄의 근로자들이 실업상태
가 되었다. 1996년에는 40여 명의 다룰-알캄의 리더들까지 억류되었고, 많은
수의 일반 회원들도 혼인신고 미이행 또는 불법 출판물 유통 등의 혐의로 구
속되었다(Hamid 2005: 90-95).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회원들은 여전히
그들의 믿음과 생활방식을 고수하였다. 1997년 회원들은 라왕(Rawang)의 반다
르 컨트리 홈즈(Bandar Country Homes) 마을에 아샤리를 대표로 하는 ‘루파
카’(Rufaqa Corporation)라는 이름의 기업을 만들었다. 이들은 다룰-알캄의 기
업정신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동남아시
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그 활동영역을 넓혀갔다. 2005년에는 인도네시아, 싱가
포르, 태국, 호주,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까지 진출하였
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들이 다룰-알캄을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
며, 잘못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친다는 혐의를 내세워 루파카의 모든 활동을 금
지시키고 리더들을 체포하였다(Hamid 2009: 159-160).
계속되는 정부의 압력 속에서 루파카의 지도자들은 회사를 공식 처분하고,
2007년 ‘글로벌 이콴’(Global Ikhwan)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를 세우게 된
다. 글로벌 이콴은 다룰-알캄과 루파카를 통해 개척했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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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듯이 초국가적인
활동에 보다 주력하고 있다(Hamid 2009: 160).
사업을

쟁

3. 다룰-알캄에 대한 “이단” 논

월 5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룰-알캄의 신념이 이슬람적으로 올
바르지 않다고 발표하고 그 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다
룰-알캄의 이단적인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아샤리가 1500여 년 전에 죽은 선지자 무함마드와 소통하고 있다는 주
장이다. 아샤리는 선지자 무함마드가 사후에 후손들과 접촉할 수 있다고 쓰여
진 코란과 여러 예언서들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이 무함마드와 소통하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샤리의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으며 전혀 이슬람적이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두 번째는 이맘-마흐디
(Imam-Mahdi)에 관한 논쟁이다. 이맘-마흐디는 이슬람에서 믿는 메시아로,
재림하여 세상을 구원할 존재로 여겨진다. 다룰-알캄의 회원들은 아샤리의 스
승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출신의 알-수하이미(Muhammad Abdullah
Al-Suhaimi)가 재림할 메시아라고 믿는다. 또한 알-수하이미는 이미 오래 전
에 죽었지만 아샤리와 회원들은 그가 아직 죽지 않았으며 알라의 계획에 따라
이맘-마흐디로서 부활하기 위해 어딘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믿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다룰-알캄의 이러한 신념이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셋째는 다룰-알캄의 회원들이 아샤리와 리더들을 맹목적으로 추종
한다는 점이다. 회원들은 아샤리가 알라로부터 부여받은 신비스러운 힘을 가지
고 있으며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것이 이
슬람의 유일신 사상에 위배되는 “다신주의”(polytheism)이자 “우상숭
배”(personality cult)라고 비판하였다(Hamid 2005: 95-115).
그러나 Hamid(2005)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다룰-알캄에 대한 그들의 조치
가 신학적인 이유에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다룰-알캄의 교리적 이단성에 대해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과 태도에는
모순적인 면들이 관찰된다. 정부는 다룰-알캄의 수피즘(sufism)적인 신념에 대
해 이단적이라고 공표하고 그들의 책과 모든 출판물들을 금지시켰지만, 정작
1994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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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은 모호하였다. 예를 들어, 니그리 슴빌란(Negri
Sembilan) 주의 이슬람 기관에서 출간한 책에도 수피즘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있으며 이맘-마흐디에 대한 다룰-알캄의 관점과도 상당히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Hamid 2005: 110-111).
이처럼 다룰-알캄이 정부에 의해 ‘이단적’이라고 평가를 받게 된 이유와 그
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면서 정부에 의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는 다소 논
쟁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Wain(2009: 226)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강압적인 종교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다룰-알캄의 이단적인 혐의로 지
적한 것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다룰-알캄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제기되었던 주장 역시 그 근거가 확실
치 않다. 1994년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룰-알캄의 활동을 공식 금지하면서
이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방콕에서 313명의 “자살단
원”(suicide army)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혐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피즘 자체에 대한

다룰-알캄의 신념이 신학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

치 탄압인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말레이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이들에 대한 의견은 매우 분분하다. 이들의 신념이 이슬람적으로 올바르지 않
으며 “이단적”, “사이비”라고 규정하는 무슬림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들의 독특
성을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무슬
림도 존재한다. 또한 이슬람 내에는 본래 다양한 분파들이 있기 때문에 다룰의한 정 적

알캄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다룰-알캄의 신

코란과 비교해 보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이들을 금지시킨 정부
의 조치는 신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컸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무슬림들 사이에서도 다룰-알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
기 때문에 이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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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글로벌 이콴의 특징
샤

드

1. 아 리 무함마 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샤

총수이자, 영적인 아버
지, 스승이고, 역할 모델과 같은 존재이다. 이들의 아샤리에 대한 신뢰와 지지
는 매우 강력하다.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그를 아버지를 뜻하는 “아부
야”(abuya)라고 부른다. 그에게는 5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와는
이혼하였고 세 번째 아내는 병으로 사망하여 현재 아내는 세 명이다. 그 중에
서 두 번째 아내인 카티자 암(Khatijah Aam)은 아샤리의 든든한 지원자로 그
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동행하면서 그를 물심양면으로 도왔으며 아샤리를 대
신해 각종 연설과 저술을 하기도 하였다. 회원들에게 아샤리가 영적인 아버지
(spiritual father)라면, 카디자 암은 영적 어머니(spiritual mother)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실제로 회원들은 그녀를 어머니를 뜻하는 말레이 단어에 그녀의 이
름을 붙여 ‘우무 자’(Ummu Jah)라고 부른다.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에게 이 두
사람의 존재는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아샤리가 죽은 이후 현
재까지 아샤리를 대신하여 단체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아샤리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으며,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입을 모아 설명한다. 아샤리를 통해 진정한 이
슬람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고 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Siti Norbaya는 자신이 이 단체에 들
어오게 되는 데 아샤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고 회상한다.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에게 있어서 아 리는 기업의

“우리는 진정한 이슬람을 우리의 생활에 실천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점
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자신들만을 생각한다. 나도 그러한 사람들 중
의 한 명이었다. 세속적인 세계에 속해 있었다. 나는 영국의 맨체스터
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아부야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다.
1987년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당시 친구 중에 다룰-알캄 운동에 가
담한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한 영국
에서 아부야의 아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리고 아부야에 대한 많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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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었고 공부를 했다. 그가 진정한 이슬람을 실천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나도 멤버가 되었다. 그는 이슬람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
지를 몸소 보여준 인물이다. 이슬람은 생활 그 자체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도 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신을 위한 것이다. 이슬람은
실생활의 모든 것과 관련된 종교이다” (Siti Norbaya, 여, 2011. 10. 27
면접).
Nor Fauziah 역시 아샤리를 만나고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샤리를 만나기 이전에는 결혼조차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
재는 남편의 두 번째 아내와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모두 아샤리의 가르침을 배움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교사인

“나는 이전에 공립 초등학교 교사였고, 장애아동들을 가르쳤다. 나는
당시에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결혼하면 여러 가지 귀찮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아부야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한 생각
들은 모두 이기적인 생각이었다. 이슬람에서는 결혼을 장려한다. 아부
야의 철학은 그가 쓴 여러 책들에 나와있기도 하고 우리는 그가 살아
있을 때 직접 만나서 그의 가르침을 들었다. (중략) 우리는 아부야로부
터 다른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웠다.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것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당신의
아내, 혹은 남편이다. 남편을 다른 여성과 공유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
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쉬워진다. (중략) 아부야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우리가 우리의 madu(남편의 다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Nor Fauziah, 여, 2011. 10. 27 면접).
샤

역할 모델과 같은 존재이다. 이들은 아
샤리가 코란과 순나에 기록된 모든 이슬람적인 가치들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
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며 그의 모든 행동들을 본받고자 한다.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에게 아 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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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야는 우리 GISB(Global Ikhwan Sdn Bhd의 약자)의 리더이며,
단순히 한 회사의 총수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고 사부
이고 모델이다. 그는 선지자 무하마드와 같은 존재이다. (Bandar
Country Homes 주변을 가리키며) 여기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아부
야의 아이디어이며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Kamariah,
여, 2011. 10. 29 면접).
샤

또한 이들에게 있어서 아 리는 신으로부
자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터 선택된 특별한 존재이자 선지

“그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한 좋은 부모와 주변에 좋은 환경
이 있었다. 그는 매우 특별했다. 그는 알라로부터 선택받은 매우 특별
한 사람이다” (Siti Norbaya, 여, 2011. 10. 27 면접).
“아부야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회복시켰다. 그는 천 년에 한 번 등장하
는 선지자이다” (Sahrin, 남, 2011. 10. 27 면접).
역시 아샤리 덕
분이라고 설명한다. 아샤리가 그들에게 성공적인 일부다처제 가정의 모델을 보
여주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아샤리와 그의 가족들을 보고 배우면서 지침을 얻
이들은 자신들이 일부다처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이콴에는 모델이 있다. 아부야와 그 가족들이다. 그들은 30년
간 일부다처제를 했고 매우 조화로운 일부다처제 가정을 만드는 데 성
공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배우고 지침을 얻는다” (Maizan, 여,
2011. 10. 26 면접).
“아부야는 일부다처제 가정의 모델이다.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다. 그는
5명의 아내와 4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그의 며느리와 사위, 손주들까지
모두 합하면 그의 가족은 200여명에 가깝다. 그들은 매우 조화롭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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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좋은 일부다처제 가정을 만들었다. 그들은 우리의 모델이다. 그와 그
의 가족들을 보고 우리는 가이드를 얻을 수 있다” (Huda, 여, 2011.
10. 26 면접).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샤리의 가르침
을 회상하면서 자신들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들은 일부다처제를 하면서

“우리는 madu에게 매우 관용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다. 아부야는 우리에게 평화를 실천
하는 법을 가르쳤다.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만일 우리가
madu와 싸우면 그것은 우리가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
다. 가끔 안 좋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감정과 싸운
다. madu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
나 아부야가 가르친 대로 우리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노력해야
한다” (Mastura, Nurul, Maizan 여, 2011. 10. 26 면접).
샤

얼마나 존경하고 그를 정신적 지주로 생
각하는지는 이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아샤리의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들은 아샤리의 사진을 차 안에 비치하거나 방 안에 걸어놓기도 하고 심지어
코팅을 해서 지갑 속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 이들이 늘 지참하는 아
샤리 사진의 뒷면에는 그가 몇 년도에 출생했으며 그의 부모의 이름은 무엇인
지, 그의 다섯 명의 아내들의 이름은 무엇인지까지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있
다. 이들은 아샤리의 사진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사진 외에도 아샤리가 직접 녹음한 음성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가르침
을 기억하고자 한다. 파트타임 회원인 Daud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후에 제
일 먼저 아샤리의 음성 설교 녹음을 오디오를 통해 듣는다. 이 설교는 약 20여
년 전에 녹음된 것인데, 그는 이러한 설교를 들음으로써 아샤리의 가르침을 기
억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또한 아샤리가 직접 저술한 70여권의 책을
함께 읽으면서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이 아 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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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에게 아샤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는 비
록 2010년에 사망하였지만 회원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살아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회원들은 아부야의 영혼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있다고 믿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부야를 부르고 그와 소통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로부
터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처

“아부야는 죽었지만 우리는 그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힘들 때 아부야를 부른다. “abuya, please
help me.....” 그러면 신기하게도 힘든 감정들이 사라진다. 진짜다. 거짓
말 같지만 진짜 그렇다. 우리는 이렇게 아부야의 도움을 받는다”
(Maizan, 여, 2011. 10. 26 면접).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리고 아부야의 도움으로 우리 마음 속의 문제
들을 해결한다. 가끔 너무 힘들 때는 아부야를 부르고 그에게 이야기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Huda, 여, 2011. 10. 26 면접).
“그는 작년에 죽었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있다. 선지
자 무함마드가 오래 전에 죽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서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아부야도 우리의 마음에 아직 살아 있다. 우
리는 그를 기억할 때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을 얻는다. 그는 아
직까지도 여전히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나쁜 행동을 멈추게 된다” (Daud, 남, 2011. 11. 25 면접).
직원들에게 아샤리 무함마드는 단순히 한 기업의 총수 이상
의 의미를 가진다. 그들이 아샤리를 아부야(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에게 아샤리는 아버지이자 스승이자 모델이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
은 아샤리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아샤리가
죽었지만 그들 마음 속에 여전히 살아서 그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믿으며 힘들
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아부야를 부르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여
전히 그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다.
글로벌 이콴의

6

- 5 -

2. 피라미

드식 리더십 구조와 소그룹 모임

샤

존경심과 애정을 중심으로 맺어진 이 단체의 회원들을 더욱
끈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조직의 피라미드식 리더십 구조와 소그룹 모임이
다. 아샤리를 최고 경영자(CEO)로 하고 위원회(committee), 디렉터(director),
매니저(manager), 부매니저(assistant manager), 스텝(staff)의 순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는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디렉터부터 리더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 주(州) 마다 한 명씩의 디렉터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약 3-4개의 사업체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한
다. 이들은 수시로 담당 구역을 방문하여 회원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회원들의
필요를 파악한다. 여성 디렉터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인 아즐리나(Azlina)는 쿠
알라룸프르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원래 글로벌 이콴 내에서 여성은 리더가 될
수 없지만, 공식적인 리더의 직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여
성들도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에 속하는 레스토랑이나 상점 등에 방문해서 여성들의 복지를 돌본다. 가
게에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직원들의 생활에 어떤 어려움은 없는
지 등을 돌보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다.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에게 있어서 리더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다.
리더들은 회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조언을 해줄 뿐만 아니
라 회원들의 결혼에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리더들은 회원들의 결혼
을 주선하여 서로를 소개하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는 모든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이때 회원들은 리더의 주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리더의 뜻이 곧 신의 뜻이라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디렉터들은 보통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 회의에서는 현재
그룹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상부 리더에게 보고하고 그로
부터 공지사항이나 지시사항, 새롭게 결정된 사항 등을 전달받는다. 이러한 회
의내용은 녹음되어 디렉터들을 통해 그들이 맡은 구역의 매니저와 스텝들에게
전달된다. 회원들은 함께 회의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듣고 그룹 내에서 무슨 일
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디렉터와 회원들의 만남은 보통 한 달에 한
아 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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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이루어지는데 이때 디렉터들은 회원들에게 이슬람의 교리에 대해 가르치기
도 하고 회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리더에게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보통 저녁 9-11시까지 두 시간 정도 만남을 갖는다. 남편과 함께 가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할 때 상담을 받는다. 리더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
무에 대해 가르친다. 인간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관
용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배운다” (Rohanah, Huda, Maizan, 여, 2011.
10. 26 면접).
디렉터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갖는 모임 외에도 별도의 소그룹 모
임을 통해 서로의 연대감을 강화한다. 소그룹은 보통 10명 정도의 회원들로 구
성되어 있는데 사업체 별로 한 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들은 매니
저와 부매니저를 중심으로 새벽 기도를 같이 드리고 기도 후에 그날의 일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함께 일하며 식사하고 하루 다섯 번의 기도도 함
께 드리며, 매 번 기도 후에 있는 나눔의 시간에서 서로의 생활과 마음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들은 거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친밀하며 서
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이들은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서로 조언을
해주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Rohanah, Huda, Maizan, 여,
2011. 10. 26 면접).
산

식

3. 공 적 경영방 과 공동체 생활

식

가. 경영방

명목상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등록된
이 기업의 정식 명칭은 Global Ikhwan Sdn Bhd이다. 회원의 대부분도 이 기
업에 풀타임으로 등록된 직원들로, 이들은 말레이시아 전역뿐만 아니라 인도네
시아, 싱가폴, 태국, 호주,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이집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까지 진출해 있으며 그 숫자는 5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이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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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사업의 종류는 병원, 학교, 레스토랑, 베이커리,
슈퍼마켓, 여행사, 가구점, 음반제작, 출판, 게스트하우스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런데 이들의 경영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점은 공동생산과 공동분배
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은 크게 풀타임
(full-time) 직원과 파트타임(part-time) 직원으로 나눌 수 있다. 풀타임 직원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글로벌 이콴에서 풀타임으로 일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그런데 이 경우 직원들은 자신의 노동력이나 능력, 직
분에 따라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의 부양가족 숫자와 개인의 필
요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글로벌 이콴에서는 이것을 “마아쉬 제도”(Maash
system)라고 부른다. 마아쉬 제도 하에서 회원들이 받는 노동의 대가는 현금
의 형태보다는 주로 음식이나 생활용품 등 현물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지내는 숙소와 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까지도 모두 단체로부터 제공되는 것으
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단체의 공동소유로 되어있다. 이에 비해 파트타임 직
원의 경우에는 그들의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글로벌 이콴의 회원으로
서 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월급의 10퍼센트를 매
달 단체에 기부하며 그 외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이 맡은 단체 내의 사업
체에서 그들의 노동력을 통해 단체의 활동을 돕는다. 회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직원이 될지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전체 회원의
80퍼센트는 풀타임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보통 일부다처제 가정의 경우 남성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정을 부양해야 하
기 때문에 남성의 경제적 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글로
벌 이콴의 남성들은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마아쉬 제도 하에서 각
글로벌 이콴이 현재

가정에서 필요한 재정은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 제공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내와 아이들의

토

숫자가 많아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카장(Kajang)의

이콴 레스 랑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Ismail은 글로벌 이콴의 재정 분배

칙

명

원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 한다.

“글로벌 이콴은 다른 기업과는 매우 다른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
지고 있다. 우리의 샐러리는 얼마나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내 수와 자녀수가 많을수록 샐러리가 많아진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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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은 모두 한 곳에 모은 뒤 다시 재분배된다” (Ismail, 남, 2011.
11. 22 면접).
전신인 다룰-알캄에 대해 연구한 Ann Wan Seng 역시 글
로벌 이콴의 경제체제와 일부다처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글로벌 이콴의

“그들이 일부다처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들 공동체의 마아쉬 제도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의 급여를 직위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받는 것으로 직위가 낮은 사람의 가족
수가 더 많은 경우 가족 수가 적은 높은 직책의 사람보다 더 많은 급
여를 받는 것이다. 급여는 돈의 형태일 수도 있고 음식 등 물질을 직접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반반인 것 같다. 집과 차 등의 재산은 개인에게
소유된 것이 없으며 모두 단체의 소유이다. 급여는 단체에서 남편에게
지급하며 남편은 그것을 자신의 여러 가정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결
정한다. 모든 것은 남편이 어떻게 그것을 분배하느냐에 달려있다. 그의
경영 능력에 따라서이다” (Ann Wan Seng, 남, 2011. 12. 26 면접).
럼 남성들은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의 숫자에 따라 월급
을 받고 이것을 다시 아내들에게 분배한다. 만일 여성들도 풀타임으로 일을 하
는 경우 따로 임금을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가정에 따라 다르
다. 쿠알라룸프르의 이콴 레스토랑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Aida의 경우는 그
녀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첫 번째 부인 모두의 수입을 모두 합쳐서 남편이 관
리하고, 다시 남편은 각각의 부인들에게 생활비를 준다. 그러나 Aida는 자신의
월급 전부를 남편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월급 중 반만 남편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Adia, 여, 2012. 01. 09 면접). 두 아내 모두
글로벌 이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Azhan의 경우는 아내들이 자신의
월급을 각각 관리할 뿐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생활비까지 받는
다. 아내들은 자신의 월급과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를 모두 합쳐서 각자의
살림을 꾸려나간다(Azhan, 남, 2012. 01. 04 면접).
이처럼 글로벌 이콴에서는 각 가정에서의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재정이 분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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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경제적으로 느끼는 부담감

배되기 때문에 일부다처제 남성이라고 해서 특별

은 없다. 또한 남성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아내들이 일을 하고 임

히려 일부다처제는 가정의 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개
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글로벌 이콴의 파트타임 회원인 Daud은 일부다처제 가
정의 경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금을 받기 때문에 오

“첫 번째 부인은 사업의 내부적인 일들(회계, 사무실 관리 등)을 맡고,
두 번째 부인은 외부일(비서, 운전 등)의 일을 맡는다. 두 아내가 모두
나의 바깥일과 가정일을 돕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다처제는 가정의 경
제에 매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내 친구는 세 명의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은 의사이고 두 번째 부인은 교사이고 세 번째 부인은 집
안에서 모든 아이들을 돌본다. 그리고 다른 부인들이 그녀에게 소정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이처럼 만일 모든 사람들이 좋은 관계만 가질 수
있다면 일부다처제는 가정경제에 좋다” (Daud, 남, 2011. 11. 24 면접).
나. 공동체 생활

왕

반다
르 컨트리 홈즈라는 마을에 위치해있다. 이곳은 멤버들에게 BCH라고 불린다.
BCH에는 현재 약 150여명의 글로벌 이콴 회원들이 살고 있으며 이콴 베이커
리(Ikhwan Bakery), 이콴 식당(Kefeteria Ikhwan), 이콴 홈스테이(Ikhwan
Homestay), 이콴 이벤트(Ikhwan Event), 이콴 여행사(Travel Agency
Ikhwan) 등 총 17개의 사업체가 있다. 마을에 들어서면 커다란 공원이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다양한 글로벌 이콴의 사업체들이 공원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다. 글로벌 이콴의 사업체들은 모두 초록색 간판에 이콴(Ikhwan)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호 옆에는 이콴의 로고가 그려져 있다. 보통
사업체들은 상가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은 아이들의 기숙사로 쓰
인다. 본래 이 마을과 상가들은 원래 살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간 뒤로 아
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지만, 글로벌 이콴에서 상가들을 사들이고 회원들이 함
글로벌 이콴 공동체의 본부는 현재 말레이시아의 라 이라는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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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모여 살면서 이들만의 조그만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출
입이 제한되거나 경계가 심한 것은 아니며, 글로벌 이콴의 사업체가 아닌 가게
도 몇몇 눈에 띤다.

[그림 1] 라왕의 반다르 컨트리 홈즈 마을

곳 루
첫 기도가 시작되기 30분 전인 오전 4시 30분 가량에 시
작된다. 기도를 알리는 아잔 소리가 들리면 회원들은 눈을 뜨고 기도를 준비한
다. 기도는 약 30분 정도 진행되는데 기도를 진행하는 1명의 남성 이맘(Imam)
이 맨 앞줄에 서고 차례로 성인 남성, 어린 남자아이들이 줄을 맞추어 나란히
선다. 벽으로 구분된 다른 방에서는 성인 여성들과 어린 여자 아이들이 차례로
서서 이맘의 인도에 따라 함께 기도를 한다.
이 의 하 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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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도하는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맨 왼쪽 남성이 이맘(Imam))

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뒤 회원들은 소그룹 별로 잠시 모임을 갖고 그
날의 스케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다. 이후에는 각자의 일터로 가서 일을
시작하는데 BCH에는 17개의 다양한 사업체가 있는 만큼 각자 맡은 역할도 다
양하다. 중앙의 사무실에서 회원들을 관리하는 사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서빙하는 사람, 베이커리에서 빵을 만드는 사람, 슈퍼마켓을 관리하는 사람, 여
행사에서 일하는 사람, 음반 제작을 하는 사람, 가구를 만드는 사람, 게스트 하
우스를 관리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 등 각자 맡은 역할은 제 각각이다. 회원들
은 각자의 정해진 일터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하루의 다섯
번 기도시간을 알리는 아잔이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을 중앙에 위치한
기도실로 향한다. 저녁 기도가 끝나면 다시 소그룹 별로 마무리 모임을 갖고
그날의 일과에 대해 서로 보고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BCH 외에도 말레이시아 전역에는 글로벌 이콴의 직원들이 모여 사는 공동
체가 존재한다. 그 규모는 각각 다르지만 글로벌 이콴의 사업체가 있는 곳이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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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곳
직원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수도인 쿠알라룸프르의 번화가 부킷빈땅(Bukit Bintang)에 위치한 이콴 레스
토랑의 경우에는 현재 남성 4명과 여성 4명이 풀타임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들은 따로 개별적인 집을 소유하지 않고 레스토랑 옆에 마련된 방에서 여성
과 아이들, 그리고 남성들이 두 방에 나누어져 함께 생활한다. 남성들은 레스
토랑의 홀 옆에 있는 조그만 기도실에서 생활하고 여성들과 아이들은 레스토
랑 뒷문에서 이어지는 방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곳 역시 회원들의 기도와
식사, 모임, 교육 등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작은 생활공간이다.
어 든 그 에서 일하는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일부다처제 가정을 통

겪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이콴이
설립한 것이 ‘이콴 일부다처제 클럽’이다. 2009년 아샤리의 둘째 부인 카티자
암에 의해 만들어진 이 클럽은 일부다처제 가정들을 위한 모임이다. 이들은 이
클럽을 통해 일부다처제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회원들과 함께 문제를
의논하고 조언을 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글로벌 이콴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일부다처제를 하고 있는 무슬림이라면 누구나 이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 외에도 일부다처제를
하는 여성들이 있지만 이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남
편의 새로운 부인을 맞아들이게 되고 남편 역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해

에서 일부다처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발생했을 때 여성들이 글로벌 이콴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일부러 이콴
일부다처제 클럽을 만들고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Sakinah, 여,
2011. 10. 29 면접). 일부다처제 클럽에서는 일 년에 세 번 ‘일부다처제 강좌’를
개설한다. 숙박과 식사가 제공되는 총 4일 일정의 프로그램으로 모든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이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은 일부다처제 가정에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감정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지 등을 배운다. 실제 일부다처제를 하고 있는 남성, 여
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는데, 이를 통해 여성들은
남성의 입장을, 남성들은 여성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Ismail,
남, 2011. 11. 22 면접).
문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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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육

다. 공동양 과 교 체계

육 시스템은 회원들로 하여금 글로벌 이콴 공동체
가 지닌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글로벌 이콴에서는 탁아소와
유치원, 중고등학교, 기숙사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대부분 자녀
들을 이러한 이콴의 교육 시스템을 이용해서 키운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까
지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 가서 교육을 받고 저녁에
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중학교부터 글로벌 이콴의 아이들은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다. 이들은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떨어져 생활하는 것을 연습시킴으로써 독립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라고 설명한다. 12세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글로벌 이콴의 기숙사에서 생활
했다는 Aida는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았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보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한다. “힘들지만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 더 성숙하게 되고 더 강
해지게 된다”는 것이다(Aida, 여, 2011. 11. 04 면접).
그러나 부모와 떨어져 독립심을 기르는 것 외에도 글로벌 이콴의 학교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다. 다른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글로벌 이콴만의 특수한
신념체계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보통 초등학교까지는 일반 아이들
글로벌 이콴의 특수한 교

과 같이 공립학교에 다니지만, 중학생이 되면 글로벌 이콴에서 자체적으로 만

터 아이들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게 되며 부모님과는 한 달에 한 번 만
날 수 있다. 기상시간은 새벽 5시이며 함께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전
7시에는 조례가 있으며 8시부터 3시 30분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오전 수업에서
는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과목을 배
우고, 오후 수업에서는 종교 과목과 실용적인 기술 등을 배운다. 종교수업에서
는 기도하는 법, 신을 사랑하는 법, 종교의식 등을 배우고, 기술 수업에서는 요
리나 미술, 그래픽 디자인 등 실용적인 것들을 배운다(Aida, 여, 2011. 11. 04
면접). 모든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로 돌아와 함께 기도를 하고, 저녁을 먹고
그날 배운 것들을 복습한다. 모든 일정은 밤 10시에 끝나며 마지막 기도 후에
취침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복되며, 주말에는
평일에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고,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돕는 등의 활동을 한
든 학교에 다니게 된다. 이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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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돌아갈 수 있다. 아이들은 15세가 되면 더 공부를
할지, 아니면 직업교육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직업교육을 선택하면 5년간
교육을 받고 이후에 글로벌 이콴에 취직을 하게 된다. 만일 대학교육을 받고자
하면 글로벌 이콴에서 장학금을 받고 사우디 아라비아나 요르단, 이집트 등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이콴학교 여교사, 2011. 11. 25 면접).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업교육을 선택해서 졸업 후 글로벌 이콴의 사업체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이들에게 이콴 공동체 밖의 외부 세상은 매우 타락하고 위험
한 곳으로 생각되며 심지어 자녀들이 외부와 지나치게 접촉하게 되면 신과 멀
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Huda, 여, 2011. 10. 26 면접).
다.

[그림 3] 마을 잔치를 위해 마을 중앙 공원에 모인 아이들(수피(Sufi)댄스 경연을 준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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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글로벌 이콴의 일부다처제

[그림 4] 아샤리의 아들 모하마드 이크람 아샤리(Mohanad Ikram Ashaari)의 가족사진
(가운데 남성이 모하마드. 네 아내의 직업은 각각 의사, 교사, 변호사, 대학 강사이다,

The New York Times, January 6, 2010)

독특한 생활방식과 신념체계로 인해 말레이시아 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일부다처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반적인 말레이인들과는 구별된다. 많은 수의 현대 말레이인들 사이에서 제한
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시행되고 있는 일부다처제는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 사
이에서 오히려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이 장에서는 글로벌 이콴
의 일부다처제를 결혼의 주선 과정, 가정생활의 형태, 시간의 분배, 아내들 사
이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안정적인 일부다처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이들이 일부다처제에 부여하는 의미를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그러한

록 하는 이들의

의미부여가 가능하도

남성중심적인 젠더관념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 또한 글로벌 이콴의 여성 회원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남성중심

점에 주목하고, 지금까지 ‘허
위의식’이나 ‘내면화된 억압’으로 분석되었던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적인 젠더관념과 일부다처제를 ‘선택’하고 있다는

여성의 행위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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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부다처제의 현실
혼 이후에 오는 사랑

1. 결

혼

루 진
을 통해 결혼을 하는 이유는 결혼 이전에 생겨나는 남녀 간의 관계가 부적절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혼 이전에 남녀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남녀 간의 엄격한 분리를 실행하고 10대 후반에
서 20대 초반이 되면 단체에서 결혼을 주선한다. 특히 이들은 남녀 간의 로맨
틱한 만남을 통한 연애결혼이나 첫 눈에 반하는 사랑보다는 결혼 이후에 생겨
나는 믿음과 신뢰의 감정을 선호한다고 말한다. 4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Lokman의 경우 4명의 아내 모두 부모와 단체 리더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주선 이전에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일은 없느냐고 묻
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답하였다. 그는 첫 번째 부인과 결혼
이전에 거의 알지 못했지만 결혼을 한 뒤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며 다른
세 명의 부인과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설명하였다. 결혼을 한 후에 사랑하는 감
정이 진실로 생기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Lokman, 남, 2011. 10. 27 면접).
두 번째 부인이자 호주에서 남편과 남편의 첫 번째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Aida 역시 남편과는 부모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 역시 이
단체의 멤버이다. 남편과는 결혼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 두 세 번 만나본 것이 전부라고 하였다. 몇 번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과 어
떻게 결혼을 결심할 수 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부모님의 결정을 신뢰했다
고 답하였다(Aida, 여, 2011. 11. 04 면접). 글로벌 이콴의 일부다처제에 대해
연구한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UKM)의 Rashid 역시 글로벌 이콴의 중매결혼
과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글로벌 이콴의 결 은 대부분 단체의 주선을 통해 이 어 다. 이들이 주선

“이슬람에서는 결혼 이후에 오는 사랑을 믿는다. 결혼 이전에는 남녀
간의 친밀한 관계를 금지한다. 결혼 이전에 남녀가 지나치게 친밀해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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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 이후에 사랑은 얼마든지 생
겨날 수 있다. 사랑은 create할 수 있는 것이다” (Rashid, 남, 2011.
12. 05 면접).
혼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결혼
을 지명 받은 남성과 여성은 리더의 의견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리더의 뜻이 곧 신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결 의 과정에서 단체의 리더는

“(글로벌)이콴의 결혼은 리더가 주선을 한다. 우리는 그것이 신의 뜻이
라고 믿는다. 결혼을 지명 받은 남성은 리더의 의견에 복종한다. 만일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절대 no라고 하지 않는다(We never say no,
even though we don't like it). 그리고 남성은 리더와 함께 그녀의 부
모를 만나러 간다. 결혼은 리더와 부모와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다”
(Ismail, 남, 2011. 11. 22 면접).
께 상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
부모에게 구혼을 한다. 혼인이 성사되면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보통 두 번의
결혼식을 한다. 첫 번째는 가족들만이 모인 자리에서 종교 판사인 Kadhi의 주
관 하에 신랑과 신부의 결혼이 이슬람적으로 성사되었음을 선언하는 Nikah
Shariah 예식이다. 이 예식 이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며 합방을 할
수 있다. Kadhi의 주관 하에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은 이 결혼이 이슬람 법정
에서 요구하는 일부다처혼의 승인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위와 같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Daud의 경
우에는 두 번째 아내의 아버지가 결혼을 승인하지 않아서 정식 결혼식을 올릴
수 없었고 태국으로 건너가 이맘에게서 결혼 승인을 얻어 돌아왔다. 이후 이들
은 벌금을 내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
글로벌 이콴에서 두 번째 결혼식은 보다 큰 규모로 마을 축제와 같은 분위
기에서 치러진다. 이것은 비슷한 시기 결혼한 다른 커플들과 함께 마을 중앙의
공원에서 합동 결혼식으로 진행된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결혼 시 신랑이 신부
주선이 받아들여지면 남성은 단체의 리더와 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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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신부대금을 법적으로 정해두고 있다. 글로벌 이콴에서는 신부대금의 법정 최소
금액16)만을 신부대금으로 정하여 신랑의 결혼을 용이하게 돕고 있다. 또한 신
부대금 외에 결혼에 드는 모든 비용은 단체에서 지원한다.
의 부모에게 지불하는 신부대금이 있는

데

t te

말레이시아는 주(s a ) 마다

“신부대금(dowry)은 남성이 지불하고, 그 외에 결혼에 드는 모든 비용
은 이콴 단체에서 지불한다. 따라서 남성은 결혼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쉽게 결혼할 수 있다(단, dowry는 반드시 신랑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줄 수 없는 것이다)” (Ismail, 남,
2011. 11. 22 면접).
루

데

글로벌 이콴의 일부다처제는 단체의 주선으로 이 어지는
리더의 “판단”이 중요한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모든 회원들에게 일부다처제

가 권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체의 리더들은 남성이 일부다처제를 할

좋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아내를 소개한다. Maizan의 경우 남편과 23년
동안 일부일처제로 살아왔지만 1년 전 남편이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다. 연
구자는 그녀에게 남편이 23년 만에 갑자기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무
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원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이콴에
서 권유한 것이라고 답하면서, 단체의 리더들이 자신의 남편이 이제 일부다처
제를 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Maizan, 여, 2011. 10.
25 면접). Rashid 역시 “글로벌 이콴에서는 좋은 남성이라고 생각되는 남성에
게 일부다처제를 권한다. 그가 일부다처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준비가
“준비”가 된 “ 은” 남성이라고 판단이 되면 일부다처제를 권장하고 그에게

되었다고 생각될 때 제안을 한다”며 글로벌 이콴의 “준비된 일부다처제”를 강

조하였다(Rashid, 남, 2011. 12. 05 면접).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남성의 능력이
란 재정적인 측면보다는 정서적,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능력을 말한다.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고, 뉴질랜드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Ibrahim은 유창한 영어로
일부다처제를 하기 위한 남성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6

1 ) 신부대금의 법정
8천원)이다.

약

최소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 쿠알라룸프르의 경우 RM22.50(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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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남성이 일부다처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만한 인
격적인 성숙이 먼저 되어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
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부다처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
은 아내들과 자식들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
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Ibrahim, 남, 2011. 02. 08 면접).
물론 일부다처제를 위한 준비는 남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일부다처제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의 준비 여부보다는 “신의 뜻”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된다. 영국에서 유학
하였고 현재 쿠알라룸프르 시내에서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는 Azlina의 경우
남편과 함께 11년 전 이 단체에 가입하였다. 그녀는 단체에 가입하면서 언젠가
는 자신의 남편도 일부다처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일부다처제가 여성으로서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
이 되었고 자신이 준비가 되었을 때 일부다처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에

터 5년 뒤 단체의 리더는 그녀의 남편에게 두 번째 부인
을 얻을 것을 권유하였는데, 그녀는 당시 자신이 아직 일부다처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자신이
신에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고, 그녀는 자신보다 자신을 더욱 잘 아시는 신께
서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결국 남편
의 일부다처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녀는 일부다처제를 시작하고 처음 4-5
개월간은 힘들었지만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면서, 신에게 더욱
의지할 수 있었다고 회상하였다(Azlina, 여, 2011. 10. 29 면접).
호주에서 남편과 남편의 첫 번째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Aida의 경우 갑작
스럽게 단체 리더로부터 결혼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당시 그녀는 22살이었고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더군다나 그녀가 결혼 제안을 받은
남성은 이미 한 명의 부인이 있는 사람이었다. 처음 결혼 제안을 받았을 때 그
녀는 사실 조금 놀랐다고 한다. 그러나 역시 단체의 회원인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의 결혼에 동의하였고 그녀 역시 부모님의 결정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결
혼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남편과는 결혼 전에 두세 번 정도 만났고 결혼 후에
는 남편이 첫 번째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호주에 가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
게 기도하였다. 그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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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모든 상
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Aida, 여, 2011. 11. 04 면접).
태

2. 가정생활의 형

태

류

글로벌 이콴의 일부다처제 가정생활의 형 에는 여러 종 가 있다. 남편과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내들은 각각 따로 살면서 남편
이 번갈아 아내의 집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세 명의 아내들 중 두 번째인
Suhaha는 남편과 다른 두 명의 부인,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쿠알라룸프
르 시내에 살고 있다. 그녀가 보여준 가족사진에는 남편과 아내 셋, 그리고 17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집에 방이 6개나 되기 때문에 모두 한
집에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Suhana, 여, 2011. 10. 25 면접).
한편, 라왕의 이콴 부틱에서 관리자로 일하는 Mastura의 경우에는 혼자서 가
게 근처에 살고 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뒤 7년 전 단체의 주선으로 지금
의 남편의 두 번째 아내로 결혼하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쿠알라룸프르 시내
에서 일하며, 남편의 첫 번째 부인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다. 남편과 두 명의
아내가 각각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남편은 매우 바빠서 일주
일에 이틀 정도는 일을 하느라 아내들을 방문할 시간이 없고 나머지 날들은
번갈아 가며 아내들을 방문한다고 한다. 그녀의 경우 보통 일주일에 이틀이나
삼 일 밤을 남편과 함께 보내는데, 남편이 오지 않는 날에는 주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Matsura, 여, 2011. 10. 26 면접).
또 다른 형태는 주로 한 아내와 살면서 다른 아내들은 가끔씩 방문하는 경
우이다. 라왕의 이콴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Kamariah의 경우에는 네 명의 부인
들 중 세 번째 부인으로 현재 남편과 함께 라왕에서 살고 있다. 남편은 3명의
다른 부인이 있지만 현재는 Kamariah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녀와 보내
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한다. 남편은 원래 페락(Perak) 주에서 두 번째 부인과
함께 살다가 1년 전 라왕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현재 그의 첫 번째 아내는 숭
아이 불로(Sungai Buloh), 두 번째 아내는 페락(Perak), 네 번째 아내는 페낭
(Penang)에 살고 있다(Kamariah, 여, 2011. 10. 29 면접).
모든 아내들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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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집을 메인 하우스(main house)로 정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4명의 아내와 24명의 자녀를 두고 있
는 Lokman의 가족은 공항 근처에 하나의 큰 집을 메인 하우스로 정해 두었
다. 4명의 아내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집들이 있지
만,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메인 하우스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의 네
번째 부인은 호주 여성으로 호주 캔버라의 이콴 지부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의
자녀들은 영국, 요르단 등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다. 가족들 모두 각자의 일이
있고, 특히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시간
은 매우 한정적이다. 그러나 생일 등 특별한 날에는 최대한 함께 모일 수 있도
록 노력하며 스마트폰의 그룹 채팅을 통해서도 서로 자주 연락한다(Lokman,
남, 2011. 10. 27 면접).
또 다른 경우는 아내들이 남편의 집에 번갈아 방문하는 형태이다. 글로벌
이콴의 파트타임 회원인 Daud는 자신의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두 명의 부인이 있는데 부인들은 모두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을 돕는다. 첫 번
째 부인은 주로 가게의 내부적인 일과 회계, 집안 일, 아이 양육 등을 담당하
고, 두 번째 부인은 주로 남편과 함께 외부 출장에 동행하면서 그의 비서 역할
과 운전 등을 한다. 아내들은 남편의 사업장 근처에 각각 독립된 집을 가지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남편이 아내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하루씩
번갈아 가며 남편의 숙소에서 자고 가는 형태로 생활이 이루어진다(Daud, 남,
2011. 11. 29 면접).
또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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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Daud의 가족들(왼쪽 첫 번째가 첫 번째 부인, 왼쪽 세 번째가 Daud, 오른쪽
끝이 두 번째 부인)

3.

순서의 분배
이슬람 일부다처제에서

낼

giliran(순서)은 여러 아내들과 어떻게 시간과 잠자

규칙이다. 글로벌 이콴의 경우에도 길리란은 원칙적으
로 모든 아내와 공평하게 시간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길리란의 규
칙은 철저하게 남편의 의사를 중심으로 결정된다. 세 명의 아내 중 첫 번째 부
인인 Huda는 길리란에 대한 연구자의 질문에 모든 결정은 남편의 편의에 따
라 결정되며 부인들은 순서에 대해 의논할 수 없다고 말한다.
리를 보 지를 결정하는

“연구자: 남편은 여러 명의 부인들 중 누구와 함께 사는가?
Huda: rotating한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남편이 한다. 부인들은 순서
에 대해 의논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남편의 편의에 따라 결정된다. 부
인은 그저 복종한다. 남편이 첫 번째 부인과 하루를 보내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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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부인과도 똑같이 하루씩 돌아가고, 처음 이틀을 보내면 이틀씩
돌아가는 식으로 rotation을 한다. 그러한 규칙의 결정은 오직 남편이
한다” (Huda, 여, 2011. 10. 26 면접).
럼 글로벌 이콴에서는 남편의 의사에 따라 길리란의 규칙을 정하는데, 사
실 이러한 규칙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남편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언
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네 명의 아내 중 세 번째 부인인 Nurul은 길리란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만일 남편이 어떤 일로 인해 다른 아
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더라도 모두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말한다.
이처

“각각의 아내들은 자신의 giliran이 있다. 남편은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편리하게 giliran을 정한다. 그러나 항상 fix된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만일 남편의 일 등으로 인해 다른 아내
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더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싸우거나
하지 않는다. 모든 상황을 존중하고 이해한다” (Nurul, 여, 2011. 10.
26 면접).
두 명의 아내들 중 첫 번째 부인인 Maizan은 철저히 남편의 의사에 따라
달려있는 글로벌 이콴의 길리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부일처제의 경우 남편은 한 명의 부인 외에 다른 선택권이 없기 때
문에 부인이 나쁘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 일부다처제의 경우 부인이 나
쁘게 행동하면 남편은 다른 아내에게 갈 것이다. 따라서 부인들은 항상
남편에게 잘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그럴수록 좋은 가치를 실천하게 된
다.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Maizan, 여 2011. 10. 26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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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들 사이의 관계

[그림 6] 두 아내(왼쪽 세 번째가 첫 번째 부인, 그 옆이 두 번째 부인, 오른쪽 끝
이 연구자)

흔히 일부다처제 가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내들 사이의 불화이다.
일부다처제 가정에 대해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일부일처제 가정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일부다처제 가정의 구성원들이 훨씬 더 많은 감정적인 문제들
을 겪는다는 점을 지적한다(Al-Krenawi 1999; Altman and Ginat 1996;
Nurmila 2009). 일부다처제가 아내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Al-Krenawi(1999: 417)에 따르면, 일부다처제 가정의 여성들은 일부일처제 여
성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 신체적 질병, 낮은 자존감 등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는 남편의 경제적, 감정적으로 불평등한 대우가 아내들 간의 질투와
시샘, 증오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감정들은 심할 경우 정신적 질
병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Altman and Ginat(1996: 342)
역시 일부다처제 가정의 아내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Kikuyu 부족 사이에서는 “co-wife”가 “to be jealous”와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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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처럼 아내들 사이의 질투와 불화는 일부다처제 가정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남편들은 아내들의 존재를
서로에게 완전히 비밀로 하기도 한다.
그러나 글로벌 이콴의 일부다처제 아내들의 관계는 위에서 살펴본 일반적
인 일부다처제 가정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 이들은 서로를 “honey” 또는
“adik”(동생)이라고 부르며 매우 사랑한다고 말한다. 또한 서로 가사일을 분담
하고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면서 친자매처럼 지낸다. 라왕에서 만난 한 여성은
자신의 adik과 원래는 함께 살았었지만 adik이 그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보
육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현재 떨어져 살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주
말에 adik을 만나러 간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Maizan은 원래는 모든
아내들이 함께 사는 것이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가장 좋다면서 글로벌 이콴에
서는 아내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권장한다고 한다. 또한 원래 남편의
다른 아내를 지칭하는 말레이어는 madu(꿀)이지만 글로벌 이콴의 아내들은 서
로를 일부러 adik이라고 부르며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Maizan, 여, 2011. 10. 26 면접).
또한 흔히들 일부다처제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어 각각
에 대한 사랑이 분산되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으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사랑
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글로벌 이콴의 일부다처제 여성들은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Azlina는
남편에게 새로운 부인이 생겼다고 해서 자신을 덜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하
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과 비교해서 남편을 덜 사랑하
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며 그녀는 그것을 느
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다른 아내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한
다는 것이다. 그녀는 부모가 둘째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첫째 아이에 대한 사
랑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아내가 둘, 셋, 넷이라고 해
서 각각에 대한 사랑이 1/2, 1/3, 1/4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며 각각에 대한
사랑은 온전하게 100%라고 설명하였다(Azlina, 여, 2011. 10. 29 면접). 또한
아이들도 아버지의 모든 아내들을 엄마로 생각하고 따른다. 라왕에서 만난 17
세 여학생에게 엄마가 몇이냐고 묻자 그녀는 거리낌 없이 셋이라고 답하였다.
일부다처제 아내들 사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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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Aida 역시 형제가 몇이냐는 연구자의 질문
에 첫 번째 엄마에게서는 자신을 포함해서 8명이며 두 번째 엄마에게서는 한
명의 아이가 있어 총 9명의 형제자매가 있다고 답하였다(Aida, 여, 2011. 11.
04 면접).
이콴의 일부다처제 가정에서 자

제 2 절 일부다처제의 의미
렇

왜 일부다처제를 하는 것이며 일
부다처제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이 일부
다처제를 해석하는 방식은 근본주의적인 이슬람 해석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
만 그들만의 독특한 의미로 재해석되는 부분도 있다. 이 절에서는 먼저 이슬람
에서의 근본주의적인 해석과 일치하는 설명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후 글로
벌 이콴의 회원들이 일부다처제에 부여하는 독특한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
그 다면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도대체

다.

당

1. 남성의 정 한 권리

치과의사이자 세 명의 아내들 중 첫 번째
신에 의해 허락된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한다.

z

아내인 A lina는 일부다처제가

“코란에서는 분명히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다. 코란 구절에는 이렇
게 쓰여 있다. “둘, 셋, 네 명의 여인과 결혼하라. 그러나 네가 모두에
게 공평(just)할 수 없다면 한 명과 결혼하라.” (중략) 신은 남성에게
네 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가 분명 허락한 것이
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 왜냐고 묻지 않는다. 그는 분명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따라서 그가 일부다처제를 허락한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는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
왜 신이 남성에게 네 명의 아내를 허락하셨는가? 그가 원했기 때문이
다. 나는 그저 받아들일 뿐이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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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부다처제가 코란과 순나에 따라 올바르게 행해지면 매우 아름
다운 제도일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Azlina, 여, 2011. 07. 06 ‘순
종적인 아내들의 모임’(Obedient Wives Club)에 대한 라디오 토론 중).
녀 르 코란에 기록된 모든 것은 신의 뜻이며 이것은 인간이 자신
의 취향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판단이나 기호에 따라 코란에 기록된 내용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무
슬림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에 따 면

“요즘은 너무 많은 종류의 이슬람이 있다. Liberal Islam, Modern
Islam, Feminist Islam... 등등 수많은 이슬람이 있다. 이들은 코란에서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들은 코란을 부분적으로만 발췌해서 자신들의 기
호에 맞는 것만 선택하여 받아들인다. (중략) 어떻게 신이 계시한 코란
의 내용을 인간인 그들이 판단하여 틀렸다고 하는가? 그들이 감히 신
을 판단하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여전히 무슬림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는 알 수 없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신께서는 언제나 옳고,
그가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그들의 마음에는 신이 없으며 그들은 신에
게 도전하려 하고 있다. 신의 말씀을 그들 마음대로 취사선택한다. 그
러나 이슬람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없다. 이슬람은 단 하나이며, 여
러 이슬람이 있는 것은 모두 사람들의 해석일 뿐이다. 진정한 이슬람은
코란에 있는 그대로이다. 우리의 판단, 생각과는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의 뜻이 언제나 옳고 우리의 생각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믿고
복종하는 것이다” (Azlina, 여, 2011. 10. 29 면접).
2. 신의

우선적인 명령

코란의 구절에서 “둘, 셋, 넷
의 여성과 결혼하라”는 구절이 “한 명과 결혼하라”는 구절보다 선행한다는 이
유로 신은 일부다처제를 일부일처제보다 우선으로 명령하였으며 따라서 일부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일부다처제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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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칙
고 주장한다. 이것은 코란을 경전주의적으로 해석하여, 일부다처제가 신의 우
선적인 명령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근본주의자들의 해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다처제가 이슬람 결 의 원 이며 일부일처제는 단지 대안적인 선택일 뿐이라

부분이기도 하다.

“코란에서는 분명히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다. 코란 구절에는 이렇
게 쓰여 있다. “둘, 셋, 네 명의 여인과 결혼하라. 그러나 네가 모두에
게 공평(just)할 수 없다면 한 명과 결혼하라.” 분명히 코란구절은 둘,
셋, 넷으로 시작한다. 할 수 없다면 한 명이지 처음부터 한 명하고만
결혼하라는 것은 아니다” (Azlina, 여, 2011. 10. 29 면접).
드

했다는 이유로 그들도 일부
다처제를 하는 것이라며, 일부다처제는 곧 무함마드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또한 선지자 무함마 가 일부다처제를

“일부다처제는 무함마드의 Ummah(공동체)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은
Sunnah(전통)이다” (Nawawi, 남, 2011. 11. 29 면접).
“일부다처제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선지자 무함마드가 행했던 것
이다. Sunnah이다. 우리는 그가 했던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할 뿐이
다” (Sharifah, 여, 2011. 10. 27 면접).
“(글로벌 이콴에 대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시선에 대해) 맞다. 우
리는 이상하다. 그렇지만 무함마드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이상
하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일부다처제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이해한다. 나도 그런 세계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남편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와 세계에서 자랐
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함마드 시대의 초기 진정한 이슬람을 실
천하고자 할 뿐이다. 우리는 당시의 이슬람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Azlina, 여, 2011. 10. 29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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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대로 일부다처제에 대한 이슬람의 근본주의적 시각
과 일치하는 설명이다. 그러나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일부다처제에 대한 근
본주의적 해석을 넘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독특한 이들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
이상은

다.

3. 남성의 리더십 훈련

험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에게 일부다처제는 일종의 종교적 훈련 또는 시 이

험

복
낳은 사람, 더 좋은 무슬
림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특히 남성들에게 일부다처제는 리더십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그 이유는 한 남성에게 여러 명의 아내가 있
으면 아내들의 서로 다른 성격과 취향, 감정 등을 모두 파악하고 맞춰야 하며
아내들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남성들이 이렇게 여러 아내와 가정을 모두 만족시키고 관리하는 훈련을 통해
좋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다. 이들은 이러한 시 의 극 을 통해 자신들이 더

“일부다처제는 남성들로 하여금 더욱 성숙해지게 하고 그의 리더쉽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만일 어떤 남성이 한 명의 아내만 가지고 있다면
그는 단지 한 명만을 리드할 뿐이다. 그러나 아내가 많을수록 그는 더
욱 많은 책임을 지게 된다. 훨씬 많은 문제들과 도전들이 생기기 때문
이다. 아내들은 각각 다른 성격과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각
각의 성격을 모두 파악하고 이것에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남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숙해질 수 있다. 남성들은 보다 진지한 남성이
되며 더욱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4명의 부인을 컨트롤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온 세계를 컨트롤 할 수 있다” (Sahrin, 남,
2011. 10. 27 면접).
“일부다처제는 자동적으로 남성으로 하여금 그의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
도록 한다. 한 명의 아내도 제대로 리드하지 못하는 남성이 어떻게 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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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리드 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도들은 모두 두 명 이상의 아
내가 있었다. 이슬람에서의 리더는 롤 모델이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단
순히 개인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연관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리더가 됨을 의미하며, 가정 내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
람은 사회 내에서의 리더 역시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는 하나의 확장
된 가정이기 때문이다. 만일 한 남성이 그의 작은 가정 하나도 제대로 이
끄는 데 실패한다면 그가 어떻게 큰 가정인 사회를 이끌 수 있겠는가?
만일 남성이 일부다처제에 성공한다면 그는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Nawawi, 남, 2011. 11. 29 면접).
럼 남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리더십을 훈련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들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하나의 도전이 되기도 한다. 남성 리더인
Nawawi는 일부다처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남성이 스스로 그만큼 능력이 있
는 남성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설명하면서 일부다처제와 관련된 코란의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일부다처제는 이처

“일부다처제는 사실 여성보다 남성에게 있어서 더 힘들다. 코란에 다음
과 같은 구절이 있다. “만일 네가 고아들을 공평하게 대해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면 너에게 정당한 둘, 셋, 넷의 여성과 결혼하
라; 그러나 네가 만일 그들 모두를 공평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려움이 든다면 한 명과 결혼하라.”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만일 네가 충분한 남성이라면(man enough), 둘, 셋, 넷과 결혼하라.
그러나 네가 chicken(능력 없는 남성을 의미)이라면 한 명하고만 결혼
하라.” (중략) 만일 어떤 사람이 한 명의 아내와만 결혼한다면 그것은
그 남성이 충분한 남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남성은 한 명
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것은 평범한 일이다. 별로 특별할 것이 없다.
만일 어떤 남성이 두 명 이상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용기, 능력,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강한 남성
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면에서, 지적인 면, 리더십, 영적인 면, 그
리고 성적인 능력까지. 따라서 “if you fear that you can’t be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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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marry one”이라는 구절은 신이 남성에게 주는 하나의 도전이다.
만일 남성이 공정할 수 없다면 한 명하고만 결혼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공정할 수 있는 남자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아내의 입장에서도, 만일 당신의 남편이 chicken임을 자랑스러워 한다
면 다른 아내를 얻을 수 없게 하라. 그러나 만일 당신의 남편이 충분히
용기 있는 남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에게 다른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 (Nawawi, 남, 2011. 11. 29 면접).
험

또한 일부다처제는 남성이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한 하나의 경 이기도 하
다. 일부다처제를 통해 남성은 가정 내에서 리더십을 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
속에서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다처제는 하나의 경험이다. 리더가 되려면 일부다처제를 통해 자
신의 부인들을 잘 이끌고 가정을 평화롭게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남성이 한 사회나 공동체의 리더가 되려면 우선 자기 가정부터 잘 돌
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가정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가? 만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매우 리더쉽
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가 부인 외에 몰래 다른 여성과의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좋은 리더라고 할 수 없다. 남성은 자신의 부인들
부터 잘 돌볼 수 있고, 그 뒤에 좋은 사회적 리더가 될 수 있다”
(Maizan, 여, 2011. 10. 25 면접).
4. 여성의 납수 통제
일부다처제가 남성들에게는 리더십을 훈련하는 방법이라면, 여성들에게는

: 망

그들 내면의 ‘납수’(nafsu 욕 , 본능)를 통제하는 훈련으로 생각된다. 납수는

망 탐욕, 이기심, 시기, 질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하는데
특히 여성들의 질투심은 대표적인 여성의 납수로 생각된다. 글로벌 이콴의 여
성들은 일부다처제를 통해 자신들의 내면의 질투심을 극복하고 훈련할 수 있
이슬람에서 욕 ,

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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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일부다처제를 하면서 물론 질투심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러한 질투심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극복해야 할 하나의 시험이다. 우리
삶에 시험은 항상 존재한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의 감정은 통제되어야 한다. 우
리는 질투심이나 증오, 분노 등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
리가 그러한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감정은 알라가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우리는 그러한 감정과 싸워서 이
겨야 한다. 그것은 모두 부정적인 감정들이다” (Siti Norbaya, 여,
2011. 11. 27 면접).
르
악한 본성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
지만 어떤 시험이나 자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납수는 특히 남
편이 다른 아내와 있는 것을 볼 때 가장 잘 드러나는데, 따라서 여성들은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악한 본성을 발견할 수 있고 일부다처제라는
훈련을 통해 그것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들에 따 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일부다처제를 통해서 당신은 자신이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 당신은 스스로를 발전시키면서 보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당
신의 마음 속에는 항상 호랑이가 잠자고 있다. 일부다처제를 하기 전까
지는 그것의 존재를 깨달을 수 없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다처제를 통해 자신이 마두(madu)에
게 느끼는 질투심, 증오심 등을 통해서 자신이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을 찾고, 신에게 기도하고 자신
의 감정을 다스림으로써 영혼을 정화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Siti Norbaya, 여, 2011. 11. 27 면접).
“자신이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한가로이 수영
을 하고 있을 때는 자신의 내면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스릴 수도 없다. 그렇지만 일부다처제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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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자신도 모르고 있던 내면의 납수들을 발견하게 되고, 신에게 기도
하고 더욱 의지함으로써 그러한 납수들을 다스릴 줄 알게 된다”
(Azlina, 여, 2011. 10. 29 면접).
5. 사랑의 실천과 신에게로 가는

길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에게 일부다처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기도

엇
줄수있
다고 말한다. 남편이 일부다처제를 원한다면 그것 또한 못해줄 이유가 없다는
한다. 그들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무 이든 해
것이다.

“일부다처제는 여성에게는 자신의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중략)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매우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고
당신이 원치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
을 것이다” (Siti Norbaya, 여, 2011. 11. 27 면접).
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이 얼마

또한 여성들은 남편의 다

나 위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의 다

른 아내는 곧 자신의 가장 큰 “적”이지만 자신의 적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자신들 역시 사
람인만큼 아내들 사이의 성격적인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한다. 라왕
의 부틱에서 만난 Mastra와 Nurul, Maizan은 모두 남편의 다른 아내에게 매
우 관용적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설명했다. 그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
다고 한다. 그러나 함께 지내는 것이 역시 쉽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
들은 ‘아부야’가 그들에게 가르친 평화를 실천하는 법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노
력한다고 한다. 만일 그들이 남편의 다른 아내와 싸우면 그것은 그들이 배운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가끔 안 좋은 감정이 생
길 때도 있지만 그러한 감정과 싸운다고 한다. 아내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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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과 싸우는 것이다. 그들은 가끔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물론 있지만 ‘아부야’의 가르침대로 아무리 피곤
하고 힘들어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Mastura, Nurul,
Maizan, 여, 2011. 10. 26). 따라서 이들에 남편의 아내를 서로 사랑하고 아내
들끼리 잘 지내는 것은 곧 그들의 신앙심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다처제는 여성들이 신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일
종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라왕에서 만난 Fauziah는 두 명의 부인들
중 첫 번째 부인이다. 그녀의 두 번째 부인은 얼마 전 출산을 해서 Fauziah가
그녀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은 그
녀가 신에게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 두 번째 부인으로
인해 그녀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한 고통으로 인해 그녀가 더욱 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다처제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내면의 고통을 통해
오히려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신에게 가까이 다가감으
로써 신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바로 신이
그들에게 일부다처제를 하도록 한 “깊은 뜻”이라고 믿는다.
그들의

“여성들은 일부다처제를 통해 남편에게 상처를 받거나 외로움을 느끼
게 되고 그럴 때 마다 알라를 찾게 된다. 이것이 알라가 여성들에게 진
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남편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
라 시선을 알라에게 돌린다. 그리고 일부다처제를 하면 기도하는 시간
이 많아진다. 자신의 고통과 문제를 알라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
지게 된다” (Sahrin, 남, 2011. 10. 27 면접).
“당신은 일부다처제를 하기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들을 남편과
새로운 아내를 통해 느끼게 되고 그러한 아픈 마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알라의 존재와 필요성을 느끼게 만든다. 당신은 일부다처제를 통해 신
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부다처제의 핵
심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Siti Norbaya, 여, 2011. 11. 27 면접).
워짐으로써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은 일부다처제를 통해 신과 가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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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이 만일 일부다처제에서 생기는 문제들
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그 외의 문제들은 모두 쉽고 사소하게 느껴
질 것이기 때문이다(Nor Fauziah, 2011. 10. 27 면접). 이들은 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일부다처제 역시 가능하다고 말한
다.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에
게 있어서 일부다처제는 그들이 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표현이 되는
더욱 성숙해

것이다.

“일부다처제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인간의 마
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신을 사
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일부다처제의 핵심이다” (Ismail, 남, 2011. 11. 22 면접).

제 3 절 글로벌 이콴의 젠더 관념과 일부다처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일부다처제에 대한 이슬람
에서의 근본주의적인 해석과 더불어 그들만의 매우 독특한 해석을 통해 일부
다처제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런데 이들이 일부다처제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매우 남성 중심적인 젠더관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 신은 남성을

우월하게 창조하였다

우월하게 창조했다고 믿는
다. 이슬람은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구약성서를 그들의 종교 경전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
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
한 글로벌 이콴의 해석은 매우 독특하다. 남성은 신에 의해 창조된 온전한 인
간이지만, 여성은 남성의 갈비뼈 하나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불완
전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러한 관념은 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잘 드러난다.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신이 남성을 여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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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여성보다 항상 우월하다. 나도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
들었지만, 이슬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믿는다. 신
은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였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 몸
전체를 가진 아담과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진 하와 중에서 누가 더 우
월하다고 할 수 있는가? 물론 아담이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Maizan, 여, 2011. 10. 25 면접).
우월하다고 보는 또 다른 근거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이성적”이라고 보는 이슬람의 성담론에 기초한다. 공식적인 이슬람 담론에서
남성과 여성의 본성은 아칼(akal)과 납수(nafsu)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아칼은
이성과 합리성, 통제력 등을 의미하며 이슬람 사회에서는 흔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아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욕망, 탐욕, 이
기심, 시기, 질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납수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인식된다.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 역시 이러한 공식적인
이슬람 성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많은 납
수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능력이 부
족하기 때문에 남성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여성은 9가지의 납수를 가지고 있고, 남성은 1개의 납수를 가지고 있
다. 이것이 남성이 여성을 통제해야 하는 이유이다. 만일 남성이 여성
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 세계는 파괴될 것이다” (Ismail, 남, 2011. 11.
22 면접).
럼 글로벌 이콴의 젠더 관념에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우월하며 여성
을 통제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도 남편은 가정의 리더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이들은 철저하게 남편이 가정의 리더가 되어야 하며 아내는 남
편을 “따르는 자”(follwer)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남편은 가정의 리더로서
아내에게 경제적인 수단을 제공해야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서
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내와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역할 모델이 되
도록 요구된다. 가정 내에서의 남성의 리더십 능력은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에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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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생각되는데, 이들은 한 가정을 돌볼 수 없는 남성이
어떻게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며, 남성이 진정한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내의 훌륭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게

2. 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욕

렇

우월”하고 “이성”적인 남성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나 이 게 여성에 비해 “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욕이다. 이들은 남성을 여성에 비해 보다
이성적이고 감정에 의해 덜 휩쓸리는 존재로 규정하면서도 모순적이게도 남성
의 성욕만큼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신이 남성에
게 허락한 단 한 가지의 납수는 바로 성적인 욕구인데 이것은 남성이 통제하
기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남성에게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간통, 불륜, 매춘, 강간 등 더 큰 사회문제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이다.

“Sharifah: 알라는 여성에게 9가지의 납수를 주었다. 그리고 남성에게
는 단 하나의 납수만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욕구이다.
연구자: 왜 신은 여성에게는 9가지 납수를 주고, 남성에게는 단 한 가
지만 주었나?
Sharifah: 그것은 신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유는 알 수 없다. (중
략) 따라서 남성은 그 한가지의 납수가 만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
면 남성은 더 심각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 (Sharifah, 여, 2011. 10.
29 면접).
직 한 명의 부인만을 두고 있는 요리사 Ismail 역시 일부다처제는 남성의

아

본성이며, 이 세상의 모든 남성이 기회가 된다면 일부다처제를 원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은 이러한 남성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세상의 모든 남성에게 만일 당신이 기회가 있다면 두 명 이상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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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결혼하고 싶냐고 물으면, 모든 남성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이것은 무슬림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당신의 종교가 허락한다
면, 두 명 이상의 여성과 결혼하고 싶냐고 물으면 분명 그들의 대답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
는 모든 섹스 스캔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슬람은 두 명 이상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신
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한 것이다” (Ismail, 남, 2011. 11. 22 면접).
Fauziah 역시 일부다처제는 “남편이 원하기 때문에 허락해야 한다”면서 만
일 “남편이 비밀스런 첩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남편에게 두 번째 부인을
허락하라”고 말한다(Wan Nor Fauziah, 2011. 10. 27 면접). 두 명의 아내를 두
고 있는 Daud 역시 “부인이 있어도 다른 여성을 찾게 되는 것이 남자의 본성”
이라면서 “남성으로 하여금 두 명 이상과 결혼 할 수 있도록 하면 간통이나
프리섹스(free-sex)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중략) 에이즈와 같은 성병
도 예방할 수 있다”며 일부다처제를 남성의 본성이라고 설명하였다(Daud, 남,
2011. 11. 24, 2011. 11. 29 면접).
그런데 이것은 말레이 사회의 매우 모순적인 젠더관념을 보여주는 것이기
도 하다. Peletz(1994: 151-152)는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성 담론이 공식적인
차원과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차원이 모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식적으로 이슬람 성담론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이성적인 존재이며
감정을 더욱 잘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의 성적
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을 담고 있다. 말레이 여성들은 남성들이 성적인 욕구
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공식적으로 “이성적”
일 것으로 요구되는 남성이 오히려 성적인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동물적”
인 모습을 보여주는 현실은 이슬람의 공식적인 성담론을 통해서 여성들이 남
성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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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종적인 아내
렇

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을
까? 이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역할은 철저하게 리더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다. 설사 아내가 생각하기에 남편의 의사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이슬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내는 항상 남편의 의견을 따
라야 한다. 이들은 순종적인 아내가 되는 것을 아내의 가장 큰 미덕으로 생각
하고 있다. 따라서 남편이 일부다처제를 원할 경우에도 아내들은 순종의 원칙
에 따라 남편의 의견에 복종하며, 어떤 불만이나 문제가 있어도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여 그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
이 “신의 뜻”이며 무슬림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그 다면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에게 여성들은 어

“남편은 가정의 리더이다. 그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아내는
그저 따를 뿐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것이 이슬람의 가르
침이다. (중략) 이슬람에서 여성은 원래 남자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 남성
은 언제나 여성의 우위에 있고 리더이다. 여성은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여
성의 직업이 아무리 대단하고 남편의 직업이 그에 못 미칠지라도 남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여전히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물
론 남편의 말이 이슬람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이슬람이다. 이슬람에서는 그래야 한
다” (Aida, 여, 2011. 11. 04 면접).
이처럼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은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것이 요구
되는데, 이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
문이다. 이들은 모든 무슬림들의 의무가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슬람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
하는 것은 곧 그들의 의무이자 종교적 실천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심지어 모든
가정문제의 원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가정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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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문제의 원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만일 남편의 결정이 이슬람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들의 결정에 따르지 않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복종해야 한
다. 예를 들어, 남편이 항상 치킨을 먹고 싶어하는데 부인은 생선이 먹
고 싶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남편의 의견에 항상 따른다는 것. 남편
은 가정의 리더이다. 부인은 남편을 따라야 한다. 무슬림들은 우선 신
에게 복종해야 하고, 신은 우리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으니 그
가르침을 따라 남편에게 복종한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
무이자 종교적 실천이다” (Suhana and Maizan, 여, 2011. 10. 25 면
접).
럼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여러모로 ‘왕’과 같은 존
재이다. 아내들은 그에게 음식을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력하며 남편의 말에 언제나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
이처

다.

“남편이 오면 그를 가장 최선으로 맞이하고 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그리고 남편이 가면 내 일에 집
중한다” (Azlina, 여, 2011. 10. 29 면접).
른 역할은 남편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만
족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인 것은 남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에서부터 성적인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며, 정서적인 것은 남편에게 사랑을 베
풀고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아내가 남
편에게 항상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며 돌보고, 성적으로
도 만족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이러한 생각은 이들이 최근에 만
든 ‘순종적인 여성들의 모임’(Obedient Wives Club, OWC)에 대한 인터뷰에서
도 잘 나타난다.
‘순종적인 여성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의 이 클럽은 ‘이콴 일부다처제 클럽’
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이콴에서 만든 단체이다. ‘이콴 일부다처제 클럽’이 일부
이들이 생각하는 아내의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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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긍정적인 기능을 주장하면서 일부다처제 여성들을 위한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면, ‘순종적인 아내들의 모임’에서는 아내가 왜 남편에
게 순종적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적이 되어야 하는지, 특히 어
떻게 하면 잠자리에서 남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
을 제시하고 함께 공유한다. 심지어 이 클럽의 여성 대표 중 한명인 Rohayah
는 “좋은 아내는 그녀의 남편에게 좋은 섹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
내가 잠자리에서 남편을 만족시키고 순종적이 된다면, 매춘이나 이혼 등과 같
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이어서 아내들
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요리를 잘하고 좋은 엄마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그들의 남편에게 “순종하고, 서비스하고, 즐겁게 해주는” 방법을 배움
으로써 남편의 외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다시 말해 “아내들이
남편에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남편
들이 집에서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이다
(Huffpost World. June 5, 2011). 따라서 이들은 남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
해 열심히 노력하며 그것이 곧 남편에 대한 복종이자 신에 대한 복종이라고
믿는다. 만일 자신들이 남편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없다면 일부다처
제를 통해서라도 남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처제의 유 성과

“무슬림들은 우선 신에게 복종해야 하고, 신은 우리에게 남편에게 복종
하라고 하셨으니 그 가르침을 따라 남편에게 복종한다. 남편에게 복종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종교적 실천이다. 일부다처제도 그러한 복
종의 하나이다. 우리는 남편의 일부다처제를 허용함으로써 남편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Suhana and Maizan,
여, 2011. 10. 25 면접).
4. 일부다처제를 통한 해방

채워주어야 하며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
는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에게 일부다처제는 오히려 그들을 남편으로부터 해방
시키고 그들의 자유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Maizan은 두 명의
항상 남편의 필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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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부인이다. 그녀의 남편은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 부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녀는 이집트에 있는 글로벌 이콴의 지부에서 3개월 간 일
하다가 비자 문제로 잠시 말레이시아에 다시 들어와 있다고 한다. 그녀에 따르
면 일부다처제는 그녀를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
부인들 중

“사실 일부다처제를 하면 여성들이 보다 더 자유롭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나 역시 남편을 다른 부인에게 맡기고 이집트에 혼자 다
녀올 수 있지 않았는가. 나는 두 번째 부인이 내가 없는 동안 그를 잘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맡기고 이집트에 가서 혼자 자
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다” (Maizan, 여, 2011. 10. 25 면접).
Mastura와 Aida 역시 일부다처제의 장점 중 하나로 아내들이 가사일과 남
편 돌보는 일을 서로 분담함으로써 자신만의 자유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을 꼽는다.
“남편이 오지 않는 날은 보통 일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처럼 일부다
처제는 일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자신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부일처제의 경우 일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일과 집안
일, 아이 돌보는 일, 남편 돌보는 일 등을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
문에 매우 힘들다. 그러나 일부다처제의 경우 남편을 돌볼 다른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항상 매어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Mastura, 여, 2011. 10. 26 면접).
“(남편이 없으면) 나는 그저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결혼을
하면 왕(king)처럼 남편을 feed 해야 한다. 요리를 해야 하고 그를 위
해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madu와 있으면 내가 자유롭
게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좋다” (Aida, 여, 2012.
01. 11 면접).
엇

야 하고 남편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은 항상 남편을 위해 무 인가를 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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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야

의 필요를 만족시

하는

존재이기

께

때문에 남편과 함

있을 때는 그들의

얽매임을 받는다. 따라서 남편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다는 것은 그녀들
이 혼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시간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글
로벌 이콴의 여성들이 이처럼 남편에게 다른 아내가 있어서 그들의 자유시간
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얼마만큼 자유
롭지 않은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글로벌 이콴의 남성 리더인
Nawawi는 이슬람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소유’된 것이라고 말한다. 남성이 여
성의 부모에게 신부대금을 치르고 여성을 아내로 데려왔기 때문에 남편은 아
내의 몸과 시간 등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Nawawi, 남, 2011. 11. 29 면접). 따라서 그는 일부다처제가 여성들에게 남편
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
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에게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시간에

젠더관념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에게는 일부일처제보다는 일부
다처제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제 4 절 이슬람 근본주의와 여성의 주체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열등

하다는 남성 중심적인 젠더관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의 신념에 따

르면 신은 남성을 여성에 비해 우월하게 창조하였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이성
적이다. 따라서 가정의 리더는 언제나 남성이며 아내는 남편의 의견에 순종한
다. 그리고 남편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 모든 것은 “신
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은 왜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젠더관념에 순응하
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글로벌 이콴과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자, 더 나아가 기독교, 유대교 등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에 대해 많은 여성주의자들은 여러 이론
들을 통해 비판해왔다. 이들은 현대의 중동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이슬람국가
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이 여성 억압적이고

식

입 키

전

근대적인 사고방 을 계속해서 주 시 고 있다고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무슬림 여성들은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관념에 저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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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히려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을 받

오

는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이 남성중심적인 이슬람 해

석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행위 역시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확산
시키는 행위로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은 분명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열등하다는 남성중심적인 젠더관념을 받
아들이고 있으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신에 대한 복종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을 탐하고자 하는 남성의 본성은 충족되어야 하지
만, 남편의 다른 아내에게 느끼는 여성의 질투심이라는 본성은 끊임없는 노력
과 수행을 통해 통제되고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들의 이러한 남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젠더관념과 일부다처제에 대한 독특한 해석은 외부인들
로 하여금 이들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게 하고 이들을 이해할 수 없는 ‘광신도
적’ 집단으로 비춰지게 하기도 한다.
‘이슬람 자매단’ 역시 글로벌 이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
다. 이들은 글로벌 이콴의 ‘이상한’ 행동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여성인권 상황

추 질 것이 우려된다며,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은
“그룹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멍청이들”(idiots)이라고 비판한다(Adib,
여, 2011. 11. 14 면접). 또한 글로벌 이콴의 전신인 다룰-알캄이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이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이콴 일
부다처제 클럽’과 ‘순종적인 아내들의 모임’등을 만들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의 이면에는 이전의 다룰-알캄 운동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숨겨진 의도가 있
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글로벌 이콴이 일부다처제를 조직의 유지
와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Norani, 여, 2011.
12. 17 면접).
그러나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이 멍청하거나 가난해서 일부다처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회원들의 대부분은 대학교육을 받은 여
성들이며 영국이나 호주 등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여성들도 다수 존재한다. 또
한 치과의사나 회계사, 교사 등 전문직 여성들도 상당수이다. 그들은 외부인들
이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떤 이유로 비판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Putra
Jaya)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Hamimah는 23년째 일부다처제를 하고 있는
이 국제사회에 부정적으로 비 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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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같이 회계사나 변호사, 의사 등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는 달리 일부다처제 역시 그
저 하나의 생활방식일 뿐이라고 설명한다(Hamimah, 여, 2011. 10. 25 면접).
그렇다면 이러한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은 왜 글로벌 이콴이라는 이슬람 근
중년 여성이다. 그 는 글로벌 이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 중에는 자신과

본주의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불리한 남성중심적인 젠더관념

용

너무나 가혹해 보이는 일부다처
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은 외부인들의 비판처럼 정말 다룰-알캄 운
동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어떤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글로벌 이
콴의 공동체 이면에는 끊임없이 세뇌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강제성이
나 억압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나 쿠알라룸프르의 모스크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도시 무슬림 여
성들에 대해 연구한 Frisk(2009)는 말레이 여성들이 이슬람화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상황에 대해 ‘허위의식’이나 ‘내면화된’ 가부장적 억압으로 설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부흥운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은 남성의 권위에 저항하지 않고, 남성중심적인
젠더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신실한 무슬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그들 스스로를 신의 뜻에 복종
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Frisk
2009: 189-190). 그녀는 특히 종교 활동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행위성은 서구
페미니스트 담론에서 흔히 이해되는 것처럼 반드시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에 대
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말레이 여
을 기꺼이 수 하고 그것도 모자라 여성에게

성들의 종교 활동과 행위성에 대한 이해는 말레이 사회의 이슬람화와 근대화

식
며, “신의 뜻”에 그들 자신을 어떻게 의식적으로 내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Frisk 2009: 9-15).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과정 속에서 여성들이 그들 자신을 어떻게 종교적인 주체로서 의 하고 있으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이 남성중심적인 젠더관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과 일

석

식

부다처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그들이 해 하는 방 대로 신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신실한 무슬림이 되어가는 과정이자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형
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 97 -

집트 카이로의 무슬림 여성들에 대해 연구한 Mahmood(2001: 206) 역시
모든 여성들이 남성중심적인 구조로부터 빠져 나오기를 원하는 ‘보편적인 욕
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여성들의 행위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
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사실 글
로벌 이콴의 여성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관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
는다. 그들의 신념에 따르면 본래부터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게 창조되었으며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이들에게는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
으로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유교사회에서 연소자가 연장
자의 말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억압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처럼 그들의 규범에서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
운 것으로 인식된다. 성평등을 인류의 보편적 규범이라고 보는 서구 페미니스
트들의 입장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 하는 것
이 당연한 것이지만,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에게 성평등이라는 것은 단지 서구
인들의 ‘주장’에 불과할 뿐 그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규범이 아니다.
여기서 Strathern(1987)이 말한 인류학과 여성주의의 ‘불편한 관
계’(awkward relationship)가 발견된다. 그녀는 인류학에서 상정하는 타자와의
관계와, 여성주의에서 상정하는 타자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인
류학과 여성주의 사이에 이러한 불편한 관계가 생겨난다고 설명하였다. 여성주
이

의자들에게 있어서 타자인 남성과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이며, 남성은 저항과

거부,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인류학자들에게 있어서 타자는 저항
과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하는 대상이며, 그들(타자)의 목소리와
관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해하는 것이 인류학자의 일차적 목표가 된다
(Strathern 1987: 287-289). 따라서 인류학적 관점에서 글로벌 이콴의 일부다처
제와 젠더관념을 분석하고자 할 때 성평등의 보편성이나 여성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일부다처제를 ‘왜’ 하는
가? 라는 질문 자체가 정상적인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제이고, 그에 비해 일부
다처제는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제도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학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결국 ‘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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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다. 그들은 일부다처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엇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문제
로 간주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일부다처
제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이 원하
는 것은 단순하다. “더 좋은 무슬림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자신들
이 믿는 ‘진정한’ 이슬람적 가치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무엇이 ‘진정한’ 이슬람적 가치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에게 일부다처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이슬람의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자신들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신
의 뜻’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믿는 이 여성들에게 남편이 리더에 의해 선
택되어 일부다처제를 하게 되는 것 역시 신의 뜻이며 그들은 그저 신의 뜻에
복종할 뿐이다. 또한 자신에게 신이 허락한 남편의 새로운 부인을 사랑함으로
써 이웃사랑의 가치를 온전히 실천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기 때
문에 그들도 질투심과 미움 등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아내의 문제도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으며, 기도를 통해 신에게 더 가까워지
고 신앙심을 강화함으로써 내면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
다처제의 의미를 종교적으로 승화시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여성들
무 을 원하고 있는지, 그들이

에게 “일부다처제는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제도이며 여성에게 억압적인 제도

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치과의사
인 Azlina는 일부다처제를 반대하는 이슬람 자매단과 같은 여성들에 대해 오
히려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그들(이슬람 자매단)이 일부다처제를 하기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을 우리에게 강
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른 사
람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여성들이 일부다처제를 해야 한
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다처제는 준비가 되고 그것을 할 수 있
는 사람들만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고통스럽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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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다. (중략) 우리는 그저
코란에서 왜 신이 일부다처제를 하라고 했는지에 대해 설명할 뿐이며,
우리는 성공적인 일부다처제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일부다처제가 싫으면 안 하면 된다. 할 수 없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일부다처제를 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것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러한 경험을 나누고 가이드를 제
공하고 조언을 해주고 하는 것이다.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왜 우리가
하려는 것을 못하게 막으려 하는가?” (Azlina, 여, 2011. 10. 29 면접).
녀

그 는 또한 일부다처제와 관련된 외부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일부다처제에 대해 표면적인 것만을 보고 가볍게 판단해 버
린다. 그들은 우리의 논리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도 못하
면서 쉽게 판단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다처제는 훌륭하다. 내가
경험해보니 정말 훌륭하다. polygamy is wonderful!” (Azlina, 여,
2011. 10. 29 면접).
른 여성 회원인 Aida 역시 일부다처제에 대한 외부인
들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글로벌 이콴의 또 다

“그들에게 일부다처제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일부다
처제의 좋은 점을 보여줄 뿐이다. 일부다처제가 좋을 수 있고, 실제로
좋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 (중략) 일부다처제가 모
든 사람에게 좋은 제도라고는 할 수 없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은 하면 좋지만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안 해도 좋다. 단지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다. 무엇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전
에는 그것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다”(Aida, 여, 2011. 11. 04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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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이슬람 사회의 일부다처제 문제는 서구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문화적 특수성의 인정 사이에서 충돌
하는 듯이 보인다. 일부다처제가 여성에게 억압적이라고 보는 서구의 페미니스
트들에게 일부다처제는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이지만,
또 다른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가진 특수성과 맥락에 따라 일부다처제가 반드
시 여성에 대한 억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그 나름대로의 기능적
인 또는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슬람에서 일부다처제
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이슬람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
기 때문에 일부다처제가 이슬람 사회 내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일부다처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결혼제도는 아니며,
전통적으로 귀족들의 특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이슬람 가족법에 규정된
일부다처제 관련 법규들이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공식적
으로 일부다처제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다처제는
특권층 남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이들은 자신의 부와 지위를 이용하여 자
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다처제를 하고 있다. 또한 법의 규제
를 피해 아내들을 속이고 이중, 삼중 생활을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일부다처제
를 하는 남성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다처제가 오로지 남성들에게만 유리하
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여성들은 일부다처제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어떤 여성들은 일부다처제를 통해 자신이 더욱 종교
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 일부다처제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여
성들은 일부일처제 하에서 발생하는 불륜과 간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
인권과 비서구

나의 대안으로 일부다처제를 선택하기도 한다. 현대 말레이시아에서 일부다처

순히 ‘전근대적’인 혹은 ‘남성중심적’인 제도라고만 일반화할 수는 없으
며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의해 역동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양상에 주목할 필
제는 단

요가 있다.

반

한편, 일 적인 말레이들과는 달리 일부다처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글로벌 이콴’이라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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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이들은 1970-80년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던 ‘다룰-알캄’의 뒤를 이어 나타

난

차례에 걸친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꾸어 계속해서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말레이시아의 일부다처제 가정과는
달리 글로벌 이콴에서는 모든 일부다처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존재에 대
해 알고 있으며 아내들끼리도 매우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일부
다처제 가정에서 아내들끼리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이
단체로 여러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된 것과는 달리,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은 수 세대에 걸
쳐 안정적인 일부다처제 가정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들은 일부다처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

그것은 일부다처제를 통해 남성들은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고, 여성들은 자신의 내면 안의 납수를 통제함으로써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다처제는

진정으로 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기

끼

업을 경영하고 수익을 공동체의 회원들 리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재분배하며

조 속에서 같은 신념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지도자인 아샤리 무함마드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과 그를
향한 회원들의 무한한 신뢰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소모임 활동을 통해 서
위계적인 리더십 구

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일부다처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눈다.
또한 이들은 매우 남성중심적인 젠더관념을 공유하고 있는데, 여성 회원들은
이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신의 뜻”
에 복종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글로벌 이콴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글로벌 이콴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일부다처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대부분의 서구 여성주의
자들이 주장하였던 것과는 달리 여성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한 일부다처제가
가능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들이 남성

중심적인 젠더관념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은 남성중심적인 권위에 저항하
는 것이 모든 근대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 욕구”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일부다처제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
단으로 생각되어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일부다처제는 이웃사랑을 실천
하는 중요한 방법이자 더욱 성숙한 무슬림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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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들에게도 분명 한계는 존재한다. 일부다처제를 하는 것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신의 뜻’이 지나치게 강조되다보면 무엇이 진정한 신의
뜻이고 무엇이 사람의 뜻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특히 남성은
신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아내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아내는 남편
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고통도 감수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압적인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여성주의자들은 이 단체에 대해 매우 비판적
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단체의 리더들에게 많은 역할과 권위룰
부여하고 있는데, ‘리더의 뜻’이 ‘신의 뜻’인 것처럼 왜곡되어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회원들이 공동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
동체가 없이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도 이 단
체가 가진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에
게 일부다처제가 나름의 종교적인 의미로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일부다처제가 일부 여성주의자들에게는 불편하고 껄끄러운 관
습일 수 있지만, 모든 여성들이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생각해볼
때 글로벌 이콴의 여성들이 일부다처제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 역시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이콴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일부다처제를 해

석하는 독특한 방식과 이 단체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의 시
간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 회원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다 자세히 관찰하는 것에
는 어려움이 있었다. 단체의 여성들은 대부분 일부다처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
견을 보였지만 이들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 생활 사이에 차이나 모순
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는 수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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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lam and Polygamy:
A Case Study of Global Ikhwan in Malaysia
Jung, Min Yung
Department of Anthrop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practice and meaning of polygamy in 'Global Ikhwan'
in contemporary Malaysia. In the modern era, polygamy has been criticized for
oppressing women's rights. However, the way members of Global Ikhwan give
meaning toward polygamy and actively practice it shows polygamy is not always
oppressive for women but rather it can be a 'religious practice'.
'Global Ikhwan', following in 'Darul Arqam's footsteps,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Islamic fundamentalism and Sufism. Contrary to the public belief that most
polygamous families lack stability due to the endless conflicts among wives, the
polygamous families in Global Ikhwan have maintained stable family for several
generations.
The reason why members in Global Ikhwan can manage their polygamous
family stable, is because they put a special meaning toward their polygamy. Male
members improve their leadership skills and female members learn how to control
their nafsu through practicing polygamy. Through this, members believe they can
be closer to God. Furthermore, members of Global Ikhwan run the

community

business and distribute profits according to their own needs with a common belief.
In addition, members continuously discuss on how to make a good polyg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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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within their community.
The case of Global Ikhwan shows that it is possible for women to be a
member of polygamous family not as an oppressive way which Western feminists
have claimed for but as their own choice with the religious belief. Moreover, the
way that women in Global Ikhwan accept the male-dominated gender ideology
shows that not every woman has the "universal needs" to resist the male authority.
For the women in Global Ikhwan, polygamy is one way of practicing their
religious belief, the way of showing their love towards others, and the way of
being a good Mu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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