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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원주민 집단인 '아닷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 산
림관리 체계가 공유재 이론을 통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인도네시아 서자바의 아닷공동체 중 하나인 카세푸한 공동체에 대한 민족
지적 연구를 포함하며 전통적인 산림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
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한 산림관련 정책과 원
주민 정책이 '아닷공동체'의 정치화에 미친 영향과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닷공동
체 내부의 공유재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고찰한다. 
인도네시아 서자바의 할리문 산에 산촌을 이루어 살고 있는 카세푸한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아닷공동체라고 불리는 집단이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보다 ‘전통’
적인 혹은 ‘과거’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의 농기구와 
조리도구를 사용하고 독특한 부족의 옷을 입으며 자연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가옥
에서 거주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
는 유동적인 성질의 것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가질지언정 ‘고정적’인 문화를 가
지고 있지는 않다. 이들이 할리문 산에서 거주하며 축적한 고유한 산림관리 체계
는 카세푸한 아닷이라는 문화체계의 일부로서 다른 사회문화적 측면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총체성을 갖고 있다. 
사회에서 '공유재'라고 여기는 자원은 모든 사람에게 접근이 개방되어 있다고 여
겨져 왔으나, 이는 현실과 거리가 있으며 현실속의 '공유재'는 특정한 사회나 집
단이 사회적 틀 내에서 관리되고 사용되는 재화이다. 특정 사회의 공유재는 특정
한 시간과 공간적 정치경제적 조건에 맞추어 공유재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공유재
를 관할하는 관리 체계를 끊임없이 재정비한다. 이러한 과정을 면밀히 관찰함으
로 통해 공유재의 역사성을 고찰할 수 있다. 
카세푸한의 공유재는 카세푸한이 거주하는 공간인 할리문 산이다. 카세푸한 사람
들은 자신의 거주 공간 주변의 숲을 세 가지 종류의 숲으로 구분하고 각기 다른 
관리 방식을 취한다. 구분된 숲들은 그 성격에 따라 사유재에 가까운 성격을 띠
기도 하고 공유재에 가까운 성격을 띠기도 한다. 사유재와 공유재가 혼합되고 다
시 분열하는 과정은 아닷이라는 큰 규칙 하에서 이루어진다. 식민지 정부, 임업공
사 그리고 국립공원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정부라는 존재는 이러한 과정에 큰 영
향을 미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독립 이후 국가 건설과 경제 부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산림의 
국유화 정책을 펼치고 원주민의 산림에 대한 소유권을 불인정함으로써 대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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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국가 소유로 포섭한다. 산림의 관리는 산림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개발
의 패러다임이 주류를 이루고, 부분적으로 열대 처녀림을 보존하는 보존의 패러
다임이 존재하였다. 국가의 산림 국유화라는 정책을 기반으로 한 두 패러다임은 
모두 아닷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국가기관에 대한 반감과 투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아닷공동체는 세계적 수준의 원주민 담론을 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산림 사용에 대
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주장하는 정치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어: 공유재, 숲(산림), 산림관리체계, 아닷공동체, 원주민, 인도네시아
-학번: 2009-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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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식

산림은 인류의 오래된 서식지 중 하나이다. 인류는 지구 육상 면적의 31%(약 40억 
ha, 세계 산림 현황 2011)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으로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산림자
원을 활용하며 그 필요를 충족시켜왔다. 오늘날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 관리에 대한 관
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큰데, 최근의 산림 관리에 대한 관심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산림의 중요성과 관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열대림은 ‘지구의 허파’라는 위
상을 획득하였고, 인류의 공유재(commons)로써 취급되고 있다. 

열대림이 인류의 공유재로 부상한 배경에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전지
구적 의제(agenda)의 등장이 있다. 이상기후현상들이 세계 도처에서 목격되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지구온난화현상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이 학계를 통해 꾸준히 발표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기후변화 논의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노력의 필요하다는 합의에 이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합의는 UN 주
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회의에서의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의 채택과 1994년 3월 발효로 이어졌다. 기후변화 정책들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를 야기한다고 보고, 대기 중의 탄소배출을 지
연 또는 완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숲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를 바이오매스와 토양에 흡수하여 저장하는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배출된 탄소를 처리하는 기능을 함과 동시에 숲의 훼손은 분해된 유기물을 통해 이산
화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시킴으로써 탄소배출원이 되기도 한다. 산림벌채, 산
불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열대림이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숲을 통해 엄청난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배출되는 탄소가 지구온난화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은 숲의 관리를 기후변화 논의의 장(場) 한가운데로 들어오
도록 하였다. 



- 2 -

기후변화라는 프레임(frame)을 통해 열대림이 논의되면서 인류의 공유재
(commons)인 열대림이 개발의 속도가 저하되기 힘든 개발도상국에 지리적으로 집중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국제기구를 비롯한 공여국)가 개발도상국의 산림관
리에 대한 개입의 정당성을 가지도록 작용하였다. 개발도상국 국가의 산림 정책에 대
해 개입할 정당성을 확보한 것을 토대로 다양한 산림 관리 프로젝트들이 세계 곳곳에
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개별 국가의 산림 정책에 대한 개입
으로 나타나며, 실제로 상당수의 ODA 공여국이 자국의 ODA 총액의 1-2%정도를 산
림사업(무상원조 사업)에 지원하여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Madhvani 1999).

산림관리 분야가 초국가적인 범주로 확장됨으로써 산림관리의 이해당사자가 다양화 
되고, 그 권력관계가 복잡해졌다. 세계화된 산림 관리 담론 속에서 산림관리의 주체는 
더 이상 산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개별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 일반으로 이동되었
으며, 지역 주민의 권리의 주장은 더욱 복잡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인도네시아는 산림과 관련한 ODA사업의 수여국 중 하나로 국제 산
림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국가이다. 현재 세계의 산림은 특정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세계 열대림 면적의 10%를 점유함으로써 콩
고와 브라질과 더불어 세계 주요 열대림 지역에 포함된다(유병일, 2005). 인도네시아
의 산림 면적은 국가 총면적의 52%(약 9천4백만ha)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1 세계산림현황』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00년
까지 약190만ha가 감소하였고 2000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50만ha가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 이르러 산림의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산림감소의 두드러
진 특징이 천연림의 감소에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점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차
림의 조림과 천연림 보호를 통해 산림 감소폭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벌채와 화전을 통한 천연림의 감소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의 산림관리의 효
과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열대림이 가지는 자연적 중요성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림 ‘관리’의 효
과성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조림사업(A/R CDM), 
REDD(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사업 등 다양한 산림관리에 대한 개입을 시도한다. 현재 크고 작은 산림 
관련 사업들이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탄소 시장"1)이 등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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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를 축적하는 적절한 사업지로서 인도네시아가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도 많은 국제적 산림 프로젝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인도네시아의 산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바로 ‘아닷
공동체(masyarakat adat)’를 포함한 현지 주민과의 협상과 보상의 문제이다. 아닷공
동체란 국제적으로 상용되는 원주민(indigenous people)으로 흔히 번역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본론에서 다루고자 한다. 아닷공동체는 국민국가의 등장 후 국
가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공간 또는 국제사회의 관리 대상공간으로 규정된 ‘산림’이라
는 의미에서는 잘 포착되지 않는 산림에 실제로 거주하는 촌락공동체를 포함하는 집
단이다. 최근 국제적 산림경영정책에는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DRIP)의 자유롭고 우선적이며 설명들은 후의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원주민의 권리
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 환경 네트워크(Indigenous 
Environmental Network)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REDD의 파일럿 프로젝트들은 
페루와 파푸아 뉴기니 같은 나라에서 이미 원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퇴거, 
사기, 갈등, 부패, 강압, 군사화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REDD의 시행을 반대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아닷공동체 또한 아닷공동체 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해 REDD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전지구적 차원의 산림관리 개입문제와 
관련하여 첨예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 아닷공동체는 REDD를 포함한 다양한 산림관
리 문제들과 ‘원주민 권리 운동’의 맥락 속에서 각종 산림 관리 관련 사업에서 주요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었다.  

본 연구는 현대 인도네시아의 산림관리 체제의 맥락에서 산림에 거주하는 ‘아닷공동
체’의 궤적에 대한 사례 연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
림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특정한 아닷공동체 구성원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
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인도네시아 산림 개발 산업(임업과 광업)의 폭발적 성장, 
산림 보존 정책의 강화, 지방분권화의 등장, 인권적 차원의 원주민 권리 의식의 유입, 

1) 탄소시장은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으로 1992
년 리우 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을 통해 탄생된 탄소배출권을 매매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국제적 합의를 통해 각 국가가 의무 이행하게 된 탄소배출권과 탄소저감/고정 프로젝
트를 통해 발행된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다.(양승룡 20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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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국가-세계 외부적 요인들을 아닷공동체라고 일컬어지는 산촌주민들의 숲에
서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은 전략적 선택을 통해 전통을 유지, 변
용하는지를 고찰한다.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산림은 공유재(commons)2)의 대표적인 자원 형태이다. 1980년대 이후 공유재 연구가 
등장한 이래 산림관리 연구가 그 주류를 형성해 왔다.
공유재(commons)는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이 사람들의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동
시에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양이 줄어들거나 혹은 혼잡의 효과가 생기는 것들
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도심의 도로, 연안 어장, 수리시설, 목초지, 산림, 지하수, 온천
수, 교량 주차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유재는 그 경제적 특성 때문에 특별한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쉽게 황폐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화의 공
급과 생산, 즉 통치(governance)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가 주목 받아 왔다(V. 
Ostrom & E. Ostrom 1977). 김인(1998)은 공유재를 잠재적 수혜자들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배제시키는 데 비용이 많이 들며, 수혜자 각자가 자원을 이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용 가능한 자원은 그 만큼 줄어든다고 정리하였다. 이는 배제의 불가능성
(inexcludability, 또는 non-excludability)의 문제와 개별적 소비(individual 
consumption)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 소비는 편익감소성(subtactability)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공유재는 이용의 배제 불가능성과 소비의 편익
감소성을 띠고 있는 자연적 혹은 인위적 시설물을 말한다(이명석 1995 에서 재인용).
공유재는 재산(property)의 형태를 이해함으로써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Mckean(1992)은 재산을 6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1. 소유되지 않는 비재산(unowned non-property): 어느 누구도 잠재적 이용자를 

배제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자원으로서 공해, 대기권, 혹은 요구자가 없는 대

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2) 본 글에서 공유재라 함은 공유재(commons), 공유재산(common property), 공유 자원(common 
resource), 공유 재산 자원(common property resource)등의 용어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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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자산(public property): 대중을 위해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대중

이 흔히 접근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국립공원, 국유림, 공공건물, 시립공원, 시 

도로, 고속도로, 영해, 수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3. 국가재산(state property): 본질적으로 정부기관의 배타적인 재산으로 일반 대중

이 접근할 수 없는 일종의 사적 재산이다. 많은 정부 사무실 빌딩, 정부 사무실

의 비품, 대중에게 출입 금지된 토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 합동으로 소유되고 있는 사적재산(jointly owned private property): 이 재산의 개

별적인 공동소유주는 다른 공동소유주와 상의 없이 그들의 몫을 자신의 뜻에 따

라 팔 수 있는 재산으로서 농업협동조합, 사업파트너십, 합동주식회사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5. 공유재산(common or communal property): 이런 재산은 단독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곳 없이 합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적 재산이다. 즉, 모든 공동소유주는 합

의된 투표규칙에 의해 동시에 팔기로 합의할 수 있으나 개별 공동소유자들은 그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아주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몫을 

팔거나, 교환하거나, 세를 놓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은 개별적인 공동소유주가 그

들의 몫을 팔 수 없거나 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그들의 몫이 몰수될 수 있으며, 

동시에 구매 없이 신청에 의해 몫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고 있다. 

6. 개별적으로 소유한 사적 재산(individually owned private property): 이런 재산의 

개별적인 소유주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규제에 의해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면 완

전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 

(Mckean 1992, 김인 1998에서 재인용)

공유재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위의 6가지 재산 개념 중 1, 2, 4, 5번이 혼합되어 다루
어져 오는 경향을 띠어왔다. 위의 6가지 분류가 이론적 이상형이기 때문에 현실을 효
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형태를 섞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유재 논의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쟁되어온 부분은 개방적 접근가능 자원(open 
access resource)과 공유재산 자원(common property resource) 간의 개념적 정립
의 문제이다. 전자는 소유되지 않고 모두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는 공유자원이고 후자는 접근이 한정된 집단에게 제한되고 관리되는 공유자
원이다. 특정한 공유재가 전자에 속하는 가 후자에 속하는 가는 그 재산(또는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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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를 허가하고, 접근을 통제하고 여러 형태의 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의 존재 여부를 
통해 구분될 수 있다. 두 형태는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가시적으로 드
러나는 모습과 실제 실천 양상이 반대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Thomson, 1992). 
두 개념에 대한 논쟁은 하딘의 공유재의 비극 이론과 그 비판으로 대표된다. 
“최대 다수가 공유하는 것에는 가장 작은 최소한의 배려만이 주어질 뿐이다.” 
(Aristotle, The Politics)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은 공유재를 둘러싼 한 방향의 논의
를 요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재의 위험성에 대한 통찰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문화
권 안에 존재해 왔다. Hardin(1968)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Commons) 이론은 
이러한 논의를 대표한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목초지가 개방되었다고 
하자. 각 목축인은 공짜의 목초지에 가능한 대로 많은 소들을 방목하려고 할 것이다. 
… 합리적 인간으로서 각 목축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 합리적 
목축인에게 있어 그가 추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란 자신이 방목하고 있는 소떼에 
또 다른 소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러하여 한 마리, 또 한 마리씩 방목하는 숫자가 늘
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목초지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합리적 목축인이 도
달하게 되는 결론이다. 바로 문제의 결론 안에 비극이 있다. 각 목축인은 제한된 목초
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들을 제한 없이 방목하려고 하는 구도 속으로 함몰되기
에 이른다.”(박효종 2000:48) 많은 학자들이 “상기의 목초지의 비극 상황이야말로 희
소성을 갖는 귀중한 천연자원의 고갈로부터 오존층 파괴 등 환경오염에 이르기까지 
현 사회와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자연파괴 문제의 원인과 정체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박효종 2000:48)로 보았다. 공유재의 비극 이론을 이용한 연구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였다(Picardi and 
Seifert 1977, Noman 1984, Thomson 1977, R.Wiloson 1985, Bullock and 
Banden 1977, Shepsle and Weingast 1984, Neher 1978, Snidal 1985, 오스트럼 
1999:26에서 재인용).
Hardin과 그의 시각을 공유하는 학자들은 공유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
법을 제안한다. 공유재를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 집단의 외부에서 감독(Supervision)이
나 강제력을 통해 제재하는 방법, 즉 자원의 규제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갖는 외부 기
관의 확립이나 국유화를 통해 국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자유 시장을 통해 개인에
게 재산권을 분배함으로써 자원의 사유화를 집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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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in의 공유재의 비극 이론이 산림정책에 포괄적으로 사용되면서 생긴 원주민 집단
의 관습적 보유권(customary tenure)과 관련한 갈등 양상들의 원인은 해당 이론의 
전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관계가 있다. Hardin의 이론에서는 공유재를 개방적 접근
가능 자원(open access resource)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실제 원주민 집단의 공유
재의 특성을 왜곡하게 된다. 원주민 집단의 공유재는 모두에게 접근이 개방된 재화가 
아닌 하나의 공동체에 귀속된 전용재산(private property)이자 Mckean(1992)이 정리
한 공유재산(common property)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공동체는 이 자원의 사용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원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공유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등장한 학제적 흐름은 이러한 맥락에서 Hardin의 이론을 비판하며 ‘공유재산 체재
(common property regime)’ 또는 ‘공유 자원 관리(common pool resource 
management)’라는 연구 주제에 집중한다. 
오스트럼(1999)은 이러한 학제적 흐름을 대표하는 학자로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모델의 
무비판적인 수용(정책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에 대해 비판하였다. 공유재의 비극이라
는 모델을 토대로 진행되었던 정책적 처방들이 공유재 관리 집단을 집단 공동체에서 
국가 혹은 시장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목초지, 산림, 
어장 등 천연자원에 대한 규제 및 통제를 중앙집권화 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가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스트럼은 변형된 게임이론을 
통해 공유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반드시 정부의 규제가 되거나 사유화가 될 필
요가 없음을 입증한다. 정부의 규제나 사유화는 지나치게 일반화된 추상적인 모델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한계를 가지며 올바른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서는 문화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아주 광범위한 규칙들과 시간 및 장소 관련 변수들에 
관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오랜 과정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류학은 공동체의 전통적인 관습적 권리 체계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경험
적 연구 사례를 제공하여 왔다. 인류학의 연구들 중 탁월한 부분은 공유재 제도의 역
사성에 대한 탐구로 보인다. 공유재 제도의 역사성에 대한 탐구는 공유재 제도가 반드
시 어제의 그것이 아니며, 내일의 그것도 아니며, 공유재 제도가 내재적 상황 그리고 
외재적 상황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process)’이라
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공유재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들어지
는 것으로 사회 속에서 문화적 관습으로 생성, 정착되고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변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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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소멸의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성의 연구는 중요하다(안미정 2007 
재인용).” 
Bauer(1990)는 에티오피아 티그레이(Tigray) 사례를 통해 토지에 대한 권리가 공유
(communal)와 세습(hereditary) 사이를 오가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포착하
였다. 티그레이 사람들은 고동체적 도덕성에 그다지 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때때
로 상황에 따라 자원을 ‘공유’라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선택한다. 인구학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에 따라 토지 제도는 risti(세습)과 chigurafgoses(공유), 배타적 권리와 
포괄적 권리를 오간다. 
Ho(2005)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공유재의 역사성을 보여준다. 중국의 사막화 현상이
라는 ‘공유재의 비극’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연구는 중국정부의 녹화 정책이 과거 공산주의의 
유산인 목초지의 불명확한 재산권 체계에서 야기되었다고 분석한다. 마오쩌둥 시대 목
초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 구조를 무너뜨리고 도입된 인민공사 체계로 인해 목초지는 
모두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인민공사의 와해 후 일어난 통제 
없는 방목은 결국 목초지라는 공유재의 무임승차 현상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Peluso(1992)는 서부 칼리만탄 공동체에서 벌어진 산림 관리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림관리 시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제공한다. 인도네시
아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경질목재 관리 체재는 원주민의 산림관리체계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효과적인 산림 자원관리에는 실패한다. 정부가 지역을 통제하려는 목적
을 갖고 시행된 이 새로운 재산 체제는 지역주민의 권리를 부정함으로써, 결국 사적자
원관리체재 혹은 접근이 개방되고(open) 통제되지 않는(unregulated) 자원관리체재로 
이끌어지게 되며 이는 지역공동체가 갖는 자원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제도화된 폭력이 
된다(Peluso 1992:211). 그녀는 서부 칼리만탄 공동체의 경질목재 관리의 문제가 새
로운 재산(property) 체제의 비극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주민 집단의 공유재의 경우 하딘의 개방적 접근 가능 자원의 개념보다는 공동체의 
전용재산 혹은 공유재산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개념적 정립을 기반으
로 한 공유재 관리에 대한 역사적 분석은 공유재에 대한 개념적 정립을 보다 정교히 
하고 현실적인 설명에 유용하다. 특히 근대화/식민지화의 변화를 겪는 제 3세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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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공유재 관리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 없이는 제대로 된 이해를 도출하기 어렵
다. 오스트럼(1999)은 현재 제 3세계 국가에서 공유재의 비극의 원인이 공유재의 본성
이 아닌 공유재의 제도의 역사성 즉 근대화 또는 식민지화라는 변화에 의거한 것을 
지적하였는데 제 3세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소규모 부락이 대대로 공동의 산림을 소
유하면서 자치적으로 규제를 해왔을 때는 공유재의 비극 현상이 심각하지 않았으나, 
근대화/식민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산림이 국유화됨으로써 국가기관의 집행능력의 
부재, 감시 소홀과 부패 때문에 ‘제한접근’의 자원이 오히려 사실상의 ‘자유접근’의 자
원으로 변하게 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3. 연구의 과정과 방법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 단위는 인도네시아 행정법상의 마을이다. 그러나 선정된 마
을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연구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연구 대상 마을의 
주민들이 서자바(Jawa Barat)의 대표적인 아닷공동체(masyarakat adat) 인 카세푸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은 이 연구의 범주가 행정법상의 마을을 넘어설 수밖에 없게 
하였다. 
연구자는 2010년 7월 8일부터 7월 31일 까지 수행한 사전답사를 통해 본 연구지를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인도네시아 친구인 라티파(Latipah)의 소개를 통해 이 마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사전답사 기간 동안 언어, 숙식 등을 도와주었
으며 인도네시아 환경 분야의 1세대 시민활동가이자 산림분야의 전문가로써 논문의 
진행에 있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보고르(Bogor) 농과대학을 졸업한 후 국제 
환경 시민 단체인 RMI(Rimbawan Muda Indonesia)3) 를 설립하여 활동가로써 활동
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림과학부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박사 학위 논문
을 집필 중이다. 그녀는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할 당시 할리문(Halimun) 산에서 
거주하며 카세푸한 주민과 긴밀한 접촉을 가졌다. 그녀는 연구자에게 이 마을주민들은 

3) RMI(Rimbawan Muda Indonesia)는 1992년 설립되었다. 지역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천연자원의 
보호, 보존, 활용과 관련한 연구와 현장운동을 수행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보호 장려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구이다. RMI는 참여적 지역공동체 기반의 천연자원경영을 장려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문명은 The Indonesian Institute for Forest and 
E n v i r o n m e n t 이 다 . ( 출 처 : 
http://www.rareplanet.org/en/organization/rimbawan-muda-indonesia-r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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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관습법인 아닷을 바탕으로 산림을 관리하여 왔으며, 국립공원을 비롯한 외부 
행위자들과 현재 갈등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로의 첫 방문은 1주일 남짓한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여러 
후보 마을 중 이 마을을 현지연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결정을 비교적 쉽게 내릴 수 있
었는데 이는 산촌 주민들의 전통적 관리 체계와 그 현재적 모습을 직접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의 관심에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라는 인간적인 이유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를 마을의 딸로 받아들여 주고, 항상 
적극적으로 연구자를 보호해주고 도우려고 애썼던 카세푸한의 전통적 지도자 아바
(Abah)와 내가 만난 모든 카세푸한 사람들에게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
하고 싶다.   

시르나레스미(Sirna remis) 마을에 대한 본 조사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4달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추가조사는 2011년 6월부터 2달에 걸쳐 이루어 졌다. 
첫 번째 현지조사 기간 4달 중 2달은 대상 마을에 거주하며 참여관찰과 면담을 수행
하였으며, 나무지 약 2달은 근교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지역 NGO와 국제기구, 대학을 
방문하여 문헌자료 수집과 면담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현지조사의 경우 2달 간 인도
네시아에 머물렀으나 비자의 만료와 연장 실패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으로 인
해 실제적인 조사 기간은 1달 정도에 불과하였다. 
연구자는 사전답사 때 시르나레스미 마을의 전통적 지도자인 아바로부터 연구에 대한 
구두 허가를 받은 바 있어 본 조사 때의 숙식은 쉽게 해결되었다. 아바는 아바의 사무
관 역할을 맡고 있는 부허리(Buhori)의 집을 소개시켜 주어 연구자는 마을에서의 현
지연구 기간 동안 대부분의 날들을 부허리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카세푸한의 전통
적 지도자인 아바의 오른팔이자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집에서 머문
다는 것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큰 도움을 주었다. 부허리는 카세푸한의 전통과 역사
에 대해 박식하였고, 그는 카세푸한의 사회구조 속 핵심인물들과의 교류가 빈번하였
다. 또한 부허리의 집은 현지 NGO 활동가들과 근교 도시의 대학에서 연구를 위해 방
문을 방문하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방송국의 촬영팀은 다양한 외지인들의 게스트 하
우스로 자주 이용되는 공간이었는데 이 점은 시나르레스미 마을 외부의 인도네시아 
인들이 카세푸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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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도 하였다. 
조사는 면접과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은 카세푸한 사라들을 대상으로 
가족구성원과 입주 시기, 직업경력 등의 개인사와 토지는 얼마나 소유하거나 경작하고 
있으며 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그 작물의 재배 방식(전통적 재배방식을 따르는지 
현대적 재배방식을 따르는지)은 어떠한가를 비롯한 산림의 천연자원에 대한 카세푸한 
아닷의 실천 방식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아울러 산림의 천연자원을 활용함에 있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농작지의 합법적 권리 보유 여부 그리고 국립공원과의 마찰여부
와 그 양상을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국립공원과 카세푸한 사람들의 갈등 상황에 대해
서는 카세푸한 주민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 
참여관찰은 농번기에는 논, 밭 등의 일터에서 주로 행해졌고 농한기에는 아바의 집인 
이마 그데(Imah Gede)와 동사무소, 식당, 구멍가게 등 사람들이 모여 교류를 하는 장
소에서 이루어졌다. 아바의 집의 주방에는 마을 여성 2-3명이 일정한 순서대로 교대
로 일을 하러 오고, 의례가 있을 시에는 20-30명의 마을 여성들이 모여 일을 하기 때
문에 여성들의 일을 참여관찰 하기 좋은 장소가 되었다. 저녁 시간에는 보통 텔레비전
이 있는 몇몇 집에 여러 가구가 모여 TV를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참여관
찰과 면접을 위한 좋은 시간이 되었다. 
연구자는 평균적으로 3주에 1번 보고르(Bogor)와 자카르타(Jakarta)를 방문하여 1주일 
정도씩 머물렀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연구 허가와 비자를 발급받고 갱신하
는 등 행정적 업무 처리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로인한 빈번한 조사의 중단은 조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연구자를 체력적으로 소진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고 
하였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도시에 방문하는 동안에는 환경 시민단체인 RMI와 
아닷공동체 권리 옹호 단체인 AMAN(The Aliansi Masyarakat Adat Nusantara)과 
PUSAKA, 그리고 국제기구인 CIFOR(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
h)4)와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5), 보고르 농과대학(IPB, 

4) 국제산림연구센터(CIFOR)는 인도네시아 보고르(Bogor)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3년에 설립되었다. 
산림조직과 산림에 대한 협동전략과 응용연구, 새로운 기술과 관리방법의 수용을 촉진함으로써, 
특히 열대지역 개도국 국민의 지속적인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기관이다.(출처: 농촌진흥청 홈페이
지)

5)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코이카)은 1991년 4월 외교통상
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부 차원의 대외부상협력사업 전담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
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1992년 9
월 코이카 해외사무소(28개국 29개소) 중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며, 한국 무상개발원조의 2번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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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titut Pertanian Bogor)을 방문하여 문헌자료 수집과 인터뷰를 수행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잇었다. 시민단체 활동가와 국제기구 종사자의 경우 인도네시아인의 
경우에는 영어로 한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보고르에 있
는 동안 틈틈이 마을에서 녹음한 인터뷰 녹음자료를 보고르 농과대학 대학생 2명의 
도움을 받아 내요을 확인하고 해석하였다. 
문헌자료로 CIFOR 도서관 소장 자료와 보고르 농과대학 석박사 논문들을 열람, 복사
하였고 WG tenure(Working Group on Forest land tenure) 단체의 발간지 
“Warta Tenure”와 PUSAKA 단체의 소식지 “Jurnal Pusaka”, PUSAKA 단체가 발
간한 카세푸한 특별 소식지인 “Bewara”, AMAN 단체의 월간 소식지 “Gaung 
Aman”, 그리고 ITTO(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to promote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rpical forests) 기관의 소식
지 “Tropical Forest Update” 등 산림과 아닷공동체를 키워드로 한 현지 잡지들을 
수집하였다. 
연구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자 아쉬운 점으로 남는 부분은 ‘언어’적인 부분이었다. 
연구자는 족자카르타의 사설 어학 기관을 통해 인도네시아 표준어(Bahasa 
Indonesia)를 중급 수준으로 학습한 후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를 수행할 당시 
여전히 부족한 인도네시아어 실력이었지만 현지조사 기간을 통해 언어능력을 보완하
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현지조사 기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어려움은 현지의 상황을 미흡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야기되었다. 연구자는 현지조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지의 언어소통의 대부분이 지역어인 순다어(Bahasa 
Sunda)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연구자는 당시 순다어의 경우 아주 한정적
인 몇 개의 단어들만 습득한 상황이었다. 면담의 경우에는 40대 정도까지는 표준어를 
무리 없이 구사하였기 때문에 표준어를 이용하여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50대 
이후의 경우에는 표준어를 발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통역을 해줄 수 있는 
마을 청년을 항상 동반하는 것으로 보완하였다. 그러나 평상시 논과 밭에서, 주방에
서, 여가시간을 보내면서, 의례의 연행을 참여관찰 할 때에는 주민들의 언어적 소통의 

모의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1991~2010년간 총 1억 5백만 달러를 지
원했으며 지원규모를 점차 확대해 2015년까지 1억 1,12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설립 이래 19년간 4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10여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
이며 특히 산림분야 기후변화 대응역량강화 등 환경 분야 지원과 기간산업 개발강화를 통한 지역
균등발전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출처: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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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은 그만큼 한계를 갖게 되었음을 밝힌다. 그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표준어를 와전
히 구사하지 못하는 언어적 한계는 인터뷰 시에 녹음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녹음
한 내용을 반복하여 들어서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보완을 시도하였고,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도시에 방문했을 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현지 대학생의 통역 도움을 받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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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마을의 구조와 정체성

1. 아닷공동체로서의 카세푸한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할리문-살락산 국립공원(Gunung Halimun-Salak 
Nasional Park) 내에 위치한 시나르레스미 마을(Desa Sirna Resmi)6)사람들을 대상
으로 한다. 행정구역 시나르레스미의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닷공동체
(masyarakat adat)’이며, 스스로를 ‘카세푸한(Kasepuhan)’7)이라 칭한다. 본 장에서
는 현대 인도네시아의 맥락에서 ‘아닷공동체’란 누구를 말하며, 순다 문화권인 서자바
의 대표적인 아닷공동체 중 하나인 ‘카세푸한’ 사람들이 동일한 지역의 지역공동체 주
민인 ‘비-카세푸한’과 구별되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아닷공동체의 의미

인도네시아 내에서 ‘아닷공동체’란 사회집단을 칭하는 용어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인
도네시아 내에서 아닷공동체란 일반 지역공동체와 차별화 되어 다루어지며 특수한 집
단으로 취급된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아닷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는 문
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강력한 사회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고, 자급자족의 농업, 어업, 
채집 등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집단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울프(Wolf 1957)의 ‘폐
쇄적 커뮤니티(closed corporate peasant communities)’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아닷공동체가 이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폐쇄
적 커뮤니티’ 개념 만으로는 아닷공동체가 현대 인도네시아의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차지하는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아닷공동체란 지역관습의 형태가 현대화 되지 못한 집단을 일컫는 일련의 단어들을 

6)인도네시아(Indonesia)의 행정구역은 가장 상위단위로부터 주(Provinsi), 군(Kabupaten), 면
(Kecamatan), 마을(Desa)로 구성된다. 인도네시아는 총 33개의 Provinsi 로 구성되며, 
Kabupaten과 동일한 층위의 행정구역으로 시(Kota)가 있다. Kabupaten은 Kota에 비해 면적이 
넓고 경제적 활동이 1차 생산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Desa는 행정편의를 위해 두순
(Dusun)/깜풍(Kampung)으로 나뉜다. 

7) 카세푸한(Kasepuhan)은 ‘오래된, 옛것의, 늙은’ 이라는 뜻을 가진 순다어 ‘sepuh’의 파생어이다. 
번역해 보자면 ‘오래된 관습을 지키는 사람’ 도는 ‘조상(祖上)’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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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는 중립적 용어로써 등장하였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일반인들에게 가옥구조, 의
복, 생활 방식들이 마치 민속촌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고대적’ 형태를 가지고 살아
가는 집단으로 인식된다. 아닷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자카르타의 대표적 민속
촌인 Taman Mini Indonesia Indah(줄여서 따만 미니)에서 드러나는 이미지와 일맥
상통한다. 따만 미니 공원은 ‘다양한 문화와 종족들의 생활상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
은 공원’ 이다. 이 공원은 총면적 100ha 에 이르며, 공원중앙에는 큰 인공호수가 있
고, 이 호수 위에 인도네시아의 주요 섬 모양을 만들어 놓아 그 위를 지나는 케이블카
에서 바라다보면 인도네시아 군도의 모양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1970년대 초 수하르토 대통령인 영부인인 Ibu Tien Seoharto 여사의 제안으로 건설
되었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27개주 각 지방의 문화와 주거양식, 의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된 이 공원은 ‘종족성’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생산해 낼 뿐
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건국이념인 빤짜실라(Pancasila)8)에 담겨있는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수하르토는 각 지역의 ‘지역성’과 ‘종족성’을 고정시켜고 박제화하는 일련의 국가 프로
젝트를 수행하였는데, 현대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변화하지 못하는 지역공동체를 ‘오
랑 아닷(orang adat: 아닷 사람)’이라 정의하고 이들을 구제해야 할 대상, 또는 개발
의 대상으로 도식화하였다. 이국적 부족 사회(masyarakat suku terasing), 낙후된 
사회(masyarakat tertinggal), 벽지 사회(masyarakat terpencil), 관습법 사회
(masyarakat hukum adat)는 이들을 지칭하는 인도네시아의 법률적 표현들이다. ‘이
국적 부족’, ‘낙후’, ‘벽지’라는 표현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아닷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
회적 지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낙오된 ‘오랑 아닷’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프로젝
트들은 이주 정책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 수하르토 시대에 ‘아닷공동체’에 일종의 ‘낙
인’이 씌워졌다면, 2000년대에 개혁(reformasi)의 물결 속에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
면서 부흥하는 시민운동 속에서 ‘아닷공동체’는 새로운 정치적 집단의 의미를 부여받
는다. 아닷공동체들은 “아닷과 인권을 구호로 하여 소수종족과 지방사회의 문화적 정
체성의 인정과 지방 자치를 요구하기” 시작한다(Li 2001, 조윤미 2011). 아닷공동체들

8) 빤짜실라(Pancasila)는 1945년 인도네시아 독립준비위원회에서 채택한 국가이데올로기로 최고신에 
대한 '신앙의 원칙', 정의롭게 예절바른 인간성을 위한 '인도주의 원칙', 인도네시아의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의 원칙', 대중 합의와 대의제도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원칙', 인도네시아 전체 국민
을 위한 '사회 정의 원칙'로 이루어진 다섯 개의 원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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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주민 권리’ 담론을 이용하여 관습적인 자원이용권(customary right)을 주장하
기 시작한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에게 자치권을 요구하고, 토지와 자원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원주민 권리 운동’이 부흥하였다. 이제는 ‘아닷공동체’라는 용어 
속에 내재된 ‘종족성’과 ‘지역성’의 그들의 강력한 문화자본으로 대두되며, 새로운 정
치적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다. 

(2) 카세푸한 사람들

카세푸한 사람들은 ‘카세푸한’이라는 하나의 아닷(관습법)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카세
푸한 사람들의 전체 인구수에 대해서는 학자 별로 상이한 계측치를 제시한다.9) 이러
한 상이한 인구 수치는 ‘카세푸한’ 아닷의 특성으로부터 연유한다. 아닷은 ‘인지적 지
향’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정체성’ 같은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아닷의 ‘이상
적 범위’는 그 경계선의 모호함을 함유하며, 이는 카세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구하
는 학자들에게 연구 대상의 규모를 정의함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한다. 
‘카세푸한’ 아닷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할리문 산의 전역에 독사적인 소집단10)을 
이루며 살고 있다. 하나의 소집단에는 한명의 하바(Abah: 전통적 지도자)가 있으며, 
소집단들은 아바를 추종하며 살아간다. 카세푸한 사회에서 위계 구조상 정점에 위치한 
아바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장자상속을 통해 세습된다.(그러나 장자가 아닌 아들이 세
습하는 예외적인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아바의 역할은 하늘의 뜻이자 가르침인 
왕씻(wangsit)을 통해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사람들을 이끌며, 각종 의례를 주관
하는 것이다. 아바는 축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초인간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 여
겨지며 존경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아바를 따르는 무리들으 ㄴ

9) ‘카세푸한 칩타글라르(카세푸한 소집단 중 하나)’의 내부인인 우기스 수간다(Ugis Suganda)는 카세
푸한 인구를 16,000명으로 산정했다(서자바, 반뜬, 수카부미, 보고르, 르박, 대도시의 인구를 모두 
아우름, Suganda 2009:28). Kutjoro Sukardi(2002)의 경우 카세푸한을 ‘카세푸한 침타글라르’로 
한정하여 355명으로 산정하였다. Herry Yogaswara(2009)는 카세푸한을 9개의 카세푸한 소집단
(Ciptarasa/Ciptagelar, Sirnaresmi, Ciptamylya, Citorek, Cisungsang, Cicarucub, Cisitu, 
Bayah, Urug)이 포함되는 범주로 보았으며, 카세푸한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띤다고 보았
다. Bolman(2006)은 3개의 카세푸한 소집단(Ciptagelar, Cisungsang, Cicadas)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카세푸한의 인구를 약 5300명으로 추정하였다. Franky(2010)는 12개의 카세푸한 소집단
(Ciptagelar, Sinarresmi, ciptamulya, Urug, Cisungsang, Cicarucub, Cisitu, Citorek, 
Cibedug, Cicariang, Ciherang, Bayah)이 카세푸한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10) 하나의 카세푸한 소집단은 여러 개의 마을(kampung: 10~20가구)가 연합되어 이루어진다. 소집단
의 크기는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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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르가 카세푸한(Warga Kasepuhan), 또는 인추뿌뚜(Incu Putu)11)라고 칭하는데, 혈
통과 결혼을 통해 맺어진 사람뿐만 아니라, 아바의 허락이 있다면 외지인도 포함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아바와 카세푸한 아닷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실천이라고 말한
다.12)

카세푸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한 명의 아바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하나
의 카세푸한 소집단13)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좀 더 연구 대
상을 확장한 경우에도 2~3명의 아바와 그들의 소집단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이다. 
모든 카세푸한 소집단을 총합한 ‘카세푸한 대집단’을 연구한 학자는 아직까지 없다. 
본 연구자 역시 ‘카세푸한’ 아닷을 공유하는 모든 소집단에 접근하는데 현실적인 어려
움을 겪었으며 결국 일부 소집단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
다. 카세푸한 사람들조차 ‘카세푸한 대집단’의 규모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자는 3명의 아바와 그들이 다스리는 3개의 소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소집단의 명칭은 “카세푸한 시나르 레스미(Kasepuhan Sinar Resmi)”, “카세
푸한 칩타글라르(Kasepuhan Ciptagelar)”, 그리고 “카세푸한 칩타믈리아(Kasepuhan 
Ciptamulya)”14)이다. 이 세 소집단들은 형제 카세푸한으로 각각의 현 아바들은 사촌 
관계에 있는데, 2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명의 아바를 따르는 하나의 카세푸한 소집
단이었다. 현 아바의 아버지들은 한 명의 후계자를 결정한 조부의 왕씻을 거부하고, 
권력 쟁탈을 통해 세 개의 소집단으로 분할되었다. 선대 아바의 권력 쟁탈전은 나름의 
상처를 남겼으나, 현 아바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협상에서 힘을 키우기 위한 전략
의 하나로 다시 서로 손을 잡고 ‘끄사뚜안 아닷 빤뜬 끼둘(Kesatuan Adat Banten 

11) Warga Kasepuhan은 카세푸한 가족이라는 의미이며, Incu Putu는 손자라는 의미이다. 
12) 믿음의 실천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농경활동을 포함하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할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고 둘은 아바를 만나야 할 때 만나는 것이다. 후자는 전자와 비교
해서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종종 연구자에게 “너는 이미 와르가이다.”라
고 말하며,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아바를 잊지 말고 결혼과 같은 인생의 대소사를 겪거나, 개인적
인 어려움을 겪을 때 아바의 축복을 받으러 마을로 돌아올 것을 당부하였다. 마을로 돌아오는 것
은 마을 사람들과 연구자와의 재회 이상의 것으로 아바와의 접촉의 지속이 ‘와르가’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는 하였다. 

13) 카세푸한이란 아닷을 공유하는 전체적인 인구집단을 ‘카세푸한 대집단’으로, 그리고 그 세부 단위
로써 각각의 ‘아바’를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인구집단을 ‘카세푸한 소집단’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
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이웃 마을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당신이 따르는 사람(아바)이 누구인가’
를 물음으로써 그가 어느 소집단에 소속된 사람인가를 확인한다. 

14) 각 카세푸한 소집단의 명칭은 ‘카세푸한 ○○○’ 식으로 되어 있다. 카세푸한 뒤에 붙는 단어는 
아바와 와르가가 정착한 마을의 이름이다. 이런 식의 명명법은 최근 카세푸한이 대외적으로 활동
하게 되면서 사용하게 된 것으로 정작 마을사람들은 ‘나는 카세푸한 ○○○에 속합니다’라는 표현
을 사용하지는 않으며 ‘나는 아바 △△를 따릅니다’라고 소속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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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ul)’이라는 이름의 연합체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시나르레스미 마을
의 주민들은 모두 3명의 아바 중 하나의 아바를 추종하는 사람이며 그것은 모두 이 
연합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Kesatuan Adat Banten Kidul 의 로고 

      
      

<그림 1-1> 카세푸한 칩타글라르 <그림 1-2>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

2. 마을 개관

(1) 지리적, 역사적 배경

시나르레스미 마을은 총 4.917ha15)의 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발고도 600-1200m
에 위치하여 평균 온도 21-28℃의 연중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며 아침저녁으로는 서늘
하다. 가옥들은 해발고도가 비교적 높은데 위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농업용수를 
비롯한 생활용수를 얻기가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마을 부지의 경사도는 25-45%로 
가파른 편이며, 편평한 부지는 주로 가옥으로 이루어진 생활공간이 되거나 논으로 이
용되며 경사가 가파른 곳은 밭이나 혼농임업지(agroforestry)로 활용된다. 연간 강우
량은 많은 편으로 2,120~3,250mm/년 이다. 매일 비가 내리는 우기는 보통 5개월 정
도(10월-2월) 지속되나 최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기와 건기

15) 마을의 전통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땅과 지방 말단 행정기관인 동사무소(Kantor Desa)가 소유한 
땅 917ha 그리고 산림청에서 소유한 땅 4,000ha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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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기가 평소와 같지 않다고 한다. 이 지역의 습도는 평균 84%로 매우 높은 편이
다. 이 때문에 아침이면 항상 구름 속에 산이 떠 있는 듯 자욱한 안개가 마을 인근의 
산들을 덮기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산을 할리문산(Gunung Halimun) 
즉, 안개산이라고 부른다. 
시나르레스미 마을은 공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인 해안도시 플라부
한 라뚜(Pelabuhan Ratu)로부터 23km, 분지 도시 반둥(Bandung)으로부터 183km,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Jakarta)로부터는 168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마을의 총 
인구는 2010년도 기준 남자 2,619명, 여자 2,694명으로 총 5,313명이 거주하고 있다. 
총 가구 수는 1,537가구이고, 인구 밀도는 1젭곱킬로미터 당 925명으로 높은 편이다. 
시나르레스미 마을은 할라문-살락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인도네시아 자바 섬
에서 할리문-살락산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자바섬은 인도네
시아 전체 인구의 60%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다양한 산업의 요충지이기도 한 명실
상부한 인도네시아의 ‘본섬(main land)’이다. 인도네시아 10명 중 6명이 살고 있는 
자바섬의 면적은 인도네시아 전체 면적의 6%에 지나지 않아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 자바섬의 산림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고, 토지 중 대부분
은 집중적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러한 자바섬에 현족하는 마지막 처녀림이 할리문-살
락산 국립공원 내에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할리
문-살락산 국립공원은 서자바 지역 도시민의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이기 때문에 도시
생태를 위한 현실적 유용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요인들은 인도네시아 정부로 하여금 
할리문-살락산 국립공원을 집중 보호 관리 대상으로 삼게 한다. 
그러나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할리문 살락산의 자바의 주요 도시에서 
가장 가깝게 산림자원을 얻을 수 있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개발의 유혹이 매우 
강력하게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오래전부터 임업과 광업이 발달하였으며, 보존과 개
발이라는 상충되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되는 할리문-살락산 국립공원의 특성
은 공원 내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카세푸한의 오래된 내부규칙 중 하나는 ‘글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닷에 따
른 관습과, 역사 등 카세푸한 마을의 중요한 정보는 글로 기록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칙
을 수십 년 전까지 엄격히 지켜왔었다고 한다. 카세푸한의 역사는 부모에게서 자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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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구술로 전해지며 마을의 축제가 있는 밤이면 카세푸한의 이야기꾼(전통적으로 이
야기꾼의 임무를 맡은 자)이 카세푸한의 역사를 이야기극의 형태로 연행한다. 간단한 
전통 악기 연주를 곁들인 이야기극은 대략 자정부터 시작되어 다음날 새벽 3,4시까지 
계속된다. 이야기극의 간단한 뼈대와 마을 어른 부허리(Buhori)의 증언을 토대로 카세
푸한의 역사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카세푸한의 기원은 빠자자란(Pajajaran) 왕국
의 후손인 세 남매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 세 남매는 첫째는 남자였고 둘째와 셋째
는 여자였다. 이들은 각각 세 마을의 우두머리가 된다. 세 남매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들의 마을은 치카렛(Cikaret), 차루춥(Carucup), 치토렉(Citorek) 이었으며 
대략 남매가 활동한 시기는 1720년-1792년 사이의 일이라고 전해진다. 세 남매가 통
솔하는 이 세 마을은 서로 다른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 한 마을은 빵아위난
(Pangawinan)의 임무를 맡았고 다른 마을은 빤당(Pandang)의 임무를, 마지막 마을은 
빠말리(Pamali)의 임무를 맡았다. 이 중 빵아위난의 임무를 지닌 자들이 현재 카세푸
한의 조상이라고 믿어진다. 
카세푸한은 카세푸한 빤체르 빵아위난(Kasepuhan pancer pangawinan)이라고도 하
는데, 순다어인 빤체르(pancer)는 인도네시아어인 루루구(lulugu), 아쌀우쑬(asal 
usul) 또는 숨버르(sumber)에 해당하는 단어로 원천, 기원이라는 뜻이다. 즉 카세푸
한은 빵아위난에서 기원한다는 뜻이 되는데 빵아위난은 빵아윈(pangawin)의 파생어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뜻은 구술로 전해져 오던 순다어를 최초로 정리
한 언어학자인 Riggs(1862)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Riggs는 빵아윈은 “행진을 위
한 창을 든”이라는 뜻이며, 이 어휘는 순다지역 빠자자란 완조의 마지막 왕 실리왕이
(Siliwangi)와 관련이 깊다. 실리왕이 왕은 바루산 빵이위난(Bareusan Pangawinan)
이라고 불리는 특수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 특수 부대는 창을 무기로 지니곤 했다
고 한다. 빠자자란 왕조가 퇴락했을 때 실리왕이 왕은 특수부대인 바루산 빵아위난에
게 산으로 숨어 들어가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명했는데, 현재 카세푸한은 이들의 
후손이라는 설이 있다. 빵아위난의 또 다른 뜻은 Adimihardja(1992)의 연구에서 나타
난다. Adimihardja는 빵아위난의 뜻이 ‘결혼의 장소’라고 보았으며, 이는 빵아위난을 
까윈(kawin)의 파생어로 해석한 것이다. 까윈은 결혼 또는 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
다. Adimihardja는 이를 카세푸한이 중요시 여기는 조화와 결합에 대한 세계관과 연
결시킨다. 카세푸한은 현실세계와 영적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짝이 지워진다는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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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짝이 지워지는 결합의 과정을 통해 조화로운 삶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믿음은 다음의 카세푸한의 오래된 격언에서도 드러난다. 

“싱 사하 누 비사 응아위큰 랑잇 증 부미, 마누사 증 카마누산, 데따 누 이스붓 
빤체르 빵아위난 (cing saha nu bisa ngawinkeun langit jeung bumi, manusa 
jeung kamanusan, eta nu disebut pancer pangawinan)”이란 말은 “하늘과 땅, 
인류와 인간성을 결합시킬 수 있는 자가 바로 pancer pangawinan이다”라는 뜻
이다. 

[출처: kasepuhan ciptagelar 홈페이지]

앞서 빵아위난의 설명에서 언급된 빠자자란 왕조의 실리왕이 왕과 카세푸한의 연관성
은 카세푸한 사람들에게 구술로 전해지는 카세푸한의 기원에서도 등장한다. 고대 왕국 
중 하나인 빠자자란 왕조는 순다족에게는 가장 찬란햇던 번영기로 여겨지며 실리왕이 
왕의 전설적 위대함은 설화를 통해 다양한 시기를 가로지르며 시대를 막론하고 등장
한다. 빠자자란 왕조의 마지막 왕인 빠꾸안(Pakuan)은 이슬람으로서의 개종을 거부하
엿고 왕국은 이슬람 군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카세푸한 사람들의 기원과 이어져 있는 빠자자란 왕조의 종교는 순다 위위딴(Sunda 
Wiwitan)이라 불리는 토착 샤머니즘과 힌두교, 그리고 불교가 융합된 형태였다. 순다 
위위딴은 서자바 일대의 아닷공동체들의 종교로 알려져 있으며 카세푸한 사람들 역시 
빠자자란 왕조와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순다 위위딴을 믿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카세푸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강조하며 종교적 측면에서 전
통과의 단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정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
지는 아닷공동체 역시 외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문화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변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카세푸한의 아바 중 한명인 아바 아셉은 중학교 체험학습을 온 도시의 청소년들의 질
문에 이렇게 답하였다. 

“우리의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기도를 하고 꾸란을 믿습니다. 우리
가 전통 관습을 존중하고 의레를 수행하는 것은 ‘문화’이지, 종교와는 다르다는 것
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화와 종교의 다름을 이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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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르나레스미 마을에서 가장 근접한 도시인 쁠라부한 라뚜에서 온 중학생은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 ‘서자바의 아닷공동체인 카세푸한 사람들은 순다 위위딴을 믿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아바에게 “이곳의 종교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아바
의 의외의 대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추가 질문(“이곳도 이슬람 사원이 있나요?”, “이
곳도 뻥아지안(Pengajian)16)을 하나요?”)을 불러일으켰다. 아바 아셉은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슬람을 믿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아바 아
셉은 외지인과의 대화에서 종교를 문화의 영역으로 분리하여 자신들의 ‘종교’가 이슬
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카세푸한이 이슬람으로 개종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카세푸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과거에는 순
다의 토착 종교인 순다위위딴 이었으나 현재는 이슬람으로 개종되었다고 종종 구술한
다. 또한 카세푸한이 거주하는 지역의 우스타즈(ustaz:이슬람 교사)들은 하나같이 카세
푸한 사람들이 이슬람에 대한 신실함이 부족하다고 불평한다. 카세푸한 마을에도 이슬
람 사원은 건립되어 있으나 모두 건립 시기가 최근이며 종교 활동에의 참여율 역시 
근방 다른 지역 비-카세푸한 주민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카세푸한 사람들이 이슬람으
로 개종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종교에 편입함으로써 주변적 위
치를 벗어나고자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한편 ‘문화’와 ‘종교’를 분리함으로
써, 자신들의 전통은 ‘문화’의 영역에서 유지되고 이슬람으로의 개종은 종교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카세푸한의 설화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카세푸한의 기원이 서자바의 또 다른 대
표적인 아닷 공동체인 바두이(Baduy)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세 남매 중 한
명의 마을인 치토렉(Citolek)은 접촉이 금지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들이 바로 현재의 
바두이 사람들을 칭한다. 세 남매가 각각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의무 중 바두이 사람들
의 조상의 의무는 빠자자란 왕조의 진정한 핵심 가치인 아닷을 감시하고 수호하는 것
이다. 바두이 사람들은 아닷의 감시자로서 그들이 진정한 임무(빠자자란 왕조의 부활)
를 다할 때 까지 순수하고 원초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전해진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세 조상의 공동임무의 완료 즉 빠자자란 왕조가 부활하기 전까지 감시자 역
할을 하는 바두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카세푸한 원로 

16) 코란 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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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hori는 예전에는 바두이 사람 중에 운반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벼를 심기 전에 아
바에게 찾아와 축복의 기도를 받으려고 했으며 그때마다 바두이의 소식을 전해주고는 
하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현재에는 오지 않는다고 한다(2011년 1월 29일 Buhori 
인터뷰). 바두이의 경우 여전히 그들의 종교가 순다 위위딴으로 알려져 있다. 
외지에서 시나르레스미 마을을 찾아오는 경우, 예를 들어 인근 도시의 중학교 수학여
행으로 문화답사를 와서 카세푸한의 ‘역사’를 물었을 경우 아바와 마을 원로들은 신화
적인 카세푸한 기원 설화를 이야기 해주기보다는 아바 아셉으로부터 거슬러올라가는 
아바의 계보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카
세푸한 기원 설화는 카세푸한 사람들의 아닷과 연결되어 있는 성스러운 ‘임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외지인에게 말해서도 안 되고, 글로 써서도 안되며, 카
세푸한 내부인 끼리도 특정한 시기17) 이외에는 언급해서는 안 되는 속성들이기 때문
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카세푸한 기원 설화는 할리문 산의 ‘카세푸한 대집단’의 
이야기인 반면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의 아바 계보를 설명하면 해당 카세푸한 소집단
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히 전체 카세푸한과 구별 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 소집다의 역사를 설명할 때에는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와 
‘카세푸한 칩타믈리아’가 ‘카세푸한 칩타글라르’로부터 분기하기 전인 1960년대부터 
1980년까지 치카렛(Cikaret: 현 시나르레스미 마을의 전 명칭)에 거주하였을 때부터 
설명을 시작한다. 당시 아바는 루스디(Rusdi)로 현 시나르레스미 마을을 열었으며18), 
아바 루스디가 죽은 후 아바 아르조(Arjo)가 동일한 마을에서 즉위했다. 아바 아르조
는 1980년에 치가나스(Ciganas)로 이주하였다. 이주 2년 후 1982년에 아바 아르조가 
죽었고, 아바 아르조의 왕씻을 받은 막내 아들 아바 아놈(Anom)이 뒤를 이었다. 아바 
아놈은 칩타라사(Ciptarasa)로 이주하여 새로운 마을을 열었다. 2007년 아바 아놈이 
죽고 그의 큰 아들 아바 우기(Ugi)가 즉위했다. 
마을의 역사를 구술해준 마을 원로 부허리(Buhori)는 아바 아르조가 1980년에 마을을 
치가나스로 옮길 때 함께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아바 아르조가 나에게 이곳에서 기

17) 물룻달(Bulan Mulut)에는 카세푸한의 역사, 신성성, 주술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다. 
이 달에는 머리와 수염을 포함한 체모, 손톱, 발톱을 자르는 행위가 금지된다. 카세푸한의 젊은이
들은 물룻달에 부모와 마을 어른들을 통해 학습한 삶에 필요한 다양한 주술들을 배우며 이 주술들
은 물룻달 마지막 날 자정에 의례를 치룸으로써 완성된다. 이 때 주술을 완성하는데 실패하면 내
년 물룻달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한다. 

18) 마을을 연다는 것은 화전을 통해 산림을 개간하여 마을을 건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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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라고 했거든, 다시 아바가 시나르레스미로 돌아올 것이라 하였지”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아바 아르조의 예언처럼 이미 아바 아르조가 떠나간 시나르레스미 마을에도 
새로운 아바가 즉위하게 된다. 1985년에 아바 우쟛(Ujyat)이 이미 1980년에 즉위한 
자신의 막내 동생 아바 아놈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자신이 아바임을 자처하며 새로운 
소집단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를 세우고 시르나레스미 마을에 자리를 잡는다. 카세
푸한 구성원의 일부가 아바 아놈을 떠나 아바 우쟛을 따르기로 하였다. 2002년 아바 
우쟛이 죽고 그의 아들 아바 아셉(Asep)이 뒤를 잇는다. 
2002년 아바 아셉이 즉위한 후, 아바 아놈의 형이고, 아바 우쟛의 동생이자, 아바 아
셉의 삼촌인 우움(Uum)이 다시 새로운 아바를 자처하고 또 하나의 카세푸한 소집단 
‘카세푸한 칩타믈리아’를 만든다. 아바 아셉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걸어서 15분 걸리는 
마을인 칩타믈리아에 새로운 카세푸한을 세웠다. 2010년 아바 우움이 죽고 그의 큰 
아들 아바 헨드릭(Hendrik)이 새로운 아바로 즉위한다. 이처럼 아바 아르조의 세 아
들, 즉 아바 아놈, 아바 우쟛, 아바 우움이 하나의 카세푸한을 셋으로 나누었고, 손자
들은 서로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며 제각각의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도 하나의 ‘카세푸한’으로서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시나르레스미 마을은 할라문-살락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인도네시아 자바 섬
에서 할리문-살락산 국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다. 자바섬은 인도네
시아 전체 인구의 60%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다양한 산업의 요충지이기도 한 명실
상부한 인도네시아의 ‘본섬(main land)’이다. 인도네시아 10명 중 6명이 살고 있는 
자바섬의 면적은 인도네시아 전체 면적의 6%에 지나지 않아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래서 자바섬의 산림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가 많고, 토지 중 대부분
은 집중적으로 경작되고 있다. 이러한 자바섬에 현족하는 마지막 처녀림이 할리문-살
락산 국립공원 내에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할리
문-살락산 국립공원은 서자바 지역 도시민의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이기 때문에 도시
생태를 위한 현실적 유용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요인들은 인도네시아 정부로 하여금 
할리문-살락산 국립공원을 집중 보호 관리 대상으로 삼게 한다. 
그러나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할리문 살락산의 자바의 주요 도시에서 
가장 가깝게 산림자원을 얻을 수 있는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개발의 유혹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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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게 도사리고 있는 곳이다. 오래전부터 임업과 광업이 발달하였으며, 보존과 개
발이라는 상충되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되는 할리문-살락산 국립공원의 특성
은 공원 내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사회구조

카세푸한의 사회조직 중 위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아바(Abah)라고 부른다. 아바는 
하늘의 계시(Wangsit)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카세푸한의 제식과 의례들을 주관한
다. 크고 작은 마을의 의례들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도 아바는 주술적 힘을 
발휘한다. 이로 인해 아바는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두려움의 대
상이기도 하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출산,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인생 주기들을 맞이할 
때 아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아바는 그를 따르는 무리 전체 즉 와르가 카세푸한 혹은 인추뿌뚜를 효율적으로 통솔
하기 위해 중간 대행자를 두는데 이 역할을 맡은 이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마을 
어른들로 꼴롯 름부르(Kolot Lembur)라 부른다. 꼴롯 름부르는 아바의 말을 전하는 
역할을 하며 자신의 관리 하에 놓인 몇몇 가구들(적게는 1가구에서 많게는 50가구 이
상)의 필요사항이 충족되도록 돕는다. 예를 들면 한 가구가 집수리를 위한 목재를 필
요로 한다면 그 가구의 가장은 꼴롯 름부르를 찾아가 도움을 구한다. 무슨 용도로 얼
마만큼의 목재를 필요로 하는지 꼴롯 름부르에게 알린 후 꼴롯 름부르가 이를 합당하
다고 생각할 때 아바에게 찾아가 숲에서 벌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다. 아바가 최종 승인을 해 주면 꼴롯 름부르는 다시 가구의 가장에게 아바의 뜻을 전
한다. 
아래 그림은 아바 아셉의 방에 걸려 있는 카세푸한의 조직도이다. 이 조직도는 다분히 
외부인에게 보여주기 용의 용도가 강하다. 실제로 역할은 조직도에 나타나 있는 것보
다 더 다양하며 카세푸한 내부인들은 이 조직도를 통해 카세푸한의 사회구조를 인지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카세푸한의 ‘전통적’ 또는 ‘이질적’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수많은 외부 손님(연구자, 학생, 정부 관료 등)들을 위해 조직도는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직도는 아바 아셉 뿐만 아니라 ‘카세푸한 칩타글라르’의 아바 우기의 방에도 
걸려있다. 조직도 내의 각각의 역할에는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치되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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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카세푸한 조직 설명

직분 이름 기능
뚜뚱갈(Tutunggal) 아닷 수호자, 아바
간덱(Gandek) 보좌관
두꾼(Dukun) 병을 치료하는 주술사 
벵꽁(Bengkong) 할례 담당, 남아와 여아를 위한 벵꽁이 각각 따로 있

떤 역할은 대를 걸쳐 승계되고 어떤 역할은 개인적 재주를 인정받아 후천적으로 취득
하기도 한다. 역할을 맡은 사람이 죽을 경우 그 역할은 직계 자손에게 승계되는 것이 
보통이다. 몇몇 역할들은 자신이 모시는 아바가 죽고 새로운 아바가 즉위하면 새로운 
아바를 보조할 다른 이에게 승계되기도 한다.   

               

                   <그림 2>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 조직도

위 조직도에서 나타나는 사회구조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는 카세푸한 조직에 대
한 간략한 설명이다. 각각의 지위는 기능적인 성격을 띠며, 모두 아바를 위해서 일하
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카세푸한 공동체를 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이들은 대부분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에 깊게 관여하여 발언권을 행사하며, 마을의 이주와 같은 
중요한 일의 경우 이들에게도 왕씻이 내리기도 한다고 한다. 이들은 아바의 독단적인 
행보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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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빠라지(Paraji) 산파
빠마카야안(Pamakayaan) 공유지의 농업을 책임짐
빠모로(Pamoro) 사냥을 책임짐
끄밋(Kemit) 보안과 경비
끄밋 르웅(Kemit Leuwung) 신성한 숲(르웅 뚜뚜빤)의 보안과 경비
투캉 방우난
(Tukang Bangunan) 공동 건물을 짓고, 수리하는 일을 책임짐.
응우루스 르잇
(Ngugrus Leuit) 쌀 저장고 관리
으마 브란(Ema beuran) 결혼식 의상과 화장 담당
까버르시한(Kabersihan) 마을 주변 환경의 청결함 담당
두꾼 헤완(Dukun Hewan) 수의사 
차놀리(Canoli) 아바의 밥을 짓는 일 담당함
뚜캉 빠라(Tukang para) 의례용 과자, 케잌 담당
끄스니안(Kesenian) 전통예술공연 담당 
투캉 다푸르
(Tukang Dapur) 의례용 요리 담당
빤다이(Panday) 아바의 농기구 담당
꼴롯 름부르
(Kolot Lembur) 아바와 일반 구성원을 연결해 주는 대행자

위의 조직도에서 마지막 꼴롯 름부르를 제외하면, 모두 전통적 임무를 가진 사람들인
데, 이들은 ‘오랑 달람(orang dalam)’이라고 불린다. 그들은 임무를 갖지 않은 카세푸
한 구성원들에게 좀 더 ‘카세푸한’ 다울 것을, 즉 아닷을 더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받
는다. 꼴롯 름부르는 오랑 달람은 아니지만, 소단위 마을에서 존경과 신망을 받는 어
른들로 마을 주민과 아바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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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푸한 내에서 아바의 영향력은 상당히 두드러진다. 아바 이외의 다른 지위가 특별
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근래 들어 카세푸한이 개인이 아
닌 ‘아닷공동체’라는 집단 정체성을 가지고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아바의 영
향력이 타 오랑 달람들에 비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이전에 카세푸한 내부에서 오랑 
달람은 아바와 비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외부와 카세푸한의 관계에서 오
랑달람은 더 이상 주요한 관계자로 존재하지 않으며 카세푸한의 대표로서의 아바의 
권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바는 이러한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경제
적으로 보다 유리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는 아바가 아닷공동체의 지도자로
써 다양한 출처로부터 후원금을 받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바를 제외한 카세푸한의 오랑 달람은 특별히 경제적으로 유
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세대의 오랑 달람들에게는 ‘불공평’하다
고 여겨지고 있으며 선대의 전통적 직분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불
만을 표현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바의 집은 이마그데(Imah Gede)라고 불리는데 이는 순다어로 큰 집이라는 뜻이다. 
외부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자 역시 가장 처음 방문한 집이기도 
하다. 마을에서 가장 큰 크기의 집이며, 손님방이 마련되어 있어 손님들이 자유롭게 
묵었다 갈 수 있으며, 묵는 손님에게는 음식을 대접해 준다. 비용을 따로 지불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손님은 으레 돈이나 작은 선물을 주고 떠난다. Imah Gede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기도 하다. 해가 뉘엿뉘엿 질 즈음부터 마을의 남자들은 이곳으로 
와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카드 게임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소소하게 수다를 떨다가 
완전히 어두워 졌을 즈음 집으로 떠난다. 아바는 특별한 손님이 없으면 Imah Gede를 
찾은 마을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고는 한다. 이곳은 마을의 신성한 의례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양한 슬라므탄(Selametan)19)의례를 Imah Gede의 거실에서 수행
한다. 
새로운 달에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평형상태인 슬라맛(slamat)
을 얻고자’ 마을사람들은 오빳블라스(opatbelas) 의례를 수행한다(Koentjaraningrat 

19) 슬라므탄(Selametan 또는 slamatan, selamatan이라고도 함)은 자바의 공동체의 축제들을 포괄
하는 용어로 공동체의 사회적 통합을 보여준다. 기어츠(Geertz 1960)는 슬라믓탄을 자바의 아방안
(Abangan) 집단의 종교의 핵심적 의례로 보았다. 슬라믓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에건 일어날 수 
있으며, 출산, 결혼, 죽음, 이사 등 대소사를 위해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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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85, 김형준 2008 재인용). 카세푸한의 마을 회의이기도 한 오빳블라스는 ‘14일
제’라는 뜻으로 Imah Gede에서 한 달에 한번 보름달이 뜨는 날(이슬람력으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 자정에 이루어진다. 의례의 준비 과정은 노동력과 재화의 호혜적 
교환에 기반하고 있다(김형준 2008). 오빳블라스가 있는 날이면 마을의 여인네들은 아
침부터 분주하다. 아바의 집으로 와 의례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신
성할 의식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생리중인 여성은 모든 요리 단계에서의 참
여가 금지된다. 보통 처녀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음식의 준비는 벼를 탈곡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탈곡은 아바 소유의 탈곡장에서 이루어진다. 마을에서 가장 넓은 탈곡장이
다. 연구자 관찰한 경우 여자 13명이 모였고, 그 중 5명이 공이를 절구에 두드리며 리
듬을 만든다. 흥이 오르자 노래도 곁들인다. 옆에서는 1차 탈곡된 쌀을 채에 거르는 
작업이 한창이다. 오늘 그들이 해야 할 양은 쌀 30리터이다. 아바의 부인인 암부
(Ambu)의 주방에서는 요리가 한창이다. 오빳블라스에는 전통 다과인 빠빠이스
(Papais)와 빠슝(Pasung), 아웅(Aung)20)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와짓(Wajit)21)도 
곁들인다. 전통 다과의 주된 재료는 쌀 가루, 코코넛 가루, 팜슈거(palm sugar)이다. 
다과가 마련되면, 의례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먹을 음식들도 준비한다. 갓 잡
은 신선한 닭이 올라오며, 암부의 인심이 후한 날에는 염소 고기가 올라오기도 한다.
저녁 8시 무렵부터 아바의 집 앞에 있는 무대에서는 전통 공연이 상연된다. 마을 사람
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바가 돈을 내어 준비되는 공연이지만 정작 마을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다. 매달 한번 씩 상연되는 공연의 내용이 똑같을 뿐더러, 요즘은 별 인
기가 없는 자이뽕안(Jaipongan)22) 공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끄러운 음악은 겨우 
재워놓은 갓난아이의 잠을 깨우는 불청객이 되기 십상이다. 
자이뽕안 공연이 끝나갈 즈음 오빳블라스의 의례가 시작된다. Imah Gede에 마을 남
자들이 모인다. 남자들은 초저녁부터 아바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시며 노
닥거리고는 한다. 그러면서 마을의 대소사를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정이 되기 

20) 빠빠이스와 빠슝, 아웅은 오빳블라스에 항상 만드는 간식으로 오빳블라스 외에는 만드는 일이 드
물다. 세가지 모두 쌀과 팜슈거를 이용하여 만들어 바나나잎으로 포장한 후 찌는 류인데 그 배합
을 달리하여 맛에 변이를 주고 포장 모양이 서로 달라 완성된 모양이 다르다. 빠빠이스는 찹쌀의 
비율이 가장 높아 쫀득쫀득한 식감이며 아웅은 팜슈거의 비율이 가장 높아 깔끄러운 식감이다. 빠
빠이스는 납작하고 네모진 모양, 빠슝은 원뿔모양, 아웅은 삼각형의 모양이다.

21) 와짓은 팜슈거와 코코넛기름을 가지고 만든 과자로 기름종이로 납작하고 네모지게 포장한다. 
22) 자이뽕안은 자이뽕이라고도 하며, 인도네시아 서자바의 순다족 사람들의 전통 춤이다. Gugum 

Gumbira가 만들었으며, 전통 순다 음악인 끄뚝 틸루(Ketuk Tilu)에 맞추어 쁜착 실랏(Pencak 
Silat) 동작을 춘다. (출처: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Jaipo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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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분 전 마을 남자들은 아바의 집의 거실에 둥글게 않았다. 그 안에는 아침부터 마을 
여자들이 애써 준비한 의례용 다과와 음식들이 차려져 있다. 마을 여자들 중에 일부는 
뒷정리를 위해 남아있지만, 의례에는 참석하지 않고 주방에 앉아 수다가 한창이다. 밤 
12시가 되자 아바가 자신의 방에서 나와 자리를 잡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한다. 마을
의 안녕을 기원하는 아바의 기도가 끝나자, 아바 옆에 앉아 있던 뻥훌루(Penghulu)의 
기도가 시작된다. 뻥훌루의 기도가 끝나자 모두 이슬람식 기도를 외우고 아멘을 하고 
기도를 마친다. 의례용 다과와 음식을  먹으며 다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눈다. 한
명 두명 자리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고, 마을 남자 중 일부는 아바의 집에 남아 
거실에서 잠을 청한다. 

(3) ‘카세푸한 정체성’

수하르토 시절에는 ‘오랑 아닷’이 ‘전통적’이지만 ‘구식’이고 미개하다는 이미지를 보
여주기 위해서 미디어를 이용하였다. 가난하고 고단하지만 자연적인 생활상의 이모저
모를 미디어를 통해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미디어의 경향은 지방분권시대가 
되어도 유지되었는데, 새로운 점은 아닷공동체가 미디어를 자신들의 ‘다름’ 즉 ‘차별
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미디어를 통해 비춰
지는 아닷공동체의 ‘전통적’ 이미지는 지나치게 현대화 되어 ‘미국화’ 되어버린 인도네
시아 사회에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화 자본이 되기 시작하였다. 미디어
에서는 전국의 아닷 공동체들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생활상을 도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카세푸한을 연구한 건축학자 Kuntjoro Sukardi(2002)는 미디어를 통해 카세푸
한을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을 기술하였는데 이 글에서 미디어가 아닷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표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1999년 9월 TV 방송을 통해서 독특한 정주형태를 가진 집단을 보았다. TV 프로
그램은 부족 사회 같은 작은 공동체들을 발견하였는데, 이들은 할리문산의 남쪽 사
면의 고립된 지역에 정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1세기 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듯 했다. TV화면을 통해 대나무로 만든 집 그리고 화학적 또는 전기적 인프라
가 전혀 없었다. 산촌주민들은 과거 세대의 비루한 옷들을 걸치고, 고대 작업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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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사용하며, 건식 벼 농작을 짓고 있었다. 농작물을 농작할 때도 자연에서 얻은 
비료들만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들의 수확작물은 풍족하였다. 
얼마나 멋진 또 다른 세계인가?”(Sukardi, 2002, 138쪽)

그의 글은 인도네시아 미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아닷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는가를 분
명히 드러내어 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이 하나의 ‘이상향’을 보고 있음을 보
여준다. 
카세푸한은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닷 공동체적 모습을 외부 사회에 드러낸다. 이
것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아닷공동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
동이라고 볼 수 있다. 카세푸한의 이웃이기도 한 또 다른 아닷공동체인 바두이는 일찍
이 지방정부로부터 아닷공동체의 공식적 지위를 확보하였지만 카세푸한은 번번이 실
패하였다. 아닷공동체의 공식적 지위라는 것은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아닷공동체의 산
림 점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닷공동체의 산림점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지방자치법 특별법을 통하는 것이다. 바두이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저명한 인류학자 Koentjaraningrat의 저서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아닷 사회 중 하나로 소개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아닷공동체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카세푸한의 경우 근교(보고르Bogor) 도시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문화답사와 수학
여행지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의 ‘아닷공동체’로서의 인지도는 확보했지만 여전히 인
도네시아 전체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아닷공동체들에 비한다면 그 인지도의 수준은 
미미했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그러한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신들의 고유
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한다. 이것은 가옥, 의복, 세렌타운이라는 의례의 시
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➀ 가옥

인도네시아에서 전통가옥이란 종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
이다. 앞서 소개 했던 자카르타의 인기 관광지 따만미니에서 가장 대표적인 볼거리는 
바로 서로 다른 형태의 전통가옥이다. 카세푸한 역시 자신들만의 전통가옥을 통해 정
체성을 표현한다. 아바의 집에 가까울수록 전통가옥이 많고, 아바의 집에서 멀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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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마을 전경 <그림 4> 마을 공용 건물과 공간

현대적 가옥의 형태가 많다. 

카세푸한 전통 가옥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붕이다. 지붕의 재료는 대나무와, 룸
비아(Rumbia), 인죽(Injuk)이라는 나무의 잎이다. 지붕은 두 겹으로 만들어 지는데 밑
에 룸비아의 잎을 깔고 그 위에 인죽의 잎을 올린다. 룸비아 나무의 잎을 키라이
(Kirai)라고 하는데 이것을 6개 정도씩 반으로 접어서 긴 대나무 대에 감는다. 그리고 
그 대나무 대에 또 다른 얇은 나무를 묶어 고정한다. 이것을 여러 개 만든 후 지붕에 
올리고 그 위에 얼핏 보면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처럼 보이는 가느다란 섬유
질의 인죽을 덮는다. 이 지붕은 3년에 1번씩 교체해야하는데 직접 자신의 지붕을 수
리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이웃에게 부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
는 수고비를 지불한다. 지붕의 교체 시기가 비정기적이기 때문에 지붕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이는 없다. 
가옥 벽면의 재료는 대나무이다. 대나무를 격자무늬로 엮어 통기성이 훌륭한 벽이 만
들어 지며 집 안의 방과 방을 나누는 벽은 대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들을 겹겹이 겹쳐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집안의 바닥은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 지는데, 부엌의 경우에
는 대나무로 바닥을 만든다. 가옥과 대지 사이에는 주춧돌을 넣어 약 20cm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둔다. 그 공간은 땅의 냉기와 습기가 바닥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
며, 방목하는 닭들에게는 좋은 휴식공간이 된다. 
카세푸한 칩타글라르의 아바 우기는 두 가지 면에서 전통적 가옥이 현대적 가옥에 비
해 좋다고 설명한다. 하나는 카세푸한 전통적 관념과 합치한다는 점이다. 카세푸한의 
세계관에서는 땅을 사람 머리 위에 얹는 행위를 금하는데, 그런 점에서 현대식 가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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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흔히 지붕에 올리는 흙으로 만든 기와에 대해 거부반응을 갖게한다. 집이란 자연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인데, 사람의 머리 위에 땅이 놓이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
힐 때이기 때문에 기와를 지붕에 올리는 행위는 무덤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다. 또한 전통적 가옥은 현대식 가옥에 비해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재료가 모두 주변의 자연에서 구할 수 있고, 폐자재가 남지 않으며 가격이 저렴
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모든 카세푸한 사람들이 전통 가옥에서 살고 있지는 않다. 시르나레스미
의 마을에는 비교적 전통 가옥이 많은 편이다. 왜냐하면 아바 아셉이 사는 마을이기 
때문이다. 아바의 이마 그데에서 근접한 지역과 외진 마을의 경우 전통 가옥의 비율이 
높고 아바의 이마 그데에서 멀거나 도로에서 근접한 마을의 경우 현대식 가옥의 비율
이 높다. 현대식 가옥에 거주하는 카세푸한 사람들에게 아바 우기가 설명한 땅(기와)
을 머리 위(지붕)에 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지를 물으면, 그러한 관념에 대해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닷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지키기 
보다는 중요한 아닷을 선별적으로 지키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아닷이란 
주로 농업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가장 가까운 해안도시 쁠라부한 라뚜로부터 산길을 따라 오다 보면 여러 마을을 지나
지게 되는데, 시르나레스미 마을의 진입하면 그 ‘특별함’에 고혹당하게 된다. 안개가 
자욱한 마을 입구를 들어서면 검은 지붕을 얹은 전통가옥들이 마을 중심의 광장을 둘
러싸고 있다. 그러나 이 풍경은 어느 정도는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다. 

“10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생긴 집(전통식)이 별로 없었어요. 기와를 얹은 집(현대

식 시멘트 집)이 많았고, 아바의 집이랑 몇몇 집이 더 있었을까.. 지금 모습이 훨씬 

보기 좋아요. 더 자연적(alami)이고... 아바(아셉)가 지원금을 받아서 집을 새로 지

은 것에요. 아직도 몇 개(현대식 시멘트 집)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2010년 7월 Aas 인터뷰 중)

마을 소녀 Aas의 언술에 따르면 카세푸한의 지도자들이 현대식 가옥을 전통식 가옥으
로 대체하기 위해 외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바 아셉은 이에 대
하여 앞으로도 여력이 되는 대로 전통식 가옥을 늘려가고 자 하는 포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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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의례 시 빵시의 착용 모습 <그림 6> 평상시 빵시의 착용 모습

‘아닷공동체’의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독특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➁ 의복

카세푸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티셔츠와 청바지와 같은 현대적 의류를 즐겨 
입는다. 그러나 아바의 집인 이마 그데에 갈 때는 지켜야 하는 의복 규칙이 있다. 남
자는  바틱(batik)23) 천으로 만든 머리두건으로 머리를 감싸야 하며, 바틱 천이 없을 
경우에는 모자를 써서 머리를 감추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머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다. 남자의 전통 복장은 빵시(Pangsi)라고 하는데 상의와 하의 모두 검은 색이다. 상
의는 소매가 팔목까지 오는 긴팔이며. 하의는 바지로 길이가 발목까지 오는 긴 바지이
다. 의례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며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착용한다. 특히 오랑 달람
의 착용 빈도가 높다. 여자는 이마 그데를 들어갈 때는 꼭 바틱으로 만든 천을 허리에 
둘러 발목까지 내려오는 사롱(sarong)을 입어야 한다. 빵시의 경우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이고, 카세푸한 스스로도 카세푸한의 전통 복장이라 여긴다. 그러

23)바틱(batik)은 납염(蠟染)이란 뜻의 자바어로 문양을 염색해내는 기술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자바
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염색기술이며 그 기원을 중국 또는 인도로 보는 설도 있으나 명확하지 않
다. 족자카르타(Yogyakarta)에서 전형적인 바틱이 완성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족자카르타의 바틱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하다. 바틱의 기법은 찬찬이란 끝이 가늘게 뚫린 금속용기에 녹인 춧물
을 부어 이것을 천의 표리양면에 가는 선의 문양을 그려 염료를 발라 염색을 한다. 19세기 중반에 
찹이라는 금속형으로 납을 프린트하는 방법이 발명, 양산되어 지금은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다.[미
술대사전(용어편), 2010 참고] 시르나레스미 마을의 사람들 역시 족자카르타의 바틱을 최고로 치며 
친지나 방문객에게  바틱을 선물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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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여성의 의례 복장 <그림 8> 여성의 일상 복장

나 카세푸한 사람들이 여성의 전통복장으로 여기는 사롱은 순다 지방의 농촌에서 흔
히 입는 복장으로 카세푸한 특유의 의복이라 보기는 힘들다. 카세푸한 사람들이 여성
의 전통복장으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카세푸한 아닷의 고유함을 드러내고 있는 
의상은 의례용 의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카세푸한의 의례에서 여성이 등장할 경
우에 입는 의상으로 그 명칭은 분명치 않다. 저고리 모양의 하얀 상의에 사롱을 하의
로 입는 의상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의례용 의상은 옷의 디자인 보다는 옷의 색상이 
중요하다. 남성은 검은색 옷이어야 하고 여성은 흰색 옷이어야 한다는 규칙은 카세푸
한의 상징체계 속에서 검은색과 흰색24)이 짝을 이루어 완전해 진다는 구성 원리를 보
여준다.  

남성의 머리두건 착용과 여성의 사롱 착용의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전통 의상(특히 빵시)의 착용은 좀 더 전략적으로 선택된다. 아바의 경우 항상 전통 
의상을 갖춰 입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례에 참가할 때에만 전통의상을 갖
춰 입는다. 그러나 때때로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근교의 도시로 카세푸한의 대표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전통 복장을 갖춰 입는다. 여자는 전통복장으로 사롱을 아
래에 두르고 그 위에 끄바야(kebaya)25)를 입는다. 남자의 옷인 빵시와 머리에 쓰는 

24) 검은색과 흰색이 짝을 이루는 것은 음식에서도 나타난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손님에게 음료를 대
접할 때 한 잔의 커피(검은색)와 한 잔의 물(흰색)을 내온다. 두 잔을 대접하는 것은 손님의 취향
과 무관하며 규칙을 이행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25) 15~16세기부터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입었던 블라우스 형태의 전통의상으로, 대개 사롱(sarong), 
바틱(batik) 과 같은 전통염색 옷감을 함께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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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깟은 마을 축제 “세렌타운” 동안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전통 의상인 빵시를 갖추어 입지 않다 하더라도, 바틱 머리두건을 쓰고 마을 밖을 돌
아다니는 것은 단연 눈에 띠는 행위이다. 연구자가 마을에서 3시간 가량 떨어진 대도
시로 나가게 되었는데 마침 아바도 도시에 볼 일이 있어 아바와 아바를 대동한 몇몇
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대도시에 이르러 나는 버스를 갈아타
기 위해 아바의 차에서 내렸고, 그들과 인사를 하고 버스를 탔다. 아바는 내가 안전하
게 버스를 타는 것을 확인하고 이내 떠났는데, 버스의 운전사가 두 눈이 휘둥그레 한 
채로 뒤로 돌아 나에게 묻는 것이었다. “아가씨, 아가씨 배웅한 저 사람들, 저 사람들 
누구에요? 다 같이 머리에 이깟을 다 매고, 이상한 사람들이네. (웃음) 옛날 사람들 마
냥 ” 연구자는 별다른 대답을 할 수 없어 그냥 웃었지만, 아바의 동생 에릭이 한 말이 
떠올랐다. 

“난 (마을 밖으로) 나갈 때는 꼭 이깟을 써. 왜냐하면 나는 카세푸한이니깐. 그들과
는 다르기 때문이야.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야.” 

카세푸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지키는 머리두건 착용과 사롱의 착용의 규칙은 과거 
서자바 지역의 순다 사람들의 일상 복장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사롱을 입고 조사
를 진행하는 연구자에게 ‘여기 처녀같네’라고 말하고, 도시사람들이 머리두건을 착용
한 카세푸한 사람을 ‘이상’하고 ‘옛날사람’같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의 순다 사람들과 
카세푸한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카세푸한 사람과 비카세푸한 사람의 의복
을 통한 구별짓기 과정은 카세푸한 내부인들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으며, 외부인들에
게는 이미지를 통해 ‘상상된 이상향’을 구현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➂ 의례의 시현: 세렌타운

세렌타운(Seren taun)은 수확제이다. 벼의 여신인 냐이 뽀하치(Nyai Pohaci)를 숭배
하고 감사를 드리는 제사이다. 축제를 준비하면서 아바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축
제준비금을 걷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아바는 그를 따르는 자들의 수를 가늠 
할 수 있다(Sukardi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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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르잇에 쌀을 넣는 모습 <그림 10> 쌀을 나르는 릉꽁 무리26)

축제의 공식적인 행사는 ‘조화롭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 시작된다. 각 마을의 대표
들은 회의에 참석한다. 그 다음날에는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때에는 많은 수
의 외부인들도 이색적인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찾아온다. 세렌타운의 핵심적 과정은 
수확한 벼를 마을의 공동 곳간인 르잇(Leuit)에 넣는 의례이다. 이 의례를 진행하기 
위해 수십 명의 인원이 동원되는데 이들은 대열을 만들어 논에서부터 마을까지 벼를 
나른다. 흰 수염을 단 남자 릉세르(Lengser)가 대열을 리드하는 역할을 한다. 릉세르
가 대열의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마을의 순결한 7명의 처녀인 ‘뿌뜨리 뚜쥬(Putri 
Tujuh)’가 뒤따른다. 그 뒤로 릉꽁(Rengkong)이라고 불리는 수십명의 남자들이 수확
한 벼를 어깨에 메고 뒤따른다. 그 뒤로는 전통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뒤따른다. 이들
이 Imah Gede에 도착하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바의 가족들은 대열에 합류한
다. 대열은 마을의 광장을 가로질러 르잇으로 간다. 대열이 르잇에 당도하고 아바와 
그 가족들은 르잇 앞으로 가서 서고 나머지 대열들은 뒤에 앉아 의례를 지켜본다. 주
술사가 곳간의 입구에 먼저 올라가 기도를 외우고 아바로 하여금 벼를 가지고 르잇으
로 들어가도록 인도한다. 아바가 든 벼는 하얀 천에 싸여 있고 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
다. 아바는 앉아서 아기를 달래듯 벼를 쓰다듬는다. 아바와 아바의 남자 가족들이 벼
를 넣는 동안 여자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 독특하고 장엄한 이 의례를 구경하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을에 몰린다. 
카세푸한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데, 비록 이들이 

26) 사진 출처: http://xeanexiero.blogspot.kr/2010/08/seren-tau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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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적으로는 도시의 삶에 완전히 적응하였지만, 근본적인 세계관과 믿음에 있어서는 
여전히 카세푸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 사람인 이웃을 여전히 ‘그들’이라고 칭하며 카세푸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칭한다. 
도시로 이주한 이들은 세렌타운이 거행되는 시기에 만큼은 다시 아바를 찾는다. 이것
은 카세푸한 사람들은 세렌타운 기간에 아바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
이기도 하며 가족과 가깝고 오래된 친구들을 회포를 풀 수 있는 명절이기도 하기 때
문이다. 마을에는 카세푸한 사람들 이외에도, 외부인들이 구경거리를 즐기기 위해 모
여든다. 가까운 도시 사람들이 이색적인 광경을 찾아오기도 하고, 학생들은 다문화를 
공부하는 현장체험의 기회로 삼아 찾아오기도 한다. 축제 구경꾼들에게 물건을 팔기위
해 옷, 악세서리, 주전부리 장사꾼들도 몰려든다. 

현재 시행되는 세렌타운 의례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축제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가
지고 있다. 지도자인 아바는 다양한 기업의 후원을 받기도 하고 방송국을 섭외하여 카
세푸한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기도 한다. 후원을 통해 유입되는 기업들의 마케팅은 보
여주는 축제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세렌타운을 준비하기 위해서 1달 전부터 카세푸한 가구 모두로부터 준비
자금을 모은다. 이를 응아라우깐(ngaraukan)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은 기업의 후원
금을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27)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는 이동통신 회사인 XL
과 담배회사인 쟈룸(Djarum Coklat)으로부터 아바 우쟛(선대 아바) 때부터 후원금을 
받아 왔다. XL은 5백만 루피아(약 한화 60만원)를 후원한다. 쟈룸에서는 2007년까지 
매년 4천만 루피아(약 한화 400만원)를 받았다. 이러한 외부의 지원금에 대해서 일반 
마을사람들은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아바 아셉은 이 후원금 혹은 지원
금을 통해 다른 카세푸한 소집단들에 비교해서 적은 토지를 보유하고, 적은 수의 구성
원을 가진 것28)을 상쇄하고 있었다. 

27) 가구당 20,000 Rp를 내는 것이 의무였지만, 지금은 스폰서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돈을 내는 것이 가능해 졌다고 아바 아셉은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아바 아셉은 기업의 후원을 받
는 것은 가난한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 

28)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의 경우 카세푸한 칩타글라르에 비해 토지와 구성원이 적다. 가장 큰 이유
는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가 카세푸한 칩타글라르로부터 분기한 소집단이라는 것이지만 이주와 개
간 관습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카세푸한 칩타글라르의 경우 거점마을이 최근
에도 산림 개간을 통해 이주를 하였고 농지를 얻기 위한 이차림 개간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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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아바 아셉은 지방자치 단체
인 Pemda, Kabupaten으로부터 1천만 루피아(한화 약 100만원)를 지원받았고, 중앙
정부 소속의 관광청에서 1천만 루피아를 지원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
금은 아닷공동체의 자발적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매년 심사를 거쳐 통과가 되어야 지
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고 한다. 아바 아셉은 관광청에 아닷공동체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매년 5백만 루피아(한화 약 50만
원)씩  지원금을 받았다. 관광청에서 받은 지원금과 그 외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
원금을 총합하면 2002~2007년 기간에는 매년 1천5백만 루피아(한화 150만원)의 지원
금을, 2008~2010년 기간에는 매년 2천만 루피아(한화 200만원)를 받았다. 
기업의 지원금과 정부의 지원금 그리고 카세푸한 사람들이 인당 20,000루피아(한화 
약 2천5백원)의 부조로 세렌타운을 위한 준비자금이 마련되는데, 아바 아셉이 제공한 
기록에 따르면 2007년에는 약1억8천만 루피아, 2008년에는 약 2억3천만 루피아, 그
리고 2009년에는 2억 6천만 루피아가 마련되었다. 준비자금의 규모가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준비자금의 증가는 세렌타운의 규모의 확대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 세렌타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진행하기 위해 세렌타운 준
비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부문별로 진행요원들을 구성하고 있다. 2011년에는 10개 부
문, 47명의 진행요원들로 구성되었다. 각 부문별로 역할을 살펴보면 1.접객부에서는 
방문객의 방명록을 작성하고 그들의 지위와 사회적 성격에 따라 분류한다. 2.숙박부에
서는 숙박을 필요로 하는 손님의 수요를 파악하고, 마을에서 민박을 제공해 줄 수 있
는 집을 찾아 연결해 준다. 민박을 하기로 결정한 가구의 기본적인 접객 예절도 교육
한다. 3. 설비부에서는 공연이 진행될 무대설치, 상인들에게 임대할 판매부스 설치, 정
비, 해체를 책임진다. 4. 조명부에서는 전통공연이 연행되는 무대의 조명과 축제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되는 가로등의 설치와 관리를 담당한다. 5. 보건의료부에서는 간단한 
비상약을 확보하고 있는데 보통은 보건소로 환자를 연결해준다. 6. 안전관리부에서는 
저녁시간의 순찰을 담당한다. 7. 문화예술부에서는 공연의 진행을 책임진다. 8. 교통
부에서는 주차공간을 관리하고, 마을에 출입하는 오토바이와 차량에 입장료를 받고 확
인 스티커를 붙여준다. 9. 소비부에서는 임시 가게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판매부스들을 

다. 그러나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의 경우 정부 행정기관과 근접하여 개간 수행이 자유롭지 않으
며 이주 관습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적은 토지와 적은 구성원은 카세푸한 지도
자인 아바의 경제적 축적 수단이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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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한다. 10. 종교부에서는 이슬람 사원의 관리를 맞는다. 각 부서는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7명 정도의 진행요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고정된 급료를 받지는 않지만 아바
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수고료를 받으며, 세렌타운이 끝난 후 기업을 통해 들어온 티셔
츠나 담배 등의 후원물품들을 우선적으로 배분받는다. 아바를 비롯한 마을의 핵심 인
물들은 세렌타운을 통해 정치인이나 지방유지, 고위공무원 또는 경찰과 군인들과의 친
밀도를 높이기도 한다. 아바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
은 세렌타운 축제 내내 아바와 같은 서열로 취급받게 된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아닷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외부 세계와 소통한다. 그러나 때
때로 카세푸한 사람들이 표출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외부 세계에서 보고자 하는 이미
지는 어긋나기도 한다. 연구자의 현지연구가 이루어졌던 2011년의 세렌타운 축제에 
방송국팀이 방문했다. 이때 발생한 작은 에피소드는 방송국과 카세푸한 주민이 기대하
는 것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 준다. 
카세푸한 사람들에게 세렌타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전통 공연이 있는 밤이
었다. 한 달간 저녁마다 모여서 연습을 한 마을의 청년과 처녀들의 공연이 계획되어 
있었다. 무대 앞의 광장에는 사람이 빼곡히 들어서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좀처럼 시작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을의 행사에서 으레 사회자를 맡는 부허리
(Buhori)가 마이크를 잡고 안내방송을 시작하였다. 방송국 촬영팀에게 공연이 시작될 
예정이니 서둘러 무대로 오라고 하는 안내방송이었다. 낮에 부허리가 방송국 팀에게 
이미 이 공연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그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연구자는 
기억하였다. 연구자가 숙소로 돌아가 방송국 팀을 찾아 상황을 알려주자 그들은 약간 
당황해 하였다. 프로듀서는 계획에는 없지만 카메라맨에게 무대로 올라가 촬영을 하도
록 지시하였다. 결국 카메라맨이 무대에 당도하였고, 부허리는 왜 이렇게 늦었냐며 약
간의 핀잔을 주었고 다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마을의 공연을 잘 녹화하도록 
종용하였다. 이 작은 해프닝은 카세푸한 사람이 자신들의 어떤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가를 보여준다. 방송국 팀은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 상 보다 
‘원시적’인 생활모습에 치중하여 녹화를 진행하여 왔다. 그들이 원하는 ‘원시적’인 모
습이란 구식의 농기구를 활용하고, 다양한 주술이 곁들여진 의례가 수행되고, 독특한 
모습의 전통적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카세푸한 사람들이 
준비한 공연은 그 내용은 카세푸한 사람들의 것이나 형태는 현대식 공연과 다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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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높이 세워진 무대와 조명, 마이크를 든 사회자, 잘 차려입은 젊은 남녀가 짜여진 
각본에 맞추어 극을 연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세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카세푸한 사
람들이 원하는 바는 그들의 독특하고 화려한 공연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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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총체적 삶의 공간으로서의 ‘숲’: 카세푸한의 토지

관리체계

본 장에서는 카세푸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용하는 숲을 공유재(commons)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 공유재를 관리하는 제도인 아닷이 변화하는 동인에는 어떤 내부적 또는 
외부적 동인이 있었는지를 알아본다. 카세푸한의 아닷을 통해 규율되는 공유재인 ‘숲’
에 대한 관리체계는 전통지식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학자들이 원주민 
집단의 전통지식이 생태적으로 적절하며 새로운 환경보호의 대안으로써 가능성을 모
색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카세푸한 사람들의 산림관리체계의 생태적 적절성 여부
는 고찰하지 않는다. 아닷의 일부로 기능하는 산림관리체계를 소개함으로써 후속 연구
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닷공동체는 그들이 오랜 세월 점유해온 땅과 그 땅의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데 있어 발달시켜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을 보유하
고 있다. 이 전통지식은 인지체계를 포괄하고 있으며 현대과학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인지체계(cognitive system)를 집단마다 각기 독특하게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지체계를 통해서 어느 특정집단이 이해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논의
가 가능해 질 수 있다(전경수, 1997).

카세푸한 사람들은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비-카세푸한 사람들에 비해 산림에 대한 의
존도가 높으며, 이것은 카세푸한의 산림관리체계가 갖는 성격에 기인한다. 이 카세푸
한의 산림관리체계는 다른 카세푸한의 사회문화적 요소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총
체성(totality)을 가진다. 산림관리체계의 총체성은 카세푸한이 외부와 마주하게 되는 
접점에서 선택하는 일련의 주체적 변화들 속에 내포된 요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중
요한 지점이 된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동일한 외부적 요인을 두고 비-카세푸한과 카
세푸한이 서로 다른 선택을 내리게 되는 이유를 아닷으로 구체화되는 산림(공유재) 관
리 체계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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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숲’의 분류

카세푸한은 자신들의 거주공간을 세 가지 성격을 가진 숲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지
한다. 각각의 숲에 해당하는 이름은 숲의 성격을 보여 준다. 숲의 현지어 명칭은 르웅 
띠띱빤(Leuweung titipan)과 르웅 뚜뚭빤(Leuweung tutupan), 르웅 가랍빤( 
Leuweung garapan) 이다. 르웅(Leuweung)은 순다어로 숲이라는 뜻이며, ‘르웅’ 뒤
의 단어들은 각각 그 숲의 성격을 의미한다. ‘띠띱빤’은 맡기다, 신탁하다라는 뜻을 가
진 ‘titip’에서 파생된 명사형이고, ‘뚜뚭빤’은 닫다, 막다, 둘러싸다라는 뜻을 가진 
‘tutup’에서 파생된 명사형이다. ‘가랍빤’은 경작하다, 일구다라는 뜻의 ‘garap’에서 
파생된 명사형이다. 해석하자면 ‘르웅 띠띱빤’은 신으로부터 신탁된 숲을 의미하며, 신
이 거주하는 공간을 의미함과 동시에 신탁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보전해야할 숲이
라고 볼 수 있다. ‘르웅 뚜뚭빤’은 막힌 숲, 닫힌 숲으을 의미하며 마을 사람들에 의한 
숲의 활용이 제한된 공간이다.  ‘르웅 가랍빤’은 경작용 숲으로 농업 목적으로 자유롭
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르웅 띠띱빤’은 아바가 신의 계시인 왕씻(Wangsit)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땅으
로, 왕씻이 있기 전까지는 보호되어야 한다(Sukardi 2002). 함부로 이 공간에 개입 
할 수 없으며, 아바의 허가 없이 침범할 경우 신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  아바와 숲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숲이 훼손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훼손된 부
분이 발견되면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의례를 치러야 한다. 르웅 띠띠빤은 수원(水原)
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엄격히 보호됨으로써 숲의 형태는 천연림의 모습
이다. 
‘르웅 뚜뚜빤’ 역시 농지로 개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 숲에서는 땔감과 집을 
짓기 위한 목재에 국한하여 숲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 목재를 구할 때에
는 아바의 허락이 필요한데, 마을의 어른(kolot lumbur)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바에게 
요청한다. 이 숲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숲의 안정성이 보장되
며 경작지인 르웅 가랍빤 주변에 르웅 뚜뚜빤이 형성됨으로서 르웅 가랍빤의 무분별
한 확장을 방지하는 효과를 낸다. 그 형태는 천연림과 이차림이 혼합된 형태를 띤다. 
마지막으로 ‘르웅 가랍빤’의 경우에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자
유로운 숲이다. 자급자족을 위한 각종 농작용 토지로 이용되며, 그 전유가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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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웅 가랍빤의 많은 구역이 사유지의 형태로 사용된다. 토지의 사용자가 죽을 경우 그 
경작지를 자손에게 계승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동안 방기되었을 경우에는 원
하는 사람이 새롭게 사용권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권을 요구할 때에는 아바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닷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점한 공간은 그 공간의 사용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산림자원에 대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르웅 가랍빤에
는 사유지의 형태로 사용되는 아바 소유의 토지(논과 밭)가 있다. 아바 소유의 토지는 
행정적으로 아바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그 산출물을 아바가 사용하기 때문에 사유
지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카세푸한이라는 집단이 소유하는 공유지이며 현(現) 아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유지가 아니다. 이를테면 현 아바가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직위를 그만두었을 경우 그 토지는 새로운 아바에게 귀속되며, 아바는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권, 매매권을 갖고 있지 않다. 카세푸한의 구성원들은 아바의 농토에서 일을 
돕고 그 수확물의 일부를 분배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 토지에서의 협동 노동은 일종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농지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은 아바의 농지에서의 노동에 더 적극
적으로 참여한다. 자급자족을 위해 유리한 전략임과 동시에 아바의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아바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다. 

                   

<그림 11> 카세푸한의 숲의 구성  

위의 그림은 카세푸한의 원로 부허리(Buhori)가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숲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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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그려준 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르웅 띠띱빤이 가장 핵심부에 위치하며 그것을 감
싸는 것이 르웅 뚜뚭빤 그리고 그 바깥이 르웅 가랍빤이다. “신의 숲” 성격을 지닌 띠
띱빤은 카세푸한의 숲에 대한 인지체계에서 가장 핵심에 위치하여 있다. 
카세푸한 사람들이 자연을 인지하는 방식이 ‘전통지식’에 머물러 있는 고정된 것은 아
니다. 마을 주변의 산림에는 외부에서 조성한 각종 플란테이션이 조성되어 있으며 할
리문 산의 곳곳에는 국립공원이 표시한 팻말29)들로 구획되어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외부적 요소들의 등장은 카세푸한 사람들의 인지 체계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나무에는 세 종류가 있어. 첫 번째는 숲의 나무(pohon hutan)이고, 두 번째는 마
을의 나무(pohon kampung)이고, 마지막은 정원의 나무(pohon kebun)야. 숲의 나
무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나무를 말해. 그리고 마을의 나무는 
마을 사람들이 필요를 위해 심은 나무를 말하지. 마지막 정원의 나무는 외부사람이 
심은 나무들인데, 플란테이션의 고무나무 같은 거지.”

(마을 청년 Adung과의 인터뷰, 2010년 11월 19일)

위의 마을 청년 아둥의 말에서는 전통적인 숲의 분류체계가 드러나면서도 외부 영향
을 통해 그 분류 체계가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정원의 나무’의  경우 
카세푸한의 아닷 상의 인지체계 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나무이며, ‘낯선(alien)’ 나무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리문 산의 관할 기관인 할리문-살락산 국립공원에서 규정한 산림
의 구역은 카세푸한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입구에 ‘보호구
역’이라는 팻말이 붙기도 하고, 르웅 뚜뚜빤으로서 보호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공간은 
어느날 플란테이션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카세푸
한의 인지체계 상의 산림 구획과 새롭게 등장한 국립공원의 산림 구획이 충돌하게 되
는 것이다. 
2장에서는 르웅 가랍빤, 르웅 뚜뚜빤, 르웅 띠띱빤 이 세 종류의 숲이 각각 어떻게 관

29) 국립공원은 사람들의 거주 공간 내부와 외부를 가리지 않고 국립공원 임을 나타내는 푯말을 세우
고 공간의 사용을 금함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분노하여 푯말을 뽑거나 부수는 일을 빈번
하게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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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국립공원 체제와 어떠한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2. 르웅 가랍빤의 활용

르웅 가랍빤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부분은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숲’30)과는 
거리가 멀다.  많은 대지가 벼농사를 위해 쓰이기 때문에 숲이라기보다는 농경지에 가
깝다. 르웅 가랍빤의 경관은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모습보다는 산의 사면을 따라 켜켜
이 겹쳐진 작은 논둑으로 둘러싸여 조그맣게 구획된 논들의 모습을 이루고 있으며, 르
웅 가랍빤 구성하는 주요 형태는 수답(水畓), 전답(田畓) 그리고 채소밭과 혼농임업지
로 구성되어 있다. 르웅 가랍빤은 그 활용빈도가 가장 높고 사적 소유 형태 비중이 높
다. 그러나 토지 사용 용도의 빈번한 변동은 소유의 형태의 빈번한 병동을 발발시킨
다. 사적 소유와 공유가 교차 되며 유동적이고 모호한 공유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공간
이다.  

(1) 벼농사: 사와와 후마 

벼의 신성성

카세푸한 사람들의 주식은 쌀이다. 인도네시아의 자바 농촌사회는 1970년대 중반 이
후 '녹색혁명'의 급속한 확산과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 왔다. 인
도네시아의 경제구조는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벼농사는 자바의 농민들에게 '심심풀이'로 전락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
부문에서 일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농업 노
동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Kim 2002). 시나르레스미 마을도 젊은이들

30) ‘숲’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세계식량기구(FAO)는 면적이 5000㎡이상, 나무 높이가 
5m이상, 수관 울폐도가 10%이상이면 숲이라고 정의하며, 우리나라 산림법(1990. 제2조)에 의하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를 말한다. 이 글에서 연구자가 “ 우리가 말하는 ‘숲’”
을 언급했을 때 숲이란 산림법에서 규정하는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과 그 토지’에 가까운 형태
로 보다 엄밀하게는 집단적으로 입목이 생육되어 있는 수풀이 우거진 공간에 대해 공유되어 있는 
이미지(image)를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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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농촌을 떠나 도시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모습은 나타나지만 차이점은 그들이 결
혼을 앞두고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카세푸한 젊은이들은 낮은 교육 수준과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의 척박한 조
건은 카세푸한의 청년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인
도네시아 전반적인 자바의 농촌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카세푸한 사람들에게는 벼
농사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삶의 근간이 된다. 카세푸한 사람들이 벼농사를 중요시 하
는 태도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렵다. 카
세푸한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벼의 신성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카세푸
한 사람들에게 벼농사와 관련한 아닷은 다른 아닷들(가옥, 의복 등)에 비교하여 더 중
요하고 보수적으로 지켜진다. 벼의 신성성과 그로 인한 아닷의 보수성은 카세푸한 사
람들의 산림관리체계의 총체성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어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벼는 빠디(padi)이고, 도정한 벼, 즉 쌀은 브라스
(beras)이며, 이를 익힌 밥은 나시(nasi)라고 부른다. 벼라는 식물종과 인간이 접촉하
는 순간들의 궤적을 따라서 빠디-브라스-나시(벼-쌀-밥)가 하나의 연속된 개념으로 취
급되며 이 개념에는 중요한 가치가 부과된다. 
카세푸한에게 벼는 신성한 존재이다. 벼에는 여신이 깃들여 있다. 벼의 여신 냐이 뽀
하치(Nyai Pohaci) 또는 데위 스리(Dewi Sri)는 모든 영적 존재들 중에서도 매우 특
별한 존재이다. 
벼의 여신인 데위 스리는 순다의 오래된 전설에서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있다. 데위 스
리 전설은 몇 가지 버전이 있지만 카세푸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전설은 다음과 같다. 데위 스리는 땅을 관장하는 신인 데와 안타(Dewa Anta)의 알에
서 태어났다. 데와 안타는 이 알을 하늘의 신인 데와 바타라 구루(Dewa Batara 
Guru) 에게 선물한다. 그에게 맡겨진 데위 스리는 데위 우마(Dewi Uma)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한다. 그러나 데와 바타라 구루가 데위 스리를 사랑하게 된 것을 염려한 
우주를 관장하는 신, 사향 웨낭(Sanghyang Wenang)은 데위 스리가 에덴의 정원에 
있는 꿀디(kuldi) 열매를 먹은 죄를 물어 죽게 한다. 데와 바타라 구루의 보좌를 맡고 
있던 초능력을 가진 현자 바가완 삭띠(Bagawan Sakti)는 데위 스리의 시신을 땅에 
묻는다. 그리고 1주일 후 데위 스리의 무덤에서 풀과 나무들이 자라났다. 그녀의 배에
서는 벼가 자랐고, 그녀의 다리에서는 대나무가 자라났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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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종류의 풀들이 자라나고, 그녀의 음부에서는 아렝가(arrenga) 나무들이 자라났다. 
데와 바타라 구루는 이 모든 식물들을 고대 순다 왕국의 위대한 실리왕이 왕(Prabu 
Siliwangi)에게 선물한다. 그리고 실리왕이 왕은 자바 전역에서 이 식물들을 재배하였
다.(Wessing 1990) 이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는 신화 중 하나이다. 데위 스리의 일부
로 여겨지는 벼는 신성화 되며, 벼농사 또는 벼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의례를 통해 엄
숙하게 다루어진다. 

연구자가 거주하였던 집의 장남이 오밋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오밋이 나에게 
먼저 밥을 덜 것을 권했고 고맙다는 눈짓을 준 후 나는 밥을 덜었다. 오밋에게 밥 
주걱을 전달하자 오밋이 “잠깐만” 하더니 밥을 덮어 놓았던 바바나 잎사귀의 한 귀
퉁이를 길게 찢어 귀 뒤로 꽂았다. “그건 왜 하는 거에요?” 라고 묻자 “(밥을 한 손
으로 가리키며) 예의를 갖춰야지, 오늘 난 머리에 이깟을 두르지 않았잖아”31)라고 
답했다. 

(2010년 12월 20일 현지조사 노트중)
벼농사

카세푸한은 전통적이고 친환경적인 농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세푸한의 
농법은 인도네시아 ‘녹색혁명’ 이전의 농법과 유사하다. 근교의 다른 마을 사람들이 
현대화된 농기구와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1년에 이모작 또는 삼모작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카세푸한은 극히 보수적인 농법을 유지한다. 카세푸한의 아닷을 따라 벼농
사는 1년에 일모작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지키며, 전통 농기구를 사용하고 화학 비료
의 사용이 금지되며, 재래식 품종의 벼를 유지하고 있다. 
카세푸한이 1년에 일모작만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지가 어머니 즉 여성과 같기 때문
이다. 대지에서 농경을 지어 수확을 하는 행위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다. 
여성이 1년에 한번 밖에 출산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머니 대지(Ibu Bumi) 로부터도 역
시 1년에 한번 수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카세푸한의 논농사는 경사가 있는 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적인 농업 
방식을 사용한다. 첫째는 화전을 이용한 개간 방식의 벼농사이고 둘째는 물이 채워진 
작은 구획의 논들로 구성된 계단식 형태의 수경 방식의 벼농사이다. 화전을 이용한 개

31) 카세푸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깟을 머리에 둘러야 하는 것은 2가지 경우이다. 전통적 지도자인 아
바의 면전에 갈 때와 밥을 먹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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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방식의 전답을 후마(Huma)(또는Ladang)라고 하고, 관개를 이용한 수답을 사와
(Sawah)라고 한다. 카세푸한은 사와 방식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후마 
방식을 사용하여 왔다고 한다. 
카세푸한의 농번기는 대략 9월에서 3월까지라고 볼 수 있다. 후마 벼농사의 농번기와 
사와 벼농사의 농번기의 시기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후마에서의 벼
농사는 파종에 앞서 개간에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사와보다 약 한달 정도 먼저 일
찍 농경활동이 시작되며 특히 화전 개간을 할 때 적절한 기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
다. 후마의 농경활동은 8월 무렵에 시작되어 모내기는 9~10월경 , 수확이 2월 경 이
루어지는 반면, 사와에서의 벼농사는 모내기가 11월 즈음, 수확이 3~4월에 이루어진
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아닷에 의해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논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
나 이러한 논일 중 모내기와 수확 활동은 예외로 금요일과 일요일에 이루어져도 상관
이 없다. 모내기와 수확은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 전면적으로 금지
되는 금요일과 일요일에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내기는 쌀을 어머니 대지에게 
의탁하는 것이고 수확활동은 어머니 대지로부터 의탁한 쌀을 완전한 모습으로 돌려받
는 행위이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 행위’에 비유되는데 생명의 탄생이
라는 측면과 어머니 대지의 인간을 위한 선물이라는 측면은 그것이 노동의 연장선상
에 있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노동이 금지되는 금요일과 일요일에 모내기와 수확활동
이 예외로 허용되는 이유이다. 

화전 개간방식의 벼농사: 후마(Huma) 

먼저 화전 방식으로 쌀 재배가 이루어지는 후마에 대해 살펴본다. 후마는 다른 말로는 
라당(ladang)이라고 한다. 후마에서 재배되는 벼의 종은  Pare Batu, Jamudin, 
Loyor, Gadog이 있다(빠마까야안32) 인터뷰, 2011년 7월). 그리고 벼와 함께 수수
(kunyit: Panicum viride L.), 나무 콩(Cajanus cajan L.), 깨(wijen: Sesamun 
orientale L.) 율무(Hanjeli: Coix lacryma jobi L.)를 섞어 심는다. 
후마는 화전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 경작을 하고 난 후의 땅은 지력이 떨어져 다시 
벼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매해 새로운 땅을 찾아 새로 개간을 해야 

32) 카세푸한 공유지의 농업을 총괄 책임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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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새로운 땅을 찾는 방식은 자신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지리적 거리 안에 
있는 대지 중 경작되지 않는 땅을 찾으면 된다. 만약 자신이 이전부터 다른 용도로 사
용하던 대지가 있다면 그 곳을 정리해서 후마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남이 사용하다 버려진 토지를 찾아 개간한다. 후마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짧
은 사용권 주기는 그 토지가 사유지 보다는 공유지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세푸
한 사람들은 다른 이가 사용하지 않는 토지임을 아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바
와 꼴롯 름부르의 허가를 통해 새로운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이 사용
권을 주장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후마를 위한 토지가 카세푸한의 구성원이라면 누구
에게나 접근이 허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 모두에게 접근이 허용되어 있
기 때문에 공유재의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자신의 후마로 결정하여 개간을 하면 
그 한해는 자신의 사유지가 된다. 그러나 후마의 수확이 끝나면 그 땅의 사용권은 다
시 모두에게 개방된다. 공유지와 사유지가 반복적으로 교체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
다. 만약 이 지역을 사와로 개간을 할 경우에는 보다 지속적인 사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개간을 마친 후마는 파종을 한 후 이따금 잡초 정리를 해 주면 수확 때까지 별
다른 손이 가지 않는다. 사와와 비교했을 때 더 적은 노동량이 투입된다. 
카세푸한 사람들의 삶의 주기는 후마의 쌀 재배 주기와 면밀히 닿아있다. 카세푸한 사
람들의 1년은 후마를 개간하고, 후마에 벼를 심고, 후마의 벼를 수확하고, 후마에서 
수확한 쌀을 저장고에 담고, 후마에서 수확한 햅쌀로 첫 밥을 짓는 활동들로 이루어지
며 각각의 활동들은 신성한 의례를 수반한다. 먼저 후마에서 세부적인 농업 활동의 단
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카세푸한은 벼농사 시행 단계의 적절한 시기를 알기 위해서 별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
찰한다. 별의 움직임을 읽는 것을 구루 망사(Guru Mangsa)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
며 이것은 후마와 사와 경작 모두에 해당한다. 농업과 관련한 중요한 별은 Kerti 와  
Kidang 이다. “Kerti 별이 Beusi 별을 만나고 Kidang 별이 Kujang 별로 떨어지면
(Tanggal kerti kana beusi, tanggal kidang turun kujang)” 카세푸한 사람들은 
전통식 농업용 도구들을 정비해야 한다. Kerti는 태양력으로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날 자정에 나타난다. “Kidang이 동쪽에 뜨고 Kerti 가 서쪽에 뜨면(Kidang 
ngrangsang ti wetan, Kerti ngrangsang ti kulon)”긴 여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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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시기에는 Huma에 불을 붙여 나뭇가지들을 정리해야 한다. Kerti 별이 하늘 
한 가운데에 뜨면 벼를 심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Kidang과 Kerti 별이 서
쪽으로 지면 농번기가 지나고 다시 우기가 시작됨을 의미한다(Uganda 2009, 아바아
셉과의 인터뷰를 정리). 
아바와 꼴롯 름부르들은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농경 활동의 적절한 시기를 알려준
다. 적절한 시기에 대한 지시가 있으면 가장 분주한 농번기가 시작된다. 아래의 기술
은 카세푸한의 한 가족이 후마에서 하는 벼농사 작업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남자 가장은 후마를 만들 땅을 고른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와의 면적이 작을 경우
에는 후마를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와의 면적이 클 
경우에는 후마를 만드는 것에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식량이 부족하지 않
더라도 후마를 조금씩은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후마에서의 의례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옥이 있는 생활공간에서 가까운 땅은 보통 이미 선점되어 있기 때문에 집
에서 다소 먼 곳에서도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어 자신이 선점
했음을 표시하는데 표시가 없는 곳을 찾으면 마을의 어른인 꼴롯 름부르를 통해 아바
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사유지에 목재용 나무를 키우는 공간인 딸룬(talun)33)을 마
련해 놓았고 그 곳에 있는 나무를 마침 베어 팔았다면 그 땅을 후마로 만드는 것도 
좋다. 후마를 만든 후 이듬해에 다시 딸룬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마는 경사
가 조금 있는 땅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투리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기
도 하다. 이렇게 후마에 알맞은 땅을 선정하는 것을 나라와스(Narawas)라고 하며, 남
자만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경작할 땅을 고르고 나면 잡목과 관목, 풀 등을 베어내어 말끔히 정리한다. 정리하는 
데 대략 1주일이 소요되었다. 정리가 다 되면 불을 놓을 때 잘 타게 하기 위해서 보
름에서 1달 정도 토지를 건조시킨다. 정리하는 작업을 냐차르(Nyacar)라고 하며, 이 
일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 
토지가 충분히 건조가 되면 남자는 불을 놓아 잡초를 태워 토지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응아후루(Ngahuru)라고 하는 이 일은 남자만 할 수 있다. 불이 꺼진 후 타고 남은 찌

33) 딸룬(talun)은 카세푸한 사람들의 혼농임업지를 의미한다. 목재와 과일을 얻기위한 나무들과 다양
한 약재를 혼합하여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한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Ⅲ장의 1(2)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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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기 들을 모으는 응어루깐(Ngerukan)은 가족 모두 함께 협동하여 일을 한다. 찌꺼기
를 다 모으면 모아놓은 찌꺼기를 태운다. 이를 응아두룩(Ngaduruk)이라고 한다. 어린
이는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여자는 함께 한다. 
볍씨를 심기 좋도록 땅을 고르게 정리하는 냐라(Nyara)라는 작업에는 가족이 모두 참
여 한다. 이로써 후마가 완성되었다. 후마가 완성되면 적절한 파종시기를 기다린다. 
아바가 먼저 응아슥(Ngaseuk) 의례를 통해 벼를 심는 계절이 왔음을 선언하면 파종해
도 된다. 남자가 아슥(Aseuk)이라고 불리는 긴 막대를 이용해 땅에 구멍을 내면 여자
가 그 구멍에 볍씨를 심는다. 아이들도 함께 참여한다. 벼를 심고 나면 간간이 잡초를 
제거하는 응오렛(Ngored)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다. 제초작업은 가족 모두
가 참여한다. 벼가 어린아이의 키만큼 자랐을 때가 수확할 시기이다. 아바가 가장 먼
저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을사람들이 수확을 시작할 수 있다. 수확은 미삣(Mipit)
이나 디부앗(Dibuat)이라고 한다. 수확 작업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참여한다. 수확
된 벼를 건조시킬 대(Tongkob)를 만드는 작업을 응아다믈 란따얀(Ngadamel 
lantayan)이라고 하며 남자가 담당한다. 벼를 대에 널어 말리는 작업을 응아란따이끈
(Ngalantaykeun)이라고 하며 남자와 여자가 참여한다. 널어놓은 벼가 충분히 건조되
면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벼를(Pocong)의 형태로 묶는다. 다 묶은 벼를 곳간으로 운
반하는 작업을 웅운잘(Ngunjal)이라고 하며 남자가 담당한다. 옮겨진 벼를 곳간에 넣
는 응아르잇끈(Ngaleuikeun)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다. 곳간에 들어가 넣어놓은 벼
를 정리하는 응으릅끈(Ngeleupkeun)을 하며 남자만이 할 수 있다. 탈곡을 할 때 까
지 벼는 곳간에 저장되어 있다.  

카세푸한 성원의 의무 중 하나는 개인이 일군 후마에서 수확된 벼 중 2 뽀총(pocong)
을 아바에게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 거둬들여진 벼는 카세푸한의 공동 곳간 르잇 시 
지맛(Leuit Si Jimat)34)에 보관된다. 이 곳간에 보관되는 벼는 카세푸한의 공동재산으로 
기근을 대비한 수확물이다. 카세푸한의 일원은 누구라도 이 곳간에서 자유롭게 벼를 
가져갈 수 있으며, 가져간 만큼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실제로
는 2 뽀총(pocong) 이상의 벼를 르잇 시 지맛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면접을 통해 

34) 르잇 시 지맛(Leuit Si Jimat) 은 아바 소유의 르잇이다. 세렌타운의 핵심 의례인 ‘응아르잇끈’에 
이용되는 르잇이기도 하다. 보통 르잇들 보다 크기가 크고 외관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장식
된 문양은 카세푸한 소집단 마다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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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는데 그 양은 대략 총 수확량의 10% 정도였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수확량의 많
고 적음에 따라 르잇시지맛에 내야하는 벼 양이 다르지만 낸 벼의 총량과는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벼를 빌릴 수 있었다. 빌린 만큼의 벼를 되갚아야 하기 때문에 부의 재분
배 효과는 떨어지지만 지역 전체가 대대적인 흉작이 아닌 이상 모든 카세푸한 사람들
은 기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는 조치가 되었다.  
후마의 경우 토지의 선정과 사용 그리고 그 폐기가 공유재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산으로 물려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모두 자유롭게 후마
를 개간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후마의 개간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화전을 통한 개간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2> 벼 건조 모습35)

후마에서의 농경활동은 크고 작은 의례가 수반하며 그것은 카세푸한 사람들의 협동력
과 결속력을 높임과 동시에 순조로운 농업활동을 촉진해준다. 후마에서의 주요 의례들
은 다음과 같다. 

⦁응아슥(Ngaseuk): 응아슥은 아슥이라고 불리우는 긴 대나무 막대을 이용해 땅에 구
멍을 내고 볍씨를 심는 농사 활동 중 하나이다. 응아슥을 하는 첫날에 의례가 수행되
는데, 의례의 이름도 응아슥이라고 한다. 아바와 암부는 의례용 복장을 차려입고 카세
푸한의 공유지36)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첫 응아슥을 한다. 아바가 아슥으로 땅에 구

35) 출처: 아바 아셉의 동생 에릭(Erik)으로부터 받은 벼 건조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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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후마의 농업 활동과 의례

토착 명칭 내용 참가자

나라와스(Narawas) 후마로 만들 땅을 고른다. 남성

멍을 내면 아바의 부인은 아바가 낸 구멍에 볍씨를 심는다. 응아슥을 수행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응아슥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먹는다.
⦁베베레스 마그르(Beberes Mager): 해충으로부터 벼를 보호하기 위한 의식이다. 이 
또한 카세푸한의 공유지에서 의식이 거행되며, 카세푸한의 전통 사냥꾼 쁨부르
(Pemburu)가 주술을 외운다.  
⦁응아라우난(Ngaraunan): 벼가 원만하고 수월히 자라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의식이
다. 모든 카세푸한 구성원이 참여하며, 아바에게 기도를 요청한다. 벼가 3개월에서 4
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실시한다. 
⦁미삣(Mipit): 대대적인 수확에 앞서 아바가 직접 첫 수확을 한다. 적절한 수확 시기
는 하늘의 별을 보고 가늠한다. 
⦁누뚜(Nutu): 수확된 벼를 이용해 처음으로 탈곡할 때 하는 의식이다. 
⦁응으냐란(Ngeunyaran): 첫 수확된 햅쌀로 밥을 지을 때 하는 의식이다. 수확 후 2
개월 후에 밥을 지을 수 있다.

아래의 <표 2>은 후마에서의 농업 활동과 의례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표는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의 아바 아셉이 보유한 자료 중 발췌한 것이다. 아바 아셉
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사용할 여러 가지 자료를 
평상시 보유하고 있다. 농업 활동, 전통 의례 등을 정리하고 전통 도구, 전통 복장의 
사진을 찍고 명칭을 적어 정리해 놓았으며, 마을에서 의례 시 캠코더와 사진기로 성실
하게 기록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록은 평상시에는 보관되어 있다가 정부에게 프로
포절을 낼 시기가 되면 편집을 한 후 사용한다. 연구자가 머물었을 당시에도 정부에게 
낼 프로포절을 작성 중이었는데, 아바 아셉은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마을에 머물었던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프로포절 작성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학생 2명은 프로포절 
작성을 위해 3일정도 마을에 머물렀다. 이전에는 NGO의 활동가가 프로포절 작성을 

도왔다고 한다. 

36) 아바 소유의 농경지를 말한다.



- 55 -

냐차르(Nyacar)
 

후마 예정지의 잡목, 관목, 풀을 베어내어 정리
한다. 정리 후 보름~1달 정도 토지를 건조시킨
다. 

남성, 여성, 어린이

응아후루(Ngahuru) 잡초를 태워 토지에 영양을 공급한다. 남성

응어루깐(Ngerukan) 타고 남은 찌꺼기들을 모은다. 남성, 여성, 어린이

응아두룩(Ngaduruk) 찌꺼기를 태운다. 남성, 여성

냐라(Nyara) 땅을 정리한다. 남성, 여성, 어린이

응아슥(Ngaseuk)
*의례

아바와 암부가 카세푸한 공동 후마에서 기도를 
올리고 ‘응아슥’을 한다. 의례용 음식을 함께 나
눈다.

아바와 암부
(Ambu: 아바의 부
인)

응아슥(Ngaseuk)
*농업활동

아슥(Aseuk)이라고 불리는 긴 나무 막대로 이용
해 땅에 구멍을 내고 볍씨를 심는다. 남성, 여성, 어린이

응오렛(Ngored) 잡초 제거 남성, 여성, 어린이

베베레스 마그르
(Beberes Mager) 해충을 쫓는 의례 아바와 쁨부루

(Pemburu)

응아라우난(Ngaraunan)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는 의례 카세푸한 구성원

미 삣 ( M i p i t ) / 디 부 앗
(Dibuat)
*의례

아바와 암부가 벼를 최초로 수확할 때 하는 의
례 아바와 암부

미 삣 ( M i p i t ) / 디 부 앗
(Dibuat)
*농업활동

벼를 수확한다. 남성, 여성

응아다믈 란따얀
(Ngadamel lantayan) 벼를 말리는 대(Tongkob)를 만든다. 남성

응 아 란 다 이 끈
(Ngalantaykeun) 벼를 대에 건다. 남성, 여성

모총(Mocong) 건조된 벼를 묶는다. 남성, 여성, 어린이

응운잘(Ngunjal) 묶은 벼를 곳간으로 운반한다. 남성

응 아 르 잇 끈
(Ngaleuitkeun) 곳간에 벼를 넣는다. 남성, 여성

응 으 릅 끈
(Ngeuleupkeun) 곳간 안의 벼를 정리한다. 남성

응아디으끈 인둥 빠레
(Ngadieukeun indung 
pare)

벼 저장소에 벼를 저장한다 남성

세렌타운(Seren taun)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례 남성, 여성, 어린이
누뚜(Nutu) 수확한 벼의 첫 탈곡 의례 여성
응으냐란(Ngeunyaran) 햅쌀로 첫 밥을 짓는 의례 여성

수경방식의 벼농사: 사와(Sawah)

벼의 수경재배가 이루어지는 논인 사와(Sawah)에는 저수지와 물의 이동을 돕는 복잡
하게 얽힌  관개관이 부재시설로 필요하다. 관개관은 대나무, 야자수의 줄기대, 돌을 
주재료로 해서 만든다. 주민들은 대나무를 엮어 만든 소쿠리를 이용하여 돌을 날라서 
저수지를 만든다. 큰 저수지는 나무의 기둥을 뉘여 만들고 잡목과 잡초들로 빈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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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워 넣는다. 저수지에서 대나무관37)으로 물을 인도하여 사와로 물을 댄다. (Van 
Setten van der Meer, 1979:25) 산에서 관개를 하여 수경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계
단식 논이 가장 효율적이다. 흙과 돌, 나무 따위를 이용해서 작은 논둑을 만들어 물을 
저장할 공간을 칸칸이 만들어 나가면 그 모양이 마치 산 사면을 올라가는 계단처럼 
만들어진다. 강과 호수(또는 저수지)에서 끌어온 물과 모인 빗물을 논과 논 사이를 가
로지르는 대나무 관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농업용수
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서자바 지역에는 19세기부터 네덜란드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관개시설의 정비에 콘크리트와 시멘트가 도입되었으나 카세푸한은 이를 받
아들이지 않았다고 언술한다. 
현재는 후마와 사와로부터 얻는 벼 수확량의 비율은 1:9로 사실상 사와에서 수확되는 
쌀이 카세푸한의 주식량이라고 볼 수 있다. 사와에서 농작되는 벼의 종은 후마의 재배
종 보다 훨씬 다양하다. Sri Kuning, Sri Mahi, Raja Denok, Raja Wesi, Para 
Nemol, Angsana, Para Terong, Tampeu, Pare Jambu, Pare Peteu, Cere 
Layung, Cere Gelas, Cere Kawat 가 경작된다(공유지의 농업 관리자 빠마까야안과
의 인터뷰, 2011). 사와에는 벼 이외에도 물양귀비(genjer:Limnocharis flava), 물달
개비(eceng: Monochoria vaginalis), 쇠비름(gelang:Partulaca oleracea) 등의 야생
초가 자라는데 이것은 식용으로 이용된다. 논둑에는 바나나, 오이, 카사바, 돔부
(kacang panjang: Vigna sinensis)등을 심는다. 아래의 기술은 카세푸한의 한 가족
이 사와에서 하는 벼농사 작업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A가구는 총 3 빠똑(Potok)의 사와를 소유하고 있다. 두 빠똑은 남자의 부모로부터 물
려 받은 것이고 한 빠똑은 여자의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다. 남자의 부모로 부터 
받은 2 빠똑의 사와는 이들의 집에서 40분 정도를 꼬박 걸어야 다다를 수 있다. 여자
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1 빠똑은 집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다. 집에서 가까운 논에서
는 작년 농사를 끝낸 후 휴경을 하는 동안 민물고기를 키워 일부는 팔고 일부는 집에
서 소비하였다. 보통 사와는 수확이 끝나면 휴경기에 2~3달 정도 민물고기를 양식하
는 연못이 된다. 

37) 최근에는 고무관의 사용이 늘었다. 논에는 여전히 대나무관을 사용하지만 저수지에서 논까지의 거
리가 먼 경우에는 고무관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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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마와 마찬가지로 사와에서의 농업활동도 아바의 지시를 통해서 시작된다. 만약 성급
한 마음으로 아바의 지시 없이 농업활동을 시작한다면 각종 병과 우환이 있을 수 있
다. 남자는 아바의 신비한 힘의 무서움을 아주 잘 알 고 있다. 남편의 부친은 과거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눈에서 유리가 나오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그것이 
누군가로부터 흑마법을 통한 저주를 받아서라는 것을 깨닫고 남자는 아바를 찾아가 
저주를 풀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아바는 신비한 힘으로 부친의 병을 고쳐주었다. 남자는 
부친의 경험을 교훈 삼아 늘 아닷에 어긋남이 없이 살기 위해 노력한다. 아바가 사와
에서 농업활동을 지시하지 않았지만 곧 지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와 함
께 아침 일찍 사와로 가 쉬는 동안 다소 무너진 제방을 다시 단단하게 다진다. 제방을 
다시 다지는 활동을 눔빵 갈릉(Numpang galeng)이라 한다. 제방과 논 안에는 농한
기 동안 자라난 잡초가 무성하다. 남자와 여자는 잡초들을 정리하는 응아발라다
(Ngabaladah) 한다. 한 달 동안 기울인 노력으로 사와가 정리되면 물을 채우는 응암
방끈(Ngambangkeun)을 한다. 
사와에는 후마에서처럼 볍시를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모를 심기 때문에 사와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어 모를 키우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응아레르(Ngangler)는 모를 키우는 
데 사용할 땅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모내기를 하기 전까지 잡초를 제거하고 논에 물을 
대고 논바닥을 정리하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진다. 넓은 면적의 
사와를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종종 물소(Kerbow)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
로는  사와의 크기가 작아서 물소의 도움이 필요 없거나, 물소를 소유할 정도의 재력
이 없다. 파종할 모를 위해 볍씨를 심는 일은 볍씨에 축복을 내리는 뜨바르(tebar)라
는 의례가 있은 후에 해야 한다. 이 의례는 벼의 여신인 데위 스리의 축복을 얻기 위
해서이다. 이 의례를 위해 주민들은 카세푸한 공동 소유하는 사와38)의 작은 부분들을 
배정받는다. 배정받은 사와는 그 해의 수확이 있을 때까지 각 가정에 의해 보유되고 
그 후 반납된다. 이 사와를 가진 가족들은 데위 스리를 위해 기도를 한 후 향을 피운
다.  그 가족의 가장은 남쪽을 향해 첫 볍씨를 놓는다. 이것은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여성과 관련이 있다는 카세푸한의 믿음으로부터 기인한다. 다음 볍씨는 북쪽을 
향해 놓인다. 이 방향은 남성을 상징한다. 남성은 가족의 수입을 담당하고 여성은 재
생산을 담당하는데 이 두 가지 결합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 볍씨는 동쪽으로, 

38) 아바 소유의 사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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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와의 농업활동과 의례

토착 명칭 내용 참가자
눔빵 갈릉 
Numpang galeng 제방을 만든다. 남성, 여성

응아발라다
Ngabaladah 잡초를 제거한다. 남성, 여성

응암방끈
Ngambangkeun 논에 물을 채운다 남성, 여성

응앙레르
Ngangler tebar를 위해 표면의 잡초를 정리한다 남성, 여성, 아이

뜨바르/응이뿍
Tebar/Ngipuk 모를 만든다. 남성, 여성

딴두르 모내기를 한다. 여성, 아이

네 번째 볍씨는 서쪽으로 놓여진다. 이것은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향이 피워진다. 이 향이 새로운 농작지, 물, 그리고 비옥한 토지를 의
미한다(Bolman, 2006: 26). 뜨바르 의례를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볍씨를 심는 작업
인 뜨바르를 수행해야 한다. 
모내기 활동인 딴두르(Tandur)는 짧은 시간동안 준비한 모든 모를 한꺼번에 심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분주한 작업이 요구된다. 자기 소유의 사와에서의 모내기를 마치고 
다른 집의 모내기를 도와주면 일당을 받을 수 있다. 사와 품삯은 하루에 Rp. 
10,000-20,000 정도이며 식사를 제공받는다. 현금으로 품값을 지불하지 않고 수확량
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도 흔히 이용된다. 모를 나르는 일은 남자가 하지만 모를 심
는 것은 여성의 일이다. 모내기를 마치고 틈틈이 여자는 논의 잡초를 제거하는 응아람
븟(Ngarambet) 작업을 한다. 무너진 논둑을 고치는 바밧 갈릉(Babad galeng) 작업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사와에서의 수확 역시 아바가 먼저 첫 수확을 한 뒤 시작된다. 
손칼인 아니 아니(ani-ani)를 이용하여 벼의 이삭을 따는 느글(neugel) 작업을 한다. 
수확 이후 벼를 건조하고 곳간에 저장한 과정은 앞서 기술한 후마의 경우와 동일하다. 
논에서의 모든 농업활동을 끝낸 후, 수확제인 세렌타운 조차 끝나면 뚜뚭 냠붓(tutup 
nyambut)이라는 의례를 수행한다. 뚜룬 냠붓은 한 해의 벼농사를 마치고 내년에 다
시 시작될 농업활동을 위해 준비하는 의미가 담겨있다.39) 

<표 3>는 사와에서의 농경 활동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한 것이다. 출처는 <표 2>와 동
일하다. 

39) Sukardi의 사례와 농업활동과 의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함께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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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dur
응아람븟
Ngarambet 잡초를 정리한다. 여성

바밧 갈릉
Babad galeng 논둑을 정리한다. 남성, 여성, 아이

디부앗 꾸 에뜸/느글
Dibuat ku etem/neugel

농기구etem/ani-ani를 이용하여 벼를 수확한
다. 남성, 여성, 아이

응아다믈 란따얀
Ngadamel lantayan 벼를 말릴 공간을 마련한다. 남성

응아란따이
Ngalantay 벼를 널어 말린다. 남성

모총 빠레
Mocong pare 벼를 뽀총(pocong)으로 묶는다. 남성, 여성, 아이

디앙꿋 까 르잇/응운잘
Diangkut ka leuit/ngunjal 벼를 곳간(leuit/lumbung)으로 운반한다. 남성

응아르잇끈
Ngaleuitkeun 곳간에 벼를 넣는다. 남성

디으릅 디 르잇
Dieulep di leuit 곳간 안에 들어가 넣어놓은 벼를 정리한다. 남성, 여성

응아디욱끈 인둥
Ngadiukkeun indung 벼 줄기를 벼 저장고에 넣는다. 남성, 여성

디살라므딴 응으냐란
Disalametan ngeunyaran 첫 햅쌀을 요리하여 감사의 의식을 지냄 여성

위 표에서 제시된 남성과 여성의 분업은 실제 참여관찰을 통해서도 엄격하게 지켜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연구자가 딴두르(Tandur) 활동을 도울 때 여성이 논
에서 모를 심는 동안 남성은 담배를 피면서 쉬고 있고는 하였다. 남성은 이앙할 모를 
나를 때 이따금 움직일 뿐이었다. 연구자가 돕지 않느냐 질문 하면 “저건 여자들이 하
는 일이야. 우린 우리일(담배 피는 일) 하고 있잖아”하며 웃을 뿐이었다. 
그러나 농업활동에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실제 참여양상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면담 내
용에 따른다면 카세푸한의 아이들은 아닷에 의거하여 적극적으로 농업 활동에 참여하
여야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사와와 후마에 나와서 농사일을 돕는 모습을 볼 수 없
었다. 여자 아이들은 주로 집안 청소, 설거지, 빨래를 도우며 남자아이들은 장작을 구
해오고 가축(대부분 염소)의 모이를 구하는 일을 하며 집안일에 참여하지만 농사일을 
돕지는 않았다. 면담을 통한 분업의 양상과 실제와의 괴리는 최근 일어난 일로 추측된
다. 카세푸한 뿐만 아니라 자바의 십대들은 전통적으로 농촌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차
지하고 있었으며, 1970년대에는 10-13세 연령의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거
나 임금노동자로써 활동하는 것이 흔하였다(White 1977). 소년의 농업활동에의 참여
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며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1993-94년에 이르러서는 거
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 중 하나로 Kim은 중등 교육의 확대를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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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Kim 2002). Kim(2002)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지만 카세푸한 마을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중등 교육 확대40)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보다는 교육체제 변화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카세푸한 마을의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
학교를 진학하는 경우는 여전히 드물다. 중등교육이 1974년 이후 무상교육화 되었지
만 통학 교통비41), 교복, 준비물 등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히 크다. 경제적 부담과 더
불어 부모들은 중등교육이 ‘여기 사람(카세푸한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현지에는 중등, 고등 교육을 받은 노동
력을 흡수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을 떠나지 않는 한 
교육이 가지는 실제적 이점은 줄어든다.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아이들은 마을에 설
립된 간이 중등 교육 과정을 듣고 졸업장을 딴다. 간이 중등 교육 과정은 농어촌, 산
촌 지역 사정에 맞춘 특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루에 3-4시간, 일주일에 4일간의 학
습 시간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나르레스미 마을의 중학교 졸업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연구자는 현지조사 기간 동안 시나르레스미 마을에 설립된 간이 중등 교육 과정의 영
어 교사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는데, 현장의 수업의 양과 질은 현격히 떨어져 있었
다.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 교사들은 초등학교의 교사들이었는데 초등학교에서 업무가 
끝나지 않으면 수업을 빠지기 일쑤였고, 처음에는 학업에 열의를 가지고 시간을 지켜 
간이 학교에 오던 학생들도 선생님 없는 자습이 반복되자 학기 말에 이르러서는 출석
률42)이 현격히 떨어져 있었다. 
이와 같은 시르나레스미 마을의 중등 교육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소년들이 중등교
육 확대로 인해 농사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
려 인도네시아 전반의 중등교육 확대가 형성시킨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
화로 인해 과거 가정의 주요한 노동력으로 여겨지던 청소년이 이제는 결혼을 통해 독
립하기 전까지 부모가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40) 인도네시아의 교육제도는 한국과 같은 6-3-3제이며 의무교육은 전기 중등교육까지의 9년간이다. 
초등교육은 7세부터 6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무상의 의무교육이다. 교과서는 중앙정부에서 
주, 도 교육청을 통해 무상으로 배포(대여)하고 있다. 취학율은 2005년 현재 98.4%에 이르고 있
다. 그러나 중도퇴학율이 높아 졸업율은 80% 정도에 머물고 있다. 전기중등교육은 13세부터 3년
간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진다. 1994년부터 무상, 의무 교육 화되었다. 교과서는 무료로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배포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출처: 정광희 외 2007))

41) 집에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가구들에게 따로 오젝(ojeg: 오토바이택시) 비용
을 지불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 

42) 학기 초 20명이었던 학생은 학기말에 이르러서는 4명의 여학생만이 출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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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 같다. 

전통 농기구의 사용

앞서 언급했듯이 카세푸한 사람들은 과거 서자바 지역에서 널리 쓰였던 전통적 농기
구들을 사용한다. 최근에 도입된 농기구(예: 낫)나 모터,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대체
로 마을에서 직접 제작한 나무와 철로 만들어진 농기구 들이다. 카세푸한 사람들이 전
통적인 농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닷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조상님께서 사
용하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다. 
빠출(pacul)은 넓고 납작한 괭이를 날카롭게 갈아 놓은 것이다. 사와의 진흙을 가는데 
이용된다. 아니아니(ani-ani)는 손칼 형태의 농기구인데,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농기구이었다. 자바에서도 오랜 기간 사용되었는데, 현재에는 사빗(sabit)이
라는 낫으로 대체대고 있다. 아니아니는 5-7cm의 납작한 날이 나무 손잡이에 나무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벼 이삭을 베어내는데 사용된다. 손 안 가득히 잡은 한 
줌의 벼를 아겜(agem)이라 하며, 5 아겜을 하나로 묶은 것을 쁜차르(pencar)라 한다. 
숙련된 농사꾼은 하루에 10-12 쁜차르 정도를 수확할 수 있다. (Van Setten van 
der Meer, 1979:34, Bolman 2006 재인용)
현재까지 전통 농기구만을 활용하는 것은 재래식 품종을 유지하는 것에 실리적 효용
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후마의 벼를 수확할 때 아니아니를 사용하는데, 
낫은 신품종 벼를 수확하는 데 있어서는 더 편리하지만 재래식 품종의 경우 아니아니
가 더 적당하다. 첫째 성장속도가 일정한 신품종  벼의 경우 전체 논의 벼를 한꺼번에 
추수할 수 있는데 이때는 낫이 더 유리한 반면, 재래식 품종은 서로 다른 성장 속도에 
맞추어 추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아니가 더 편리하다. 둘째, 신품종은 이삭의 줄
기대가 짧아서 아니아니로 줄기를 자르는 것이 어렵지만 줄기대가 긴 재래식 품종의 
경우 아니아니가 더 편리하다. 셋째, 재래품종은  이삭이 크고 무거운 반면, 신품종은 
많은 수의 줄기와 적은 양의 알곡을 가진 이삭을 생산하기 때문에 흩어질 위험이 높
다(고우성 1993). 
물소에 연결해 논을 갈 때 사용하는 농기구들은 목재로 만들어졌으며 도시의 시장에
서 더 이상 팔지 않는다. 마을 내에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장인이 따로 있으며 이때 사
용되는 목재는 르웅 뚜뚜빤에서 구한다. 벼농사에 사용하는 도구를 규제하는 아닷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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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은 벼의 신성성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히 지켜지며, 이 규칙은 카세푸한 사람들의 숲 
사용에 대한 아닷 규칙과도 연결된다. 현재 국립공원의 보호구역에서의 목재 채취의 
금지는 단순히 목재를 다른 곳에서 구하면 그만인 문제가 아니라 아닷으로 표현되는 
카세푸한 세계관까지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와에는 빤추렌당(Pancurendang)이라는 작은 설치물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빤추렌당은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와로 물을 대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 사
와에 ‘ㄱ’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수평을 이루고 있는 대나무의 한 끝으로 물이 흘
러 들어가면 대나무가 물의 무게로 인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반동을 주어 수평으로 돌아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데 반대편으로 기울어지게끔 만든
다. 반대편으로 힘차게 기울어지면서 대나무는 그 곳에 놓여 있는 바위를 두드리면서 
청명한 소리를 낸다. 이 빤추렌당은 농번기에는 벼농사에 피해를 주는 새를 쫓고, 농
한기에는 까야부아야나 고양이 같이 논에 풀어놓은 민물고기를 먹는 동물들을 쫓아내
기 위한 것이다.  커다란 바람개비 모양의 꼴레체르(kolecer)는 사와 근처의 높은 지
대에 세워져서 바람의 영향으로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 ‘웅- 웅-’하는 소리를 낸다. 
꼴레체르의 소리 역시 논농사에 피해를 주는 새와 동물들을 쫓아내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전통에도 변형이 보이고 있다. 농기구의 경우 여전히 전통적인 농
기구가 사용되는 반면 주목할 만한 부분은 화학비료이다. 실제로 카세푸한인 농부들을 
인터뷰해보면 대부분의 농부들이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닷을 어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일 뿐 이미 화학비료의 사용이 일반화되
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특별히 잘 못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카세푸한
의 칩타글라르의 아바의 경우 화학비료의 사용이 어머니라 일컬어지는 자연에 대한 
폭력과 같은 행위라고 설명하였고, 아바 소유의 농지에서 화학비료의 사용이 엄격히 
금해지고 있던 것과 대조적으로 보이는 대목이었다. 전통적 지도자가 부여하는 아닷의 
중요성과 일반 카세푸한 사람들이 실제적 생활에서 순응하는 아닷 규율은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였다. 

벼의 보관, 탈곡 그리고 밥하기

수확된 볏단은 르윗(Lewit)이라는 전통적 형태의 곳간에 보관된다. 르윗은 작은 방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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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처럼 생겼는데, 카세푸한의 가옥과 마찬가지로 대지 위에 약간 공간을 두고 세워져 
있다. 곳간의 입구는 작은 창문처럼 생겼으며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출입해야 한다. 곳간에 벼를 넣는 행위는 남자에게만  허락되며 여자는 곳간
에 들어가 볏단을 정리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수확된 벼가 탈곡을 거쳐 쌀이 되는 과정 역시 아닷을 따라야 한다. 벼를 탈곡하는 작
은 집들은 마을 곳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 안에는 2~3개의 리숭(Lisung)이 있다. 리숭
은 일종의 절구통으로 그 생김새가 마치 나무로 만든 카누와 같다. 긴 통나무를 뉘여 
한 면의 속을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파내고 그 직사각형 양 옆으로는 동그란 모양으
로 파냈다. 이 파인 공간에 벼를 놓고 긴 막대기인 할루(Halu)를 이용하여 벼를 찧는
데, 직사각형으로 움푹 파인 곳의 가운데에서 먼저 찧고, 그 다음에는 그 옆에 동그랗
게 파인 곳에서 찧는다. 리숭의 겉면에 아름다운 장식이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냥 투박하게 모양새만 낸 경우도 있다. 할루는 사람의 팔 둘레 굵기로, 여자가 한 손
으로 쥐었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굵기이다. 리숭의 홈에 벼를 넣고 할루로 두드
리며 빻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탈곡이 된다. 이 때 할루를 타악기 삼아 리듬을 만들
어 내고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할루로 만들어낸 리듬에 맞춰 노래를 하는 것을 
Tutunggulang이라고 한다. 보통 도정은 1주일에 2~3번 필요할 때 마다 소량씩 이루
어진다. 아침이면 여성들이 그날 필요한 쌀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탈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마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탈곡 작업은 여성들의 의무이며, 주로 결혼한 
여성들이 한다. 
평소 자기 가족이 먹어야 할 쌀을 탈곡할 때는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탈곡
을 하지만 오빳블라스를 비롯한 마을 의례를 위한 쌀을 탈곡할 때에는 아바의 집 옆
에 있는 아바 소유의 리숭에서 마을 여자들이 함께 모여 탈곡을 한다. 의례를 위한 쌀
을 탈곡할 때는 월경 중인 여자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 월경 중인 여자가 쌀로 요리를 
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기계식 탈곡 기구를 사용하면 아닷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 
탈곡한 쌀을 조리하여 밥으로 만드는 과정 역시 아닷을 따라야 한다. 매일 조금씩 탈
곡한 신선한 쌀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조리하여야 한다. 반드시 나무 땔감을 이용하여 
밥을 지으며 쌀을 증기로 찌는 방식을 사용한다. 밥을 짓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땔감
으로 불을 지핀다. 긴 원통 모양에 윗부분이 넓게 퍼진 냄비에 물을 부어 증기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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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넓게 퍼진 곳에 밥솥을 얹어 그 안에 쌀을 넣고 밥을 짓는다. 다 지은 밥을 둘랑
(Dulang)으로 옮긴다. 둘랑에 넣은 밥의 열기가 빠지도록 방가리(Bangari)라는 나무 
주걱으로 섞어 준다. 대나무로 만든 고깔 모양의 밥통인 아습빤(Asepan)에 밥을 옮겨
서 불로동(Bulodong)이라는 받침에 올려 놓고 1시간 동안 밥을 다시 익힌다. 그것을 
보볼로(Bobolo)라는 작은 밥그릇에 옮겨 담아 밥을 대접한다.  
밥을 지을 때 반드시 나무 땔감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아닷이다. 마
을 사람들은 간이식 가스 조리도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스 조리도구로
는 다른 반찬을 조리하고 밥을 지을 때는 반드시 땔감을 이용한다. 이 규칙은 매우 엄
격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이 규칙은 공유재 관리 체계로 연결이 된다. 카세푸한 사람들
은 아닷에 의거하여 르웅 뚜뚜빤에서 땔감을 구해야 하는데 이러한 르웅 뚜뚜빤의 활
용 체계가 유지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벼의 신성성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르웅 뚜
뚜빤에서 땔감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립공원과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밥을 먹을 때 남자는 반드시 두건으로 머리를 가려야 하며 여자는 긴 치마를 입어 사
타구니를 가려야 한다. 이러한 복장규칙은 아바의 앞에 갈 때와 동일한 내용으로 벼의 
신성성이 아바의 신성성과 같은 성질의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2) 채소밭과 혼농임업지: 꺼분과 딸룬

꺼분(Kebun)은 집 근처에 만들어 놓은 채소밭 또는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반찬으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채소를 심어 자급자족 할 수 한다. 오이(timun), 콩과 식물
(jaat), 호박(waluh), 가지(terong), 열대고추(cengek, cabai rawit:), 고추(cabe 
merah), 옥수수(jagung), 카사바(singkong)는 어느 집에서나 자급자족을 위해 흔히 
키우는 작물이다. 꺼분의 경우 가옥과 함께 생성되고 이주 시에만 이동하기 때문에 대
표적인 사유지라고 볼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소유자가 변동하지 않는다. 
딸룬(Talun) 혹은 라당(Ladang)은 혼농임업지에 해당하는데 보통 가옥으로부터 약간 
거리가 있다. 후마와 이 딸룬/라당은 비교적 경사도가 가파른 곳에서도 만들 수 있는 
토지 사용 형태이다. 이 공간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목재를 위한 나무와 팜슈거
(palm sugar)를 얻을 수 있는 까웅(Kaung)이라는 나무, 바나나 나무 등을 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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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관목, 약재용 관목들이 심어진다. 이렇게 다양한 농작
물을 함께 심어 다층적으로 임업과 농업을 혼합시키는 방식은 토지효율성을 극대화시
킴과 동시에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한 산림을 유지시키는데 효과적이
다. 이러한 방식은 카세푸한 사람들의 전통적 방식으로 외부사람들로부터 생태적으로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딸룬은 전통적 방식의 혼농임업지이지만 심는 나무와 작물의 선택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농경을 통해 충분한 화폐를 벌지 못하기 때문에 딸룬에 심
는 목재용 나무가 카세푸한 사람들에게 화폐를 공급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기 때문이
다. 식목 후 5년~10년이면 벌채가 가능한 나무를 주로 심는데, 빠르게 벌채를 할 수 
있어야 단기간에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Mahoni(목재용 나무, 5년 후 
벌채가능), Jengjeng(목재용 나무, 5년 후 벌채 가능), Jatiputih(목재용 나무, 10년 후 
벌채 가능), Tisuk(목재용 나무, 5년 후 벌채 가능), Mangrid(10~15년 후 벌채 가능), 
Surian(목재용 나무, 7년 후 벌채 가능), Jabon(목재용 나무, 4년 후 벌채 가능) 등을 
심는다. 이러한 나무들은 결혼이나 병원 치료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벌채하게 된다. 
목재를 벌채하여 얻는 소득은 평소 카세푸한 사람들이 부업을 통해 얻는 소득과 비교
했을 때 거금에 속한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보통 자급자족을 통해 식품과 생활필수품
을 얻고 다양한 부업43)을 통해 소액의 화폐를 벌어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나 부업으
로 얻는 수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최근 늘어가는 지출 규모는 카세푸한 가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44) ‘돈’의 필요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목재 벌채를 통해 
얻는 수입은 잠시나마 시장경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해준다. 
연구자가 경제활동에 대해 면담할 때 자신이 언제, 얼마큼의 목재를 벌채하여 얼마큼

43) 카세푸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부업 양상은 다음과 같다. 지게꾼(Tukan Mikul), 톱질하는 사람
(Tukang sinsol), 유통업자(Tabungan/Menabung/Penampung), 동사무소 직원(Kantor Desa), 
오토바이 택시(Ojeg), 수선공(Tukang Jahit), 오토바이 수리점(Bengkel), 가게(Warung), 목수
(Tukang Kayu), 팜슈처채취)(Tukang nyadap gula), 이동상인(Dagang), 예술가/무용가(Sni 
Tukang Panayagan), 수공업자(Tukang nyukur), 건축가(Tukang bangunan), 안마사(Tukang 
pijit), Pemahat(조각가) 등이다. 

44) 오늘날에는 카세푸한 사람들에게도 화폐의 필요성이 커졌다.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 이런 저
런 일로 돈이 필요 하지만 최근 들어 카세푸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가장 가볍게 하는 것은 이동통
신 요금이다. 이제까지 마을은 이동통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왔다. 하물며 마을에는 우체국이 
하나 없어서 우체국이 있는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2~3시간을 가야한다. 그러나 2000년대에 이르
러 이동통신 회사에서 할리문 산 내부에 기지국을 설치하였고 이를 통해 카세푸한 사람들의 통신
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동통신 회사들은 초기 프로모션을 위해 핸드폰 번호와 선불 바우쳐
를 무료로 배부하여 초기 사용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현재
(2011년) 핸드폰은 일상적인 소유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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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입을 냈으며 그 돈을 무엇에 썼는지는 단골 레퍼토리로 등장하는 자랑거리였다. 
시장에 팔기 위해 목재를 심기 때문에 목재의 종류는 외부 시장의 유행에 영향을 받
으며 목재의 가격은 항상 중요한 정보가 된다. 

“이곳에서 가장 심는 나무는 Jengjeng(albasia), Manglid, 그리고 Manii입니다.  최
근에는 Jatih Putih라는 나무가 유행인데 2005년부터 이곳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
무래도 팔기가 좋은 나무를 심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지요. 목재의 가격은 1 
kubik(1000 cm )당 Jengjeng의 경우 1백만 루피아, Manglid의 경우 2백만 루피아 
정도입니다. 1 kubik은 작은 나무 3~5개 정도를 모은 양입니다. ” 

(Omid, 35세, 남자, 2011년 현지조사)

목재용 나무 외에도 딸룬에서 쁘뜨이(peuteuy), 젱꼴(jengkol)와 같이 반찬으로 사용
되는 콩 같은 식물들이 심어지기도 하고, 두리안(duren), 망고(mangga), 바나나
(pisang), 커피(kop)와 같은 과일나무, 정향(cengkeh)과 같은 향신료 나무를 심기도 
한다. 이러한 나무 열매들은 자급자족을 위해 소비되기도 하고, 소매를 통해 펼면서 
약간의 돈을 벌기도 한다. 까뽈(Kapol)이라는 관목의 열매는 약재로 쓰이기 때문에 도
시로부터의 수요가 커서 최근 들어 많이 심기 시작하였다. 환금작물로 가장 많이 재배
하는 것은 바로 정향(cengkeh)이다. 정향은 건조된 것은 1kg당 50,000Rp, 건조되지 
않은 것은 1kg 당 15,000Rp 정도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한번 심어 놓으면 1
년에 4번 수확이 가능하다.  
바나나는 전통적인 작물 중 하나로 매우 유용한 작물 중 하나이다. 자급자족용으로 키
우는 경우도 있고, 환금작물로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환금작물로 재배하는 경우 바나
나 유통업자인 땅꿀락(Tangkulak)/ 뻥움뿔(Pengupul)에게 판매된다. 마을에 하나씩 
있는 바나나 창고는 이 유통업자의 거래처이다. 이곳에 마을 주민들이 수확한 다양한 
종류의 바나나가 보관되고 포장된 후 자카르타로 운반, 판매된다. 바나나는 마을에서 
한꺼번에 모아 도시로 판매한다. 바나나 한 묶음씩 바나나 잎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 
종류와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르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아닷 규칙에 따라 딸룬을 소유한다. 카세푸한 사람들이라면 특정한 
딸룬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나무를 심는 행위는 그 땅
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카세푸
한 사람들은 이러한 땅에는 새로운 화전을 일구는 행위를 결코 하지 않는다.45)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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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나무를 벌목하는 행위나 열매를 취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만약 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나무의 주인을 찾아 협의를 해야 한다. 딸룬
의 주인이 죽었을 경우 가족이 그 딸룬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 집에서 가까
운 곳의 딸룬은 보통 가족이 그 소유권을 유지하는데 자신의 부모가 사용하던 딸룬이 
집에서 멀 경우에는 방기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딸룬을 방기할 때 딸룬에 심어놓은 
나무에 대한 소유권만을 유지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딸룬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곳에 심어놓은 나무를 팔 수 있다. 열매를 수확하는 바나나 나무나 수액을 통해 팜슈
거를 얻을 수 있는 까웅 나무와 같이 부속물을 지속적으로 수확해야 경우에는 소작을 
주기도 한다. 딸룬의 경우 사용의 주장과 부지의 성격이 후마와 매우 유사하다. 실제
로 같은 부지에서 후마와 딸룬이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잦다. 
딸룬은 인도네시아 산림관리기관과 카세푸한의 ‘숲’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합치되
지 않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과일이나 목재를 얻기 위해 딸룬에 나
무를 심는 임업지로 활용함과 동시에 양용 작물 등 기타 작물들을 함께 심어 농지로
써도 활용한다. 이러한 혼농임업지로써의 딸룬을 인도네시아의 산림관리기관은 ‘산림’
이라고 정의하며 산림으로 정의됨으로써 카세푸한 사람들은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된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의 법은 ‘산림’에 대한 권리를 인도네시아 국가에 귀
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세푸한 사람들의 인지체계에서 딸룬은 르웅 가랍빤
에 해당하며 르웅 가랍빤은 인간이 자유롭게 활용하여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이 지역의 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국립공원은 딸룬을 농경지가 아닌 임지로 인지하고 농경지로서의 지위를 박
탈한다. 
국립공원의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
로 등록이 불가능 하고 그 토지의 사용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
은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정주하던 수많은 아닷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했는데 지
방분권시대부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닷공동체의 농경지에 대한 사용권을 일부 허용
하였다. 현재 국립공원은 아닷공동체의 관습적인 토지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한 장치로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카세푸한 사람들의 경작지 중에 사와에 대한 소유권만을 인정
해 주고 있다. 매년 개간을 해야 하는 후마와 국립공원에서 임지로 인지하는 딸룬의 

45) 버려진 딸룬의 경우 화전을 통해 후마로 전유되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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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농경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사용도 금지된다. 이처럼 카세푸한 사람들과 산
림 관리기관의 공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림관
리기관의 분류체계 상으로는 임지가 되고, 카세푸한 사람들에게는 농지인 이 공간은 
원주민들이 불법 벌채 논쟁에 휘말리는 공간이 된다. 

국립공원 수색팀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이다. 이들은 큰 나무를 베고 있는 중
년 남자와 여자를 발견하였다. 국립공원의 직원은 나를 의식하고 “따라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주의의 말을 하였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외부 연구자에게 노
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듯하다. 중년 남녀와 국립공원 직원 사이의 이
야기가 길어졌다. 이야기를 마치고 직원 한명에게 어떤 사안인지 물었다. 
“저 두 남녀는 부부인데, 지금 베어낸 나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하
는 군요. 이전에 부모가 심었던 나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베어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는 이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 구역의 
나무는 베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나무는 절대 벌채할 수 없다는 국립공원과 아닷의 규범에서 허
용하는 나무를 벌채하는 카세푸한 사람들의 마찰은 르웅 뚜뚜빤에서도 나타난다. 

3. 르웅 뚜뚜빤의 활용

르웅 뚜뚜빤은 카세푸한의 공유림 중 하나로 개인적 소유가 불가능하며 어떤 형태이
건 개인적 농업과 임업활동이 금지된다. 르웅 가랍빤의 경우에는 반영구적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와와 꺼분, 일시적 사용권을 갖는 후마와 딸룬으로 이루어 져서 사
유지와 공유지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분 합동으로 소유되고 
있는 사적재산(jointly owned private property)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르웅 
뚜뚜빤은 공유재산(common or communal property)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르웅 뚜뚜빤의 기능은 제한적 사용과 산림의 보존 및 보호에 집중되어 있다. 
르웅 뚜뚜빤의 자원은 두 가지 목적의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는 요리
에 필요한 땔감을 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을 짓거나 수리할 때 필요한 목재와 대
나무를 얻는 것이다. 땔감의 경우 보통 잔가지를 쳐서 얻기 때문에 벌채 작업이 수반
되지 않는 반면에, 집을 짓거나 수리할 때 사용하는 목재는 대개 벌채를 수반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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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벌채할 경우에는 아바의 허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르웅 뚜뚜빤의 보호와 보
존을 위해서 아바의 허락은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개인의 사적 필요에 의해 무분별하
게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르웅 가랍빤의 후마와 딸룬과 마찬가지로 르웅 뚜뚜빤 역시 국립공원과의 갈등이 빈
번하게 발생하는 공간이다. 르웅 뚜뚜빤은 국립공원의 보호림 지역과 겹치는데, 르웅 
뚜뚜빤에서의 ‘보호’의 개념과 국립공원 보호림의 ‘보호’의 개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
다. 카세푸한의 아닷에 의하면 르웅 뚜뚜빤은 르웅 가랍빤처럼 농작기를 경작할 수 는 
없지만 땔감을 얻기 위한 가지치기는 자유롭고 집을 짓기 위한 벌채는 아바의 허락이 
있으면 허용된다. 그러나 국립공원은 보호구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떤 종류의 벌채행
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립공원 수색팀은 인적이 드문 산의 언덕 부분에서 땔감을 구하고 있는 사람을 색
출했다. 이름과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를 물었다. 얼굴 사진과 장작을 구하는데 사용
하는 도구의 사진을 찍고 그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거짓말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타고 있는 오토바이도 등록되지 
않는 오토바이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부끄러운지 아세요.”
직원들은 나무람과 호통, 협박을 섞어가며 위협을 하였다. 모아서 묶어놓은 장작용 
잔가지들을 다시 풀어 숲에 뿌렸다. 붙잡힌 사람은 특별한 말이 없이 조용히 듣기
만 하다 물어보는 말에만 겨우 겨우 대답을 하였다. 
“저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연구자의 질문에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신원은 파악해 두지만 법적 처벌
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항이 엄중한 경우에는 유치장 행까지 가는 경우
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경고만 주고 끝납니다. 훈방 후 다시 베어낸 나무 수
만큼 묘목을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 7일 현지조사 노트 중)

카세푸한 사람들은 국립공원의 경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벌채가 금지
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립공원 정책에 반하는 행동
을 자주 한다. 그러한 행동은 포기할 수 없는 카세푸한의 권리를 행사임과 동시에, 앞
서 설명되었던 벼의 신성성을 지켜내기 위해 수행해야 할 필수적 행위라고 볼 수 있
다. 카세푸한의 권리의 맥락에서 땔감 채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땔감이 갖는 사회문
화적 의미를 이해해야 하며 땔감이 카세푸한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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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벼를 신성시 하는 카세푸한의 아닷은 벼농사에 한정되지 않고 벼를 말리고, 
보관하고, 탈곡 과정을 거쳐 밥을 짓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의 아닷에 의하
면 밥을 지을 때 필요한 열기는 반드시 땔감을 태워 얻어야 한다는 것은 카세푸한 사
람들에게 땔감을 얻는 행위가 단순히 경제적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국립공원 보호구역에서의 벌채 금지는 카세푸한의 아닷과 국립공원의 원칙이 충돌하
는 지점을 만들고 카세푸한 사람들은 일방적인 권력 탈취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카세
푸한의 아바라는 전통적 지도자의 존재는 탈취된 권력을 되찾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
용된다. 국립공원으로 표상되는 정부는 개인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다. 개인은 르웅 
뚜뚭빤이 자신들의 공간임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갖추지 못한다. 그러나 아바는 카세푸
한의 집단을 결속시키고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며 국립공
원은 아바의 존재로 인해 정책의 관철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연구자: “이번 수색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수색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립공원은 산림을 보호하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벌채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이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소득
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커피나무처럼 열매를 채취하여 소득
을 얻으면 나무를 자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훼손된 지역이 없는지도 
살펴보고요.” 

(중략)
저녁 무렵 수색팀은 ‘카세푸한 칩타글라르’ 마을의 아바 우기(Ugi)와 마을 원로들 
몇몇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연구자는 국립공원 수색원과 이
야기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연구자: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었나요?” 
수색원: “역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주장만 하고 무엇이 옳은 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무를 자르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사실 전 지방분권시대의 국립공원 정책이 상당히 불만
스럽습니다. 계속 (주민들의 편의만) 봐주다가는 산림만 망가질 뿐입니다.”  

(2011년 7월 7일 현지조사 노트 중)

국립공원 수색팀은 카세푸한 칩타글라르의 아바의 집에서 하루 묵고 아침 일찍 일
어나 다시 길을 떠났다.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숲에서 대나무를 벌목하고 
있는 사람 두 명을 발견하였다. 카세푸한의 전통 가옥의 벽에는 대나무를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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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료를 채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색팀은 그에게 벌목 행위를 멈추고 가까이 
오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름과 소속을 물어보았다. 소속이란 동네를 대표
하여 아바와 소통하는 어른 즉 꼴롯 름부르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다. 이들은 어
제 땔감을 모으다가 적발되어 겁을 먹었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아바에게 허락을 받았으며 그래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
고 자신의 이름을 적어가서 확인해 보아도 좋다고 하였다. 수색팀은 영 마음에 들
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수첩에 그의 이름을 적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말을 하
지 않았다. 

(2011년 7월 8일 현지조사 노트 중)

현지조사를 통해 관찰한 일련의 사건들은 카세푸한 사람들과 국립공원이 대치하는 모
습을 보여주며, 국립공원이 카세푸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규칙을 강요를 하는 현장이
이다. 그러나 동시에 카세푸한의 아바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할리문 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권 지역 사회에서 협상 가능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으로는 효과적인 이 협상의 공간은 국립공원 측에서 벌채를 수행하는 지역주민을 체
포함으로써 손쉽게 무너져 내리는 공간이기도 하다. 

4. 성스러운 숲 ‘르웅 띠띠빤’

르웅 띠띠빤은 신으로부터 신탁된 숲이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언젠가 신에게 돌려주어
야 할 숲이기에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 르웅 띠띱빤은 아바의 허락 없이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숲이며 아바의 허락 하에서만 매우 한정된 용도로 산림자
원을 활용한다. 사사로운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카세푸한 전체 또는 아바
를 위한 용도에 국한되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바의 집이자 카세푸한의 마을
회관의 기능을 하는 이마 그데(Imah Gede)를 짓기 위해서 르웅 띠띠빤의 나무를 벌
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의례를 통해 아바가 숲의 신에게 허가를 구
해야 한다. 끄밋 르웅(Kemit Leung)은 전통적 숲지기로서 르웅 띠띠빤의 관리와 제사
를 책임진다. 끄밋 르웅과 아바는 비정기적으로 숲을 돌며,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
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의 기도를 올린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공동으로 공동체 내부의 
규약에 의해 르웅 띠띠빤을 보호 관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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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지명 아바(Abah) 정착기간
611-807 Sajra
807-1001 Seni

르웅 띠띠빤은 이러한 전통 덕분에 아직까지 천연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숲의 생
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립공원에서도 보호림의 지위를 갖고있다. 이 숲은 산림보호와 
자연보호청(Perlindungan Hutan dan Pelestarian Alam)을 통해 국가의 엄중한 관
리를 받고 있다. 

5. 화전과 이주

카세푸한 사람들은 할리문 산 일대를 이주하며 살아왔다. 구술로서는 빠자자란 왕조이 
쇠락하면서 할리문 산으로 처음 입산하였다고 전해진다. 앞서 후마를 통해 설명했던 
화전 농경의 경우 한 해 농작은 잘되지만 이듬해 농작은 지력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화전농경을 하는 집단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토양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정기적인 이주를 통해 새로운 토지를 찾는 경우가 잦다. 카
세푸한 역시 이러한 이주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화전을 동반한 비정기적인 이주는 열
대림의 척박한 토양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카세푸한 소집단이 가장 최근에 이주한 것은 2001년도의 일이다. 칩타
라사(Ciptarasa)에 15년간 정주했던 카세푸한 소집단이 2001년 355명의 사람들을 데
리고 칩타글라르(Ciptagelar)로 이주한 것은 신문 기사로 보도될 정도로 큰 논란이 되
었다. 당시 이들이 이주한 지역이 할리문-살락산 국립공원의 보호림 구역46)이었기 때
문이다. 
과거 카세푸한의 이주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마을의 어른
인 부허리는 구전으로 전해온 카세푸한의 역사에 대해 개인적인 기록을 갖고 있다. 이 
기록은 611년부터 현재까지 카세푸한이 이주한 지명을 포착하고 있는데, 1797년부터
는 아바의 이름도 명기하고 있다.  

<표 4> 카세푸한의 이주사

46) 국립공원의 구역 중 보호수준이 가장 높은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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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181 Ggoradong
1181-1381 Lebak Binong
1381-1558 Bogor Jasinga
1558-1720 Lebak Larang
1720-1797 Lebak Binong 77년
1797-1834 Pasir Talaga Abah Aki. Bau Santayan 37년
1834-1900 Tegal Lumbu Abah Aki. Bau Arikin 66년
1900-1937 Cisono/Bojong Abah Aki. Bau Jasiun 37년
1937-1960 Cicamet Abah Ama Rusdi 23년

1960-1980
Cikaret

(현 kp. Sirna resmi)

Abah. Ama Rusdi

~Abah Arjo
20년

1980-1982 Ciganas Abah Arjo 3년
*1982-2001 Ciptarasa Abah Anom 20년

*2001-현재 Ciptagelar
Abah Anom (2007년 별세), 

Abah Ugi
12년

*1985-현재 Sinarresmi
Abah Ujyat(2002년 별세), 

Abah Asep
28년

*2002-현재 Ciptamulya
Abah Uum(2010년 별세), 

Abah Hendrik
11년

표 3의 이주 패턴에서 드러나는 점은 새로운 아바가 즉위하면 그 아바는 새로운 마을
을 개척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패턴은 최근에 이르러 변형되기 시작하였다. 
‘카세푸한 칩타글라르’의 경우 2001년 마을 이주를 감행하였지만 ‘카세푸한 칩타믈리
아’와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는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마을 이주를 사실상 포기하였
다.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의 경우 시르나레스미 마을에 머무른 지 무려 28년이 되
었다. 과거 1960년 경 아바 루스디에 의해 한번 점유된 적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카세푸한의 마을이 된지는 사실상 50년 이상이 흘렀다. 
카세푸한의 이주는 기본적으로 열대림의 척박한 토양에 적합한 화전 농경을 하기 위
해서 생겨난 생태적 적응 양식이라는 설명될 수 있지만 이외에도 역사적 사건으로 인
해 초래되기도 한다. 

“우리는 1957년 시나르레스미로 이사를 했어. 이전 마을은 다룰 이슬람(Darul 
Islam)47)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거든. 그들을 피해 이주할 수밖에 없었지. 당시에 

47) 1940-50년대에 서자바 지역에서 반정부 무장 투쟁운동을 한 이슬람 단체로 이슬람 국가의 수립
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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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를 베고 불로 태워 마을의 터를 마련하였
지. 이전에 살던 마을은 다룰 이슬람에 의해 파괴되었지.”

(Ugis, 52, 남자, 2011년 인터뷰)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와 ‘카세푸한 칩타글라르’는 아닷공동체의 토지점유권 문제와 
관련해 서로 연대하여 함께 정부정책에 대응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은 
상당히 다르다. ‘카세푸한 칩타글라르’는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에 비해 보다 전통적
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 ‘카세푸한 칩타글라르’가 정부와 가장 첨예한 마찰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이주와 관련한 것이다. ‘카세푸한 칩타글라르’는 비교적 최근에 이주를 
한 마을으로서, 아바 우기는 이주는 카세푸한의 전통이며 앞으로도 이 권리 포기할 생
각이 없다고 말한다. 앞으로 다음 이주를 위한 왕씻이 내려온다면 그것은 신의 뜻이기 
때문에 수행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아바 아셉은 이주를 하는 것
이 카세푸한의 전통이었지만 현재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조화로운 합의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주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아바 아셉을 따르는 
무리 중 한명인 우미(Umi, 55세, 여)도 그의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주는 옛날 전통이야. 예전에는 이주를 했었지.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해. 
물론 이주를 하면 우리는 좋지. 땅도 비옥하고 넓고 풍부한 곳에서 살 수 있어. 그
렇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야해. 이주를 계속해서 환경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없어질지도 몰라. 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마을 이주를 감행하는 것을 중지하였다고 해서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에게 이주의 
전통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이들은 세렌타운을 3주 앞두고 선대 아바의 묘를 방
문하는 성묘를 하는데 이 성묘는 이주의 기억을 되짚어주는 의레이기도 하다. 성묘에
는 아바와 암부(Ambu), 그리고 뻥훌루(Penghulu)48)는 기도를 올리는 자로써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희망하는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시르나레스미에서 가까

48) 암부는 아바의 부인이다. 뻥훌루(Penghulu)는 오빳블라스 등의 각종 의례에서 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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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위치한 선대 아바의 묘를 차례로 방문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들의 묘는 아바가 생전에 살았던 마을에 위치해 있는데 이 마을들을 방문하는 것은 
이주의 역사를 짚으며 과거의 마을로 회귀하는 것과 같다. 선대 아바의 묘가 있는 마
을에 가면 같은 카세푸한 구성원이지만 이주에 참여하지 않았던 오래된 친족들을 만
날 수 있다. 연구자가 참여한 2011년의 성묘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
는데 모두 10개의 마을을 방문하였다. 가장 가까운 곳은 아바의 아버지 묘가 있는 시
르나레스미 마을이었고, 가장 먼곳은 보고르(Bogor) 시(市)였다. 이들이 방문한 마을의 
이름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Sirnaresmi
2. Pasir jengjing
3. Ciganas Karamat Linggarjati
4. Cisono
5. Tega Lumbu
6. Rebak binong
7. Rebak lalang
8. Karamat Rebak Lalang
9. Pasir Telaga
10. Bogor (Nangka sari, Pura seda, Pa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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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도네시아 산림정책과 아닷공동체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산림자원에 대한 관리권을 두고 국가와 원주민의 첨예하게 대치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삶의 공간으로서의 숲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온 산촌 원주민들
은 국가로 대표되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끊임없는 간섭을 받아왔다. 산촌 원주민들은 
외부의 간섭에 대해 다양한 전략을 통해 대응하여 왔으며, 이 과정을 통해 숲과 원주
민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져왔다.  
본 장에서는 독립 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호모순적인 목표를 가
지고 원주민을 토지와 천연자원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과정을 산림의 국유화 정책과 국
립공원 정책을 통해 살펴본다. 
인도네시아 정부 수립 후 할리문 산의 산림 관리는 임업공사(Perum Perhutani)와 할
리문-살락산 국립공원 두 기관이 주도적으로 맡아왔는데, 임업공사에서 국립공원으로 
산림관리권이 이양되면서 할리문 산의 관리는 산림 자원의 활용보다는 보존과 보호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국립공원이 산림 자원 사용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카세푸한 사람들은 산림 관리에 있어서 주변화 되었으며, 카세푸한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적응 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임업공사에
서 국립공원으로 산림 관리권의 이양 과정에서 산림 관리에 대한 책임주체가 모호해
지면서 할리문 산의 특정한 지역에 무분별한 벌채가 일어나는데 그로 인해 경험된 대
규모의 산림파괴는 정부로 하여금 할리문 산의 산림 관리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 시키
는 사건으로 이용된다.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국립공원은 카세푸한 사람들의 지속가
능성 있는 산림 관리의 능력을 부정하고 파괴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 마을보호모델
(Model Kampung Konservasi 이하 MKK)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은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에 대한 평가의 주체에 따라서 실패의 원인은 다르게 나타나
며 국립공원 직원과 카세푸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맥락을 가지고 MKK가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살펴봄으로 산림파괴 경험을 손쉽게 지역주민의 무능력
함으로 돌리고 외부의 강제를 정당화하는 공유재 이론의 허점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본 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지방분권화라는 거시적인 정책선로의 변화와 
세계 원주민 담론과 함께 등장한 원주민 운동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아닷공동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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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적 실체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 카세푸한 사람들이 ‘아닷공동체’로 정치화 하
는 과정을 살펴본다.

1. 인도네시아의 산림정책

국제임업연구기관인 CIFOR(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는 인도네
시아에서 1997년부터 2003년간 359건의 산림 관련 갈등을 보고하였는데 그중 34%가 
보호림 지역 내에서 39%가 플란테이션 지역 내에서 발생하였다. HuMa 연구소의 보
고서에 따르면 2010년에만 245만 ha에 달하는 면적에서 85건의 갈등이 발생하였는
데, 그 중 91%가 기업과 지역공동체간의 갈등이었고, 8%는 지역공동체와 중앙정부간
의 갈등이었다.49) 산림 관련 갈등 건수의 높은 수치는 점유권 문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 양상이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개인과 정부, 그리
고 개인과 기업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과 정부 그리고 개인과 기업 사이
의 갈등은 인도네시아 산림의 국유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1) 국가의 산림통제권의 강화와 학 울라얏(hak ulayat)

산림과 관련한 첫 법안은 1967년 ‘기본 산림법’(Basic Forestry Act No.5/1967)이
다. 이 법안 이전에는 산림은 토지의 한 종류로써 1960년 ‘기본농업
법’(Undang-Undang Pokok Agraria 1960)의 관할이었다. ‘기본 산림법’은 국가의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방향과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모든 산림 관련 하
부 규정들의 기초가 되었다. 이후 개정을 거쳐 새로운 산림기본법(Basic Forestry 
Act no.5/1997)과 산림법(Forest Law no.41/1999)으로 대체되었으며, 새로 제정된 
법은 지속적 산림경영과 지역협력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산림은 인도
네시아 임업부(Ministry of Forestry)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
방분권화의 확산으로 인해 점차 지방정부의 관리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49) 토지점유권 분쟁은 국유지로 등록된 토지에 지역공동체가 농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존의 토지사용
방식이 토지개혁규칙과 대치되는 경우, 개인 간 토지사용자격에 대한 민사소송, 아닷공동체의 토
지에 대한 관습적 점유권의 문제, 개발 사업지 또는 보존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 선주하였던 원
주민에 대한 보상 수준과 관련한 문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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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토지법과 산림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임지를 포함한 토지에 
대한 국가 통제권의 강화이다. 헌법(UUD 1945) 33.3조항과 기본 농업법(UUPA 
4/1960) 2.1조항에 정부는 “토지와 대기에 대한 통제”를 갖는다고 명시되어있다. 기
본산림법 No.5/1967에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 모든 산림은 그 안의 천연 자원을 포
함하여 모두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라고 명시하여 사적 부문의 산림에 관계된 모든 
사항들을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의 관리권은 토
지 혹은 임지의 사적사용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개
인 또는 집단이 토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넘어선 위치에서 그 권리의 사용을 ‘통제’
하는 국가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국가의 이러한 통제는 일반적인 토지에 비해 산림에
서 더 강하게 실현되는데, 인도네시아 산림 중 3분의 2가 국가산림법을 통해 국가 소
유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국가 소유로 등록된 산림 중 상
당 지역은 사실상 산촌 주민들의 거주 지역이다. 이렇듯 산림과 토지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의 지나친 강조는 원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
다. Humphreys(2006)는 2001년 FAO 자료를 근거로 인도네시아의 삼림 중 99.4%(1
억 4백만 ha)가 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나머지 0.6%(60만 ha)의 적응 양만이 아닷공
동체의 소유로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 보다 특정화하자면 산림에 대한 국가 통제권의 강화는 학 울라얏(hak ulayat)의 
지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학 울라얏이란 아닷공동체의 토지에 대한 공동 권리
를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상용되는 ‘관습적 소유권(customary tenure)’에 대응하는 용
어라고 볼 수 있다.
학 울라얏이 성문법 상에 등장한 것은 네덜란드 식민정부 시대부터이다. 식민 정부는 
“아닷을 식민지의 공식법령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조윤미 2011)였으며, 이는 인도네시
아의 전통 왕국들이 오랜 시간 발달시켜온 전통적 토지 관리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
이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공식적인 토지법체계에서 아닷법과 서구토지법이 양립하게 
된다. 이 시기 학 울라얏은 아닷법 상의 토지소유권을 의미했으며 보다 이는 구체적으
로 전통 왕국들이 소유하여온 토지를 우선 지칭하였다. 식민정부가 전통 왕국들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로 등장한 정책은 왕국 외에도 지역공동체들의 공
유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독립 이주 제정된 1960년의 ‘기본농업법’50) 은 아닷법과 서구토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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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립하는 이중적 토지법체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는데, 식민정부 시절 인정되
었던 학 울라얏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채택하였다. ‘기본농업법’에서 정리한 ‘국토’
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행정 등록 상 국토로 기재된 토지와 사용되지 않는 
토지, 그리고 술탄 소유의 토지이다. 이 중 행정 등록 상 국토로 기재된 토지 중에는 
과거 식민정부 시절에는 관습적 점유권이 인정되었던 원주민 공동체의 공유지가 상당
수 포함되어 있었다. 1969년에 개정된 기본농업법(UUPA/1969)은 학 울라얏 토지에 
대한 공동권리를 공식적으로 부정하였다. 이러한 법을 바탕으로 정부 측에서 학 울라
얏에 해당하는 산림을 유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Yusuf, 2011). 비록 ‘기
본 농업법’의 제 5항을 보면 ‘아닷’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하부 시행 규칙은 아닷의 
원칙을 보조해 주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에 반(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닷 
공동체의 권리 옹호 활동을 진행하는 NGO들은 오랜 시간동안 ‘기본농업법’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2) 토지 관리 체계의 혼란

동일한 지역에 다양한 허가증을 중복 등록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산림 개발을 촉
진하기 위해 채용된 것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산림관리 행정체계의 대표적인 문
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동일한 지역에 대해 토지법을 통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자원관리법을 통해 임업, 광업, 수자원, 플란테이션, 부동산 개발을 
포괄하는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첩적 소유권과 사용권의 인정은 다른 
국가에서도 흔히 쓰이는 방법인데 토지, 건물, 자원의 개발 촉진을 위해 유용한 측면
이 있다. 하지만 중복되는 권리를 관리할 일원화된 행정체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50) 기본농업법을 통해 등록 가능한 권리는 다음과 같다. 소유권, 영업권, 건물사용권, 사용권, 임대
권, 토지수용권, 산림물수확권이 있다. 소유권(Hak milik)은 토지에 대한 소유를 완벽히, 강력하
게, 이전받는 권한을 말한다. 소유권은 토지에 대해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으며, 본 소유권을 
이용하여 영업권을 제외한 건물사용권 및 사용권의 권한을 부여/사용할 수 있는 큰 권한을 소유하
고 있다. 영업권(Hak guna usaha)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사
업 업종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만이 가능하다. 최장 25년간의 권한이 있다. 건물사용권(Hak guna 
bangunan)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상에 건축 또는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으로 최장 30년간의 권한
이 있다. 사용권(Hak Pakai)은 국가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부터의 수확물 수거 또는 토지 사용에 대한 권
한을 말한다. 즉 본 토지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토지 관리 또는 임대 계약이 아닌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토지 부여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있음을 말한다(출처: 
http://blog.daum.net/lombok/281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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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소유권은 대통령 산하의 국토부(BPN-Badan 
Pertanahan Nasional)에서 관리하는 한편 산림 자원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산림부
(Kementerian Kehutanan)에서 관장하는데 이들 부처 사이에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정부는 독립 이후 산림의 국유화를 꾸준히 그리고 강력하게 진행
하여 왔다. 국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된 국유화는 독립 이전 인정되어 왔
던 학 울라얏의 불인정으로 나타났다. 원주민의 토지에 대한 관습적 소유권에 대한 불
인정은 인도네시아 토지 관리 체계의 혼란과 더불어서 다양한 산림 관련 갈등을 야기
했다고 볼 수 있다. 산림 관련 갈등은 이러한 제도적 측면과 다음 절에서 나올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패러다임의 충돌을 통해 심화된다. 

(3) 산림 개발과 산림 보존

산림자원 개발의 폭발적인 성장은 수하르토가 집권한 신질서(New Order) 시대부터라
고 할 수 있다. 수하르토 정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치안유지와 경제개발”이었다(조
윤미 2011). “수하르토 개발 내각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행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수카르노 통치기를 지칭하는 구질서 정치 유산의 청산과 정치와 경제 분야의 안
정 추구를 2대 과제로 설정”하였다.(양승윤, 2010). 
국가정책이 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도네시아 산림이 가지고 있는 무궁한 개
발 가능성이 조명을 받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국토의 약 70%에 해당하는 1억
3,400만ha가 산림지구로 분류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약 1억 4천만 ha의 열대
천연림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생산림과 전환림을 합쳐 9천만ha를 개발하기로 결정한다
(Darusman, 1992). 산림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권은 필수적
이었다. 신질서 시대의 산림관리 활동은 산림자원과 산림 생태계에 질적 그리고 양적 
저하를 야기하였다(유병일 2009: 17). 약 2억에 육박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절반 이
상이 산림 내(內) 또는 근접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은51) 산림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곧 다수의 국민을 통제하는 매우 강력한 간접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었다.
목재 생산은 산림 개발 중 가장 대표적이고 지배적인 방식이다. 세계 원목의 연간생산

51) Indonesian Forestry community, 50 years Indonesian Forestry, Jakart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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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1961년 20억㎥에서 1990년에는 33억 2,000만㎥으로 66%가 증가하였으며, 1990
년대는 32～33억㎥의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의 
6대 원목생산국에 포함되는데, 이들 6개국의 원목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의 약 50%를 
점하고 있다(세계 임산물 수급 및 무역 동향).
광업 역시 대표적인 산림 개발 방식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석탄 수출국 중 세계 
1위, 천연가스 생산국 중 세계 8위이며, 석유, 금, 구리, 니켈, 주석 등의 지하자원도 
풍부하여, 1차 산업에서 얻는 수입이 전체 정부 수입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광산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Freeport, Newmont, Inco, Antam, 
Timah, Koba Tin 등의 다국적 광업회사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
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해 외국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투자자들
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만드는 일환으로 COW(Contract of Work) 시스템이 도입
하였고 많은 다국적 회사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법인세와 감가상각에 대한 세금 인센
티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1999년 통과된 산림법 법률 41호에 의거하여 보호림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채굴이 금지되면서 기존 COW로 부여받은 광업권이 크게 제한받게 
되었고,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부가 광업법의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등 변화를 물결이 일고 있다. 
목재생산, 광업과 더불어 플란테이션 산업은 인도네시아 산림 활용의 주축을 이룬다. 
열대림을 플란테이션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네덜란드 식민 정부 시대로부터 시작하였
는데, 현재 인도네시아 농업분야 플란테이션 산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10개 플란테이션 산업작물의 경우 재배면적은 연간 3.7%, 생산량은 연간 
10.7%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도네시아 전체 노동인구의 17.3%인 1,970만명이 
플란테이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Deptan, 2009-2011 참조)
산림 자원을 활용한 개발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경제적 이윤을 주었지만 산림에 거주
하는 원주민 공동체들에게 그 이상의 영향을 미쳤다. 개발 산업의 방식은 정부 주도 
또는 정부와 전속 계약을 한 기업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산림 자원에 대한 거주민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산림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반강제적으로 근접 도시로 이
주하거나, 개발 현장의 노동자로 고용됨으로써 개발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
였다. 개발로 인한 생태적 환경의 변화 역시 거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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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4 합계
255,720 335,456 290,745 163,054 1,944,975

었다.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림 자원을 활용한 개발에 집중하는 한편 보조적인 정
책으로 산림 보존을 위한 정책도 진행하여 왔다.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보존과 관련
한 최초의 법령은 1978년 대통령령으로 비준된 “Conservation International Trade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No. 43/1978이다. 1985년에 인
도네시아 정부는 산림 보호와 관계된 정부시행령 No. 28/1985을 제정하였으며, 1990
년에 생물자원과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세부 규정을 발의하였
다. 
최근 인도네시아 산림 보존 문제는 인도네시아 국가를 넘어서서 전지구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열대림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기후변화 문제의 도래와 
더불어 나타나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는 상당한 규모의 국제산림협력자금
이 다양한 국제기구와 정부를 통해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인도네시아의 국제산림협력자금 수혜 추세

단위: 1000달러

자료: GTZ+인도네시아 산림부

인도네시아 산림 부문 국제사업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국제협력자금이 산

림 분야에 무상원조 또는 차관의 형태로 지원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는 특별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상원조로 지원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주로 지역주민 공동

체의 참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산림보존, 산불관리와 도면 작업 같은 기술 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다(유병일 2005).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산림 관련 협력 자금은 국제적 층위의 관심과 압력을 나타내 
준다. 전지구적 차원의 개입은 인도네시아 산림 거버넌스를 보다 복잡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할리문 산 역시 이러한 전지구적 차원에 개입이 이루어졌었으며, 앞으로도 개입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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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리문 산의 개발과 보존

(1) 할리문 산의 개발

할리문산의 개발은 앞서 언급한 목재생산, 광업, 플란테이션의 세 가지 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 목재 생산을 위한 집단조림이 임업공사 뻬룸 뻬르후따니(Perusahaan 
Umum Perhutanan Indonesia, Perhutani Unit Ⅲ, West Java52)의 주도로 1978년
부터 행해졌으며, 대규모 차, 카카오, 고무나무 플란테이션이 1970년대에 들어왔다. 
할리문 산에서의 광물 채취 중 주요 광물들은 모래(sand), 벤토나이트(bentonite)와 
금이데 금 채굴을 중심으로 한 광산업은 1990년대에 이르러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RMI, 2003).
 국영 광업기업 아네까 땀방(PT Aneka Tambang)은 정부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할
리문 일대 지역의 금 채굴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고, 그 면적이 4만 ha에 이
르렀다. 아네까 땀방이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지역은 카세푸한 사람들의 거주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아네까 땀방과 국가 사이의 계약은 카세푸한 사람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 졌다. 아네까 땀방이 할리문 산에 광업 산업을 시작 했을 때 마을 사람들
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아네까 땀방이 할리문 산의 금 채굴권을 독점하면서 카세푸한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시작한 채굴 행위는 불법화 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세푸한 사람들
은 ‘불법 채굴’을 은밀하게 그러나 빈번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구 수준의 금 
채굴 작업을 ‘구란딜(Gurandil)’이라고 하며, 채굴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도 구란딜이라
고 한다. 구란딜은 직접 금이나 은이 나오는 곳을 찾아 토지를 구입한 후 채굴을 본격
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채굴 현장에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일함으로써 참여하

52) Perum Perhutani 임업공사는 정부 산림 기구(State Forest Corporation)로써 자바(Java)섬의 2
천9백만ha의 산림 부지를 관리한다. 이 중 1천8백만ha의 산림이 생산림이고, 73만1천ha가 보존
림 지구이며, 41만9천ha가 보호림이다. 임업공사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경제적 이윤과 공공서비
스이다. 임업공사는 3개의 유닛으로 구성되며 유닛 1은 중부 자바에, 유닛 2는 동부 자바에, 유닛 
3은 서부 자바에 위치해 있다. 임업공사는 재조림활동, 플란테이션 경작, 양잠, 송진 채집, 사슴사
육과 악어사육, 농촌 공동체 개발 등의 활동을 한다. (Dadan Suwardi Machf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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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있다. 마을의 젊은 청년들은 5~6명씩 팀을 짜서 2~3주일 정도 채굴 작업에 
참여하여 돈을 벌기도 한다. 또 다른 형태로는 아네까 땀방의 채굴지 주변의 흙을 가
지고 와 금 채취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 측에서는 금을 채취하기 이전의 진흙
을 이들에게 도둑맞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란딜은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Wijaya 등, 2007:13). 카세푸한 사람들은 자신의 토지라고 여겨지
는 땅에서 광물을 캐는 행위는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
며 동시에 자신의 행위가 정부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말한다. 이
러한 경험은 그들에게 본래 소유한 것들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상실감을 느끼
게 한다.

(2) 할리문 산의 보존: 임업공사와 국립공원 

할리문 산이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한 최초의 기록은 네덜란드 식민 정부 시
절에 나타난다. 1924년 네덜란드 식민정부에 의해 할리문 산의 일부 지역(4만 ha)은 
보호림(Hutan Lindung)으로 지정되었다. 보호림으로서의 지정은 할리문 산의 생물다
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할리문 산에 근접해 있는 보고르, 자카르타, 수카
부미 등의 근교도시의 수원(水原) 보호의 의미가 컸다(G. Galudra).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할리문 산의 관리권은 임업공사 이전되었으며 보호림으로 지정
된 지역은 산림부의 의해 1979년부터 보존림(Hutan Konservasi)으로 지위가 변화되
었다. 임업공사는 할리문 산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개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 반
면 보존림 지정은 자연보존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두 정책에는 이미 상호 
모순되는 점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은 임업공사 또는 국립공
원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혼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국립공원의 
지위가 보호림에서 보존림으로의 변화한 것은 보다 엄격한 수준의 보존 정책이 수행
됨을 의미하며 할리문 산의 보존림 지정은 당시 서자바 내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한다(Adimihardya). 임업공사는 국가를 대행하여 할리문 산의 산림 자원을 효과적으
로 이용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임업공사의 산림 개발은 원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기 보다는 주민에게 귀속되는 산림 자원을 착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는 경제적 자원을 대한 착취와 더불어 생태적 자원에 대한 착취이기도 하였다.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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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강 상류지역의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였는데 그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수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토지는 황폐화 되었으며 침식현상이 심화되었다. 병충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이전에 없던 병충해가 유입되기도 하였다(Hydayati 2005). 

“임업공사가 오기 전에는 이 지역은 우리의 부모세대가 경작하던 사와였어요. 임업
공사가 이곳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생산 지역으로 만들었죠. 벼농사는 망쳐졌고, 모
두 사라졌어요.” [El, 여자, Malasari 마을]

[출처: Hydayati 2005:3]

할리문 산이 한편에서 개발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 보존림 지역의 
보호 정책의 강화는 지속된다. 보존림 지역은 1992년 다시 지위가 변화하여 국립공원
으로 지정된다. 이 시기부터는 임업공사와 국립공원이 병존한다. 2003년에는 국립공원
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임업공사가 할리문 산에서 관리권을 잃게 된다. 보호림에서 
보존림으로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산림 보존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면적도 점차 넓어
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강도의 변화와 면적의 변화는 임업공사의 
개발만큼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카세푸한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 ‘카세푸한 칩타글라르’, ‘카세푸한 칩타믈리아’ 이 세 카세푸
한 소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르웅 뚜뚭빤과 르웅 가라빤에 해당하는 숲은 국가 임업 
공사의 관할 하에 있다가 국립공원의 경계가 확장되면서 국립공원의 관할로 포함 되
게 된다. 임업공사는 해당 지역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므로 카세푸한 사람들이 해당 
지역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묵인해 주는 태
도를 취해왔다. 그리고 임업공사의 플란테이션 활동에 일용직으로  고용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하였다. 

“예전에 임업공사가 여기를 관할 할 때에는 그래도 좀 낫았어. 임업공사는 좀 더 
친절해서 나무 벌채를 해도 괜찮았거든. 그리고 농경활동도 자유로웠어. (국립공원
이 확장되기 전인) 2002년 이전에는 자유로웠었지.” 

(Omid, 남, 시르네레스미, 2011년 인터뷰)

그러나 국립공원은 임업공사와는 산림 경영의 목표가 달랐으며 산림의 보호에 보다 



- 86 -

큰 방점을 두었다. 또한 2002년 국립공원이 확장하면서 국립공원의 보존지역(Zona 
Inti)도 함께 확장되었기 때문에 엄격히 사용이 금지된 지역이 카세푸한 사람들의 르
웅 가랍빤과 르웅 뚜뚭빤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임업공사 시절에는 카세푸한 사람
들이 르웅 가랍빤에서는 딸룬과 후마를 만들고 르웅 뚜뚜빤에서는 목재를 취득하는 
행위가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한다. 그러나 국립공원은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국
립공원 초창기에는 사와 활동조차 금지하였고 사와의 경우 점차적으로 허용되어 현재
는 사와 활동은 어려움이 없어 졌다. 그러나 벌채를 동반하는 후마의 개간, 딸룬에 나
무를 심어 목재를 취득하는 임업행위, 르웅 뚜뚜빤에서 장작용 땔감이나 가옥 개조용 
목재를 얻는 행위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 되어 있다. 르웅 가랍빤과 르웅 뚜뚜빤에 대
한 보존 정책은 카세푸한 사람들에게는 생계 수단을 앗아하는 것과 동시에 아닷의 주
요한 믿음들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르웅 뚜뚜빤에서 
땔감과 가옥을 위한 목재를 얻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카세푸한 아닷 중 벼의 신성성
과 가옥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고, 르웅 가랍빤의 후마와 딸룬 방식의 농업 활
동도 금지된 것 역시 전통적인 자원 관리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카세푸한
이 보유한 고유한 산림관리체계에 대한 부정이며 일방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했으
며 동시에 총체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국립공원의 정책에 대해 개인적 수준의 대응하기도 한다. 국립
공원 직원이 없을 때 은밀히 벌목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립공원 직원이 마을을 방문하
는 경우 마을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것
을 방지한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개인적 수준의 대응 전략과 더불어 카세푸한 지도
자인 아바의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집단적으로 국가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
다. ‘아닷공동체’를 위한 특별법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3장에
서 다시 살펴보겠다. 

(3) MKK 사업 사례

약 10년 전 시르나레스미 마을의 치마빡(Cimapag) 마을 부근의 산 일부가 불법벌채
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훼손된 산림은 시르나레스미 마을과 칩타글라르 마을의 
중간에 위치하여 있었으며, 훼손 당시 차 1대가 넉넉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규모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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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만들어 졌다. 
카세푸한 칩타글라르의 아바는 마을과 도시와의 근접성을 향상 시켜 마을의 복지를 
향상 시키기 위해 해당 산림에 치마빡에서부터 칩타글라르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만들
기로 결정했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마을 노동력을 동원하여 길을 다지고 아닷에 의거
하여 아스팔트 대신 자갈을 깔아 만들었다. 아스팔트를 바르면 대지가 숨을 쉴 수 없
기 때문에 자갈을 깔아 대지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아닷이다. 실
제로 카세푸한 마을들 중 아바가 거주하는 마을은 아스팔트 도로가 없다. 근방에 깔린 
아스팔트 도로도 마을 내로 들어오면 돌 자갈을 깐 도로나 그냥 맨 흙의 도로가 나타
나는 것이다. 
본래 이 도로는 벌채를 위해서 만든 임도가 아니었으나 불행히도 이 도로로 인해 불
법 벌채가 성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지역은 카세푸한의 산림분류체계 상으로는 르웅 
뚜뚭빤에 해당하는 숲으로, 과거의 규율에 의한다면 결코 과도하게 벌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었다. 그렇다면 아닷이 실효성을 잃고 있는 것일까?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면 해당 도로의 생성은 불법벌채를 가능하게 한 물리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사회·문화·제도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할리문 산의 산림 훼손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1997년-1998년인데, 이때는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시기이다. 살기 어려워진 산촌 주민
들이 부업을 위해 벌목을 했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L.B. Prasety 등) 실제로 그러한 
면이 있었던 것도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러나 이 사태의 근저에는 정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공백이 더 주요한 요인이다. 
당시 해당 산림은 1979년이래로 임업공사의 관할로 산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
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 이후 국립공원이 확장되면서 임업공사의 관할 지역이 국립공
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임업공사는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
던 생산림의 최대한 넓은 면적을 벌채하고자 한다.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벌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건전한 산림 관리의 책임은 임업공사도 국립공원도 모두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실상 산림 관리 주체가 사라지고, 경제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주
인 없는 나무’들을 베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다. 인도네시아 전반의 경
제난, 그리고 해당 지역의 산림관리의 책임 기관의 공석이라는 사회제도적인 요인이 
존재했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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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는 미꿀(벌목꾼)일이 엄청 많았어. 하루에도 몇 탕을 뛰었거든. 돈도 쏠쏠하
게 벌었지. 지금은 그때의 반의반도 못 벌지...”
“다들 가서 나무를 베어 가는데 나만 안 베면 뭐하겠어.. 숲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때는 제어가 안됐어. 불법 벌목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속수무책 이었는걸. 한 통속인건지 뭔지..” 
“불법 벌채가 엄청 많았지. 그런데 잡혀가도 문제없었어. 우두머리(불법 벌채 업자)
가 다 책임져주거든”

[2011년 7월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중]

“무성한 숲이여서 혼자는 무서워서 지나가지도 못했던” 숲이 벌거벗은 산이 되기까지
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국립공원 직원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억한다. 

“당시에는 (국립공원 측에도) 불법 벌채 업자에 대한 정보가 있었지만, 그들을 잡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업자들끼리는 네트워크가 탄탄히 조직
되어 있어서 틈을 찾지 못했죠...(중략)... 사실 현장의 미꿀(벌목꾼)들은 그냥 조무
래기들이에요. 진짜 보스는 따로 있죠. 그 보스를 잡을 수가 없으니 벌채가 계속되
었던 겁니다.”

[2011년 7월 국립공원 직원 B와 인터뷰]

할리문 지역은 불법 벌채업자의 활동지역이 되었고 지역 주민은 불법 벌채업자에게 
고용되어 벌목활동을 하였다. 임업공사와 국립공원의 책임 전가 속에서 전문적인 불법 
벌채업자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경찰, 한몫 벌어보기 위해 숲으로 나온 마을 주민까지 
모두 산림 훼손에 가담하였다. 이 현상은 산림파괴의 원인이 ‘공유재의 비극(Tragedy 
of commons)’ 이론으로는 한 차원의 설명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림의 
참여자(forest player)'들이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산림 자원을 
채취했다는 것은 현상적인 모습일 뿐이다. 오히려 산림 관리의 책임 주체가 모호해지
고 권리의 빈 공간이 발생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유재의 비
극적인 현상은 공유재 ‘본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제도 행위자들의 실천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한다. 특히 마을 주민들의 언술로부터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체계가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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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주인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외부의 불법벌목
업자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착취해 나갔을 때 카세푸한 사람들은 상황에 대한 그리고 
자원에 대한 자신들의 통제권이 이미 사라져 있음을 느낀다. 자신은 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아닷으로 규율되던 르웅 뚜뚜빤의 
존재보다는 모두가 하는 행위에 순응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해당 지역의 산림 파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곧 국가의 개입
이 이루어지게 된다.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2004년 재조림 프로젝트가 수
행되었다. 일본 정부의 해외원조기구인 JAIKA와 인도네시아 산림부에서 MOU를 체결
한 재조림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 명은 MKK(Model Kampung Konservasi), 즉 
마을 보존 모델이었다. 
MKK 프로그램에 크게 3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녹화(복구)작업, 지역사회 소
득 증대 사업, 그리고 환경 교육이다. 자이카와 NGO는 해당 프로그램을 위해 지역주
민의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선행조사를 진행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획하였다. 산
림녹화작업을 위해서 국립공원 측은 조림할 나무를 선정하고 묘목과 도구들을 제공하
였다. 지역주민들은 조림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지역사회소득증대사업의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염소사육, 가게 개업 등 목재 이외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을 위해 초기자본금을 지원해주었다. 이 프로그램은 2년간 진행되었는데 프로젝트가 
종료된 지 약 6년이 흐른 지금 NGO, 국립공원, 마을 주민들은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실패라고 평가하는 이유와 실패의 원인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르다. NGO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가구에게 돈만 제공되고 마을 주민
의 역량강화(empowerment)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결과가 미미하였
다고 보는 반면, 국립공원 측은 마을 주민들의 관행과 비합리적 태도 때문에 프로젝트
가 실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마을 주민들은 국립공원 측의 부정부패로 인해 프
로젝트가 실패하였다고 보았다. 

“사실 이 곳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같은 아닷공동체여도 바두이와 카세푸한 사람들은 차이가 납니다. 바두
이는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곳 사람들은 20 가구에서 40 가구 이상이 되면 



- 90 -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라다(일본 연구자)의 연구에도 나와 있습니다. 벼농
사를 위해서 나무를 태우는 관습이 있는데, 이는 산림을 훼손시키고는 합니다. 옆 
마을 칩타글라르를 보십시오. 칩타라사에서 칩타글라르로 이주하였는데 그 사이에 
산림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보십시오. 예전에는 숲이 울창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
태가 되었습니다”(국립공원 직원 A와의 인터뷰).

국립공원 직원의 언술에서는 원주민 공동체의 자원 관리 능력 자체에 대한 불신다는 
‘진짜’ 원주민 공동체인 바두이족과 그렇지 못한 카세푸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 
바두이 족은 문명과 차단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순수’하고 ‘진정’한 아닷공동체로 평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아닷공동체는 자신들의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카세푸한 사람들은 이미 문명과 접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순수’하지 않고 ‘진정’성이 없으므로 아닷공동체로 평가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자원관리능력은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자원관리능력에 기반해 
그들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보다는 아닷공동
체 문화의 ‘원시성’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체 임업 사업의 경우 이 곳 사람들과 다른 지역공동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MKK가 실패했는데, 그게 다 이 사람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공
동체에서 MKK를 하면 분명 성공했을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일단 합리성이 떨어
집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할 생각은 안하고 항상 단시일적으로 사고를 하다보니 
MKK가 실패하는 겁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 염소를 나누어 주면 뭐합니까? 새끼를 
칠 생각을 안하고 팔아버리는데”(국립공원 직원 B와의 인터뷰). 

위의 국립공원 직원은 MKK 사업의 실패를 카세푸한의 ‘원시성’으로 돌리고 있다. 아
닷공동체의 원시성은 이처럼 여러 맥락에서 사용된다. 

“국립공원 직원들은 믿어서는 안돼. 예전에 MKK 때만 해도 그래. 그때 자이카
(JICA)를 통해서 받은 컴퓨터가 몇 대인데 그 컴퓨터를 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걸? 
분명 국립공원 직원들이 빼돌렸을 거야.”(치마빡 주민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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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은 MKK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직원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본에서 지원한 컴퓨터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물품들을 국립공원 측
에서 빼돌렸다고 생각한다. 
MKK 사업 중 가장 주측이 되었던 조림사업은 지역주민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기타 비
용은 국제기구 측에서 부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산림파괴가 가장 심각했던 곳을 중심
으로 조림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조림사업을 위해 빨리 자라는 나무가 선정되었다. 그러
나 실제 카세푸한 사람들의 토지 이용 형태와 선호하는 나무에 대한 배려가 없이 시
행된 사업이었다. 조림 사업 지역에 자신들의 사유지(행정적으로 인정받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점유해온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읽었고 해
당 토지는 강제적으로 공유지로 회수되었다. 조림 사업이 이루어진 곳은 다른 용도로
의 전용이 불가능 했는데 조림은 지역주민의 선호도나 필요와 무관하게 식목종을 선
택하여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해당 사업을 실패는 국립
공원 측과 카세푸한 사람들의 불신의 골을 깊게 하였으며, 현재의 산림 경영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지방분권화 시대와 아닷공동체의 정치화

(1) 인도네시아 원주민 정책

"만약 정부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다면, 우리도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1999년 Kongres Masyarakat Adat Nusantara 1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의 ‘원주민(indigenous people)’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
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3년 UN 의 ‘원주민의 해’(Year of the 
Indigenous People)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였다(Gerard A. Persoon, 2004). 
정부는 아닷공동체와 원주민은 같은 선상에서 다루어야 하는 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하
는데 인도네시아는 다-종족(multi-ethnic)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은 
원주민이라고 논리를 갖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주민의 존재는 부정하지만 아닷공
동체의 존재는 인정한다. 수하르토 시대(1965-1998)에는 아닷공동체를 근대화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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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시사회’라고 명명하고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사회부(Departmen 
Sosial)의 관장 하에 놓았다. 사회부는 1백만 명의 아닷공동체를  고립사회로 규정하
고 그들의 ‘복지’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정책을 실천하였다.  

숲, 산간, 그리고 강가와 해안 지역에서 고립되어 살아가고, 사회경제적으로 그리고 
문명화된 정도가 단순한 자연 상태의 공동체를 고립사회(masyarakat terasing)라고 
한다. 

(Departemen Sosial 1986:3). 
‘고립사회’와 현대 인도네시아의 표준 사이의 간극을 줄여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 사회부의 의무이다.

(Departemen Sosial 1986:4)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닷공동체를 인도네시아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파악하
고(Wirajuda 1998) 아닷공동체를 ‘표준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표준적인 인도네시
아인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개발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것이 오지에서 정착지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재정착 프로그램이다(Li, 1999). 이 프로그램을 통해 표준화된 
형태의 가옥으로 구성된 수많은 정착촌들이 건설되었다. 수하르토 시대에 약 500개의 
정착촌이 형성되었고 약16만 명의 아닷공동체는 재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자바, 
발리, 마두라 등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빈민들을 파푸아, 칼리만탄, 수마트라 등 인구
가 적은 다른 섬으로 이주시킨 집단이주(transmigration)정책은(Elmhirst, 1999) 위 
정책과 이주방식은 다르나 근대적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 ‘탈’지역화 정책이라는 점
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1970년대에 서자바의 바두이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트랜스 록
(transmigrasi lokal; 지역 이주) 정책이 실시되었다. 307명으로 구성된 80가구를 원 
거주지에서 35km 떨어져 있는 방기된 고무 플란테이션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이들은 
새 정착지에서 각 가구당 1ha의 농경지를 배정받았다(Sukardi 2002:140).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주민과 아닷공동체를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국
제사회의 원주민 담론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지난 2세기 동안 국제
사회는 원주민의 권리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2007)와 같은 국제법을 출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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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국제법은 여러 국가들의 원주민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국제사회의 원주민 관련 움직임이 국가정책에 개
입과 압력으로 다가올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의 ‘원주민 운동(Indigenous People's Movement)’으로서의 권
리 옹호 운동이 매우 활발하다. 인도네시아의 시민단체에서 원주민 운동이라는 용어를 
통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닷공동체 운동’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아닷공동체
가 권리 옹호 운동을 진행함에 있어 국제사회의 원주민 운동의 담론을 채택하고 국제
사회의 원주민 옹호 조직들과 연대하고 있다는 점은 아닷공동체 운동이 원주민 운동
의 하나는 변주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아닷공동체는 세계 원주민 운
동의 주류를 구성하는 북미, 호주의 원주민 집단과는 상이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
다. 북미, 호주의 원주민 운동이 개척자에 대비되는 선주민의 존재를 강조한다면 인도
네시아의 아닷공동체 운동은 국민국가에 대비되는 자생공동체적 입장을 강조한다. 그
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아닷공동체 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다름을 나타
내고자 한다. 
아닷공동체 운동을 주도하는 연합 시민 단체 AMAN에서 정의하는 인도네시아의 아닷
공동체는 다음과 같다. AMAN은 아닷공동체 집단을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본다. (가)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한다. 언어, 가치, 규범, 태도와 행동이 다른 사회집단
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갖는다. (나) 생활공간은 토지, 숲, 바다와 그 외의 자연들
을 포함한다. 생활공간은 물리적 재화뿐 아니라 종교적·사회문화 체계가 포괄된다. 
(다) 소위 “전통 지혜”, “지역적 지식”이라고 불리는 지식체계가 보존, 농축, 개발되어 
있다. (라) 사회구조는 고유한 정부 체계를 구성하며 이 정부 체계는 관습법과 그에 
수반한 기관을 포함한다. 현재 1,163개의 아닷공동체가 AMAN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AMAN 홈페이지 참조). 
1998년 수하르토 하야 이후에 정부는 ‘탈중앙화’를 국정과제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
다. 와히드(Wahid)와 메가와티(Megawati)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고, 독립적인 지방 정부 운영과 이에 따른 지방 정부의 
재정적 자립에 많은 공을 들였다(양승윤 2010).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산림 정책에 있
어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중요하게 반영하는 방향 전환을 초래하였다. 독립 이후 
인도네시아의 거버넌스 시스템은 최소한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를 반복했는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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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스템은 1997-1998년 경제 위기 이후 촉발된 개혁운동(reformasi) 과정에서 지
방분권법안 No. 22/1999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균형에 관한 법안 No. 
25/1999이 통과됨으로써 만들어졌다(Siswanto and Wardojo 2005, 황성원 2010). 
법적 제도들을 교정함과 동시에 아닷공동체를 지칭하는 낙인 섞인 명칭을 교정하기도 
하였다. 아닷공동체들이 정치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한 것은 수하르토 시대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수하르토의 신질서 시대동안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 규정, 규칙들에서 아닷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아닷공동체의 공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 했다. 아닷공동체는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연합전선
을 구축하고 권리 옹호활동을 조직화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아닷공동체 내부적 각성과 
더불어 1998년 수하르토 정권이 물러나면서 형성된 더 개방적인 정치적 공간은 아닷
공동체 운동에 탄력을 주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사건은 1999년 열린 AMAN 총회(Kongres Masyarakat Adat 
Nusantara 1)이다. 200명이 넘는 아닷공동체의 대표들이 전국에서 자카르타로 모여
들었고 아닷공동체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며 미디어의 높은 관심을 받았
다. 칼리만탄의 아닷공동체 연합체로부터 출발한 AMAN은 이 의회를 계기로 전국적인 
아닷공동체 연합체로 발돋움 하게 된다. 1999년 AMAN 총회 이후에 국가토지국으로
의 아닷공동체의 공유지의 토지 등록을 허용해 달라는 아닷공동체의 압력은 더욱 증
가한다. 이러한 요구를 수렴하여 국가토지국은 규정 No5.1999 '아닷 토지 등록
(Registration of Adat Land)'을 제정한다. 이 규정을 통해 아닷공동체는 토지를 등
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공유지의 등록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방규정(district 
regulation)을 통해 ‘아닷공동체’라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아닷공동
체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다시 말하지만 
지방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아닷공동체의 권리는 무시된다는 것이다(Colchester, 
Jiwan, Sirait, Firdaus, Surambo and Pane, 2006: p50). 아닷공동체 됨을 증명한
다는 것은 아닷공동체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야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측
면이 있었다. 아닷공동체 답기 위해서 보다 ‘전통적’ 또는 ‘이질적’으로, ‘특이한’ 모습
으로 외부사람들에게 비춰져야 했고, 카세푸한 사람들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 이른다. 특별한 복장과 가옥, 다양한 의례들은 ‘아닷공동체 스
러움’을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또한 인근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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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카세푸한의 전통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
하였다. 보고르 농과대학의 수많은 학위논문들은 카세푸한의 문화에 대해 다양한 주제
로 접근하였다. 
아닷공동체의 권리 신장은 국가인권법(HRL)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국가인권법 
No.39/1999에는 공유지 소유권(articles 36-42)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농지농업법과 
국가인권법의 이러한 개선은 산림법(no. 41/1999)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산림법에
서 아닷공동체의 공유지에 해당하는 아닷숲(Adat Forest)는 국가소유의 산림에 포함
되어 있다(article 1.5). 아닷공동체에 대한 작은 인정의 움직임은 있지만 여전히 커다
란 맥락 속에서는 아닷공동체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별 아닷공동체가 자
신의 거주지에서 벌어지는 국가적 프로젝트 혹은 국제적 프로젝트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아닷공동체들은 연합체를 구성하여 국가와 국제기구들에 
대항하기를 선택한다. 현재 인도네시아 아닷공동체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상징
적인 국가·국제 산림 프로젝트는 REDD이고, 아닷공동체들은 REDD에 대해 다양한 성
명을 표하고 있다. 

시나르레스미 선언(Deklarasi Sinar Resmi) , 2009년 8월 8일

2009년 8월 5일에서 8일 동안 AMAN의 주최로 기후변화와 REDD에 대응하기 위한 
모임이 시나르레스미 마을에서 열렸다. AMAN의 회원인 아닷공동체의 대표들이 인
도네시아 군도 곳곳에서 모여들었다. REDD 제도의 도입에 의해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이 모임은 모임 공간을 제공한 카세푸한 시나르레
스미의 이름을 딴 시나르레스미 선언을 공포한다.
시나르레스미 선언은 우선 카세푸한과 국립공원이 직면한 갈등 상황에서 불법 벌채
로 적발되어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
적 환경위기는 국가에 의한 자원 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오랜 세대에 걸쳐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성공적으로 해 온 아닷공동체의 역
할을 강조하였다. UN 원주민 권리 선언, 인도네시아 헌법의 18조와 28조, 해안과 
섬 관리법(No 27/2007), 농지개혁과 천연자원관리(TAP MPR No. 9/2001)에 대한 
국민협의회 결의안을 근거로 아닷공동체 권리를 주장하였다. 아닷공동체의 권리를 
국제적 수준에서 6개의 요구사항과 국내 수준에서 10개의 요구사항을 통해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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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AMAN의 REDD 대응 모임이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 마을에서 이루어지면서 카세푸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치적 지평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 아닷공동체 연합은 국가의 의견과 별도로 자신들의 의견을 국제적 산림경영 주
체들에게 말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또한 이러한 아닷공동체 연합의 존
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색한다. 국립공원 측과의 갈등 
속에서 체포된 마을 주민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국제
적 산림 경영 프로젝트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다. 

(2) 연합전선의 구축 : ‘Kesatuan Adat Banten Kidul’

수하르토의 신질서 체제에서 억압되어 온 빈민, 노동계층, 소수종족, 지방사회 대한 
관심은 수하르토 하야 후 폭발한다. 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인권 담론이 전개되고 
이러한 담론들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적 제도화와 시민사
회운동의 활성화, 아닷공동체 운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조윤미 2011). 그러한 사
회적 분위기 속에서 카세푸한 사람들도 다양한 형태로 아닷공동체 운동을 실천한다. 
앞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세푸한 사람들의 산림 분류체계속의 르웅 뚜뚭빤과 띠
띱빤 그리고 가랍빤은 국립공원의 분류 체계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상충하는 부분
도 많다. 서로 다른 두 분류체계의 얽힘 속에서 산림과 산림자원에 대한 카세푸한의 
아닷적 통제권이 무시되어 왔기 때문에 카세푸한 사람들의  불만은 팽배해 있었다. 
카세푸한 사람들의 요구가 커져가는 가운데 다양한 NGO들이 이곳으로 유입되기 시작
한다. RMI와 JKPP는 주민참여적 지도작성(Parcitipatory mapping) 프로그램과 환경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고, 이 외에도 JICA를 비롯하여 Latin과 AMAN 등 다양
한 NGO를 통해 카세푸한 주민들은 아닷공동체의 권리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다양한 
NGO가 카세푸한에 일찍부터 접촉하게 된 데에는 할리문 산이 갖는 지리적 이점이 매
우 컸다. 다수의 NGO들이 자카르타와 보고르 지역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데, 자카르
타와 보고르에서 차로 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닷공동체로는 카세푸한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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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푸한 사람들은 NGO의 지도를 수동적으로 다르기 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
식으로 스스로를 정치화 하고 있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아닷공동체라는 정치적 주체로 
거듭남으로써 보다 강하게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아닷의 
전통적 체계는 희소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농지를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후마와 딸룬 같은 소유권이 빈번하게 이동되는 유동적인 소유권 체계
가 형성되어 있었다. McCathy(2005)는 최근에는 아닷공동체들이 정착하여 환금작물
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영구적인 소유권이 점점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아닷공동체가 
소유권을 보호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생산방식의 변화와 경
제적 조건의 변화가 아닷공동체의 소유권 주장을 야기했다는 설명은 분명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카세푸한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임업공사와 광업공사 그리고 국립공원 
체제라는 산림자원을 사이에 둔 경쟁자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외부와의 갈
등으로 인해 산림자원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 졌기 때문에 소유권을 보호하는 데 좀 
더 집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세푸한 사람들의 정치화가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양상은 카세푸한 소집단들의 
연대이다. 선대 아바의 시기에 세 개의 소집단으로 분기하였던 ‘카세푸한 시나르레스
미’, ‘카세푸한 칩타글라르’, ‘카세푸한 칩타믈리아’는 아닷공동체의 권리 주장이라는 
공통된 목표 하에 ‘끄사뚜안 아닷 반뜬 끼둘’(Kesatuan Adat Banten Kidul)이라고 
명명한 연합체를 구성하게 된다.  
카세푸한은 ‘지역특별법’(Peraturan Daerah)을 이용하여 아닷공동체로서의 토지점유
권을 인정받기 위해 시도하였다. 2008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시간동안 Peran, 
Pusaka, Skepi, Respect 라는 4개의 NGO가 카세푸한의 권리 옹호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NGO 활동가들은 카세푸한 사람들이 정부에 제출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협상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교육하였고 잡지를 발행하여 외부
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제목: 세 카세푸한 집단 지역특별법(Perda) 논의를 위해 모이다. 
일자: 2009년 11월 24일(화요일)

출처: Pelabuhanratu, KO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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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자바 수카부미(Sukabumi)의 세 카세푸한 공동체 즉 카세푸한 칩타글라르와 카세
푸한 시나르레스미 그리고 카세푸한 칩타믈리아가 ‘학 울라얏’의 보호에 관한 지역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칩타글라르 마을에서 공개회의를 열었다. 
이 모임은 지역사회의 활동을 제한하는 활동을 시작한 할리문-살락산 국립공원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 가져야할 카세푸한의 태도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카세푸한 
칩타글라르의 아바 우기는 산림에 관한 헌법 No 4/1999에 의해 보호되는 아닷공동
체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아닷공동체 선구자들의 투쟁에 함께 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우리는 이미 아닷공동체가 수 백년에 걸쳐 살아온 아닷법에 의거한 토지(tanah 
ulayat)를 유지할 것입니다."라고 아바 우기가 말했다. 그는 카세푸한 아닷공동체의 
권리와 토지 점유권에 대한 지역특별법(Peraturan Daerah)을 인정받기 위하여 지방
정부인 Pemda와 DPRD 수까부미 까부빠뗀에 진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특별
법에 대한 계획은 이미 지방정부와 DPRD와 이야기가 되어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
으로 이러한 생각을 지지한다. "이 순간 우리는 행정관으로부터 우리를 위한 지역
특별법가 즉시 허가되도록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바 우기가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산림보존협력사무국(Sekretariat Kerjasama Pelestarian Hutan 
Indonesia :SKEPHI)의 코디네이터인 Indro Tjahyono가 지역사회는 그들이 국립공
원과 직면하기 전에 그들의 아닷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역특별법의 제정을 장려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정부는 아닷공동체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속적인 개발 프로
그램에 대한 계획에 해당지역의 공동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할리문-살락
산 국립공원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참여 없이 이루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별법이 아닷공동체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사회의 삶이 이미 많은 굴레를 지고 있는데 이것은 할리문-살락산 국립공원이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는 것에 대해 제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는 현재 집
을 짓거나 수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닷을 통해 허가를 받아도 숲에서 목재를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할리문-살락산 국립공원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한 가운데에 금지 경고 표지판을 세워놓았는데 이는 그 지역에 살고 있
는 사람들의 거주공간이 불법 지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 말했다. 
그는 할리문-살락산 국립공원의 아닷 토지(tanah Ulayat)에 대한 주장은 일방적으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망연자실하게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예를 들
어 할리문-살락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내의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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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 번 결성한 적이 있었으나, 위원회에 참여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보호지역 지정 과정 중간에 제외되고는 하였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주민을 배제한 
채 얻어지는 결정은 궁극적으로 결국 지역사회로 하여금 그 결정을 거부하도록 한
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 공개회의 이후 지역사회는 아닷 토지의 경계를 정의할 것이며 그들은 어떤 방
법을 동원해서든 아닷공동체의 존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라고 Indro가 말했다. 

지역특별법을 통해 ‘학 울라얏’을 인정받으려던 카세푸한과 NGO들의 노력은 결국 결
실을 맺지 못했다. 카세푸한은 아닷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학 울라
얏’을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카세푸한 사람들과 국립공원의 갈등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지역특별법의 아닷공동체 인정을 위해 연합된 세 카세푸한은 여전히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역특별법을 통해 ‘학 울라얏’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 울라얏’의 실제 경계를 규정
하는 작업이 있었다. 아닷 상에서 르웅 가랍빤은 카세푸한 공동체 내부에서 공유되는 
원칙에 따라 분배되는 토지이며 르웅 뚜뚭빤은 개인에게 분배되지 않는 공동 소유의 
토지이다. 르웅 가랍빤과 르웅 뚜뚭빤은 소유의 형태가 다르다. 전자는 한시적 개인소
유가 가능하며 후자는 불가능하다. 정부와의 대치되는 지점에서의 ‘학 울라얏’은 이 
두 범주를 포괄한다. 학 울라얏은 ‘공유림’이고 르웅 가랍빤은 사실상 사적 소유의 공
간이지만 학 울라얏 속에 르웅 가랍빤을 포함시키는 것은 공유림에 대한 카세푸한 사
람들의 인식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인식구조의 변화는 대외적 활
동에 참여하는 아바와 마을의 지도층 사람들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반면 평범한 
먹고 사는데 바쁜 주민에게서는 미미하게 나타난다. 이들에게 ‘학 울라얏’은 르웅 뚜
뚜빤으로 한정되며, 르웅 가랍빤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 되고 있다고 인식되지 않는
다. 그러나 아바와 마을의 지도층은 카세푸한 사람들이 과거부터 영위해온 산림에 대
한 포괄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르웅 가랍빤도 학 울라얏에 포함되게 된다. 이
처럼 공유림이라는 산림소유 및 관리 체제는 변화하고 있다.   
아바와 카세푸한의 지도층들에게 지방정부로부터 지역특별법을 통해 아닷공동체로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뼈아픈 경험이다. 그들은 아닷공동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성
원권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전략을 취한다. 그 중 하나는 카세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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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록증의 발급이다. 

2011년 현지조사 당시 ‘카세푸한 칩타글라르’와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는 “멤버십 
카드 만들기”를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이 카드는 ‘카세푸한’의 구성원임을 나타내
주는 플라스틱 신분증이다.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의 아바 아셉은 친분이 있는 국
회의원 Bang Yos의 힘을 빌려 신분증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신분증 제작의 목적은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17세 이상의 카세푸한 구성원들
을 대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신분증이 제작되었다. 신분증에 기재한 기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마을 청년 아둥과 오밋은 분주하게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마을에서 눈에 띠는 사람을 붙잡고 “아바 아쎕 쪽인지”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이름과 나이를 적었다. 마지막 최종 목표는 ‘카세푸한 시나르레스미’, 
‘카세푸한 칩타글라르’, ‘카세푸한 칩타믈리아’, 를 모두 포함하는 등록정보를 만드
는 것이라고 하였다. 

등록증 발급은 세 카세푸한 소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카세푸한 지
도자인 아바는 구성원의 통솔을 위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구성
원 증을 발급받는 카세푸한의 일반 사람들은 본 등록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등록증 발급을 통해 볼 수 있는 내부 구성원의 성원권에 대한 고민은 앞
으로 카세푸한의 공유림의 사용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국가(외부)
로부터 카세푸한이 아닷공동체임을 인정받고 그 성원권을 규정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마을의 공유재 관리 체계는 그 형태가 분명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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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연구자는 인도네시아 아닷공동체가 국립공원이나 여타 산림기구와 첨예한 갈등을 겪
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인가? 아닷공동체 중 하나인 카세푸한 사람들에 대한 사
례 연구는 그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제시한다.

카세푸한 아닷 속에서 농업활동과 의례는 분명히 구분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엮이고 얽혀 하나의 문화체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카세푸한 사람들은 벼
를 신성시 하고 벼와 관련된 일련의 아닷은 아닷 중에서도 핵심적인 가치를 갖는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벼 농사를 함에 있어 아닷으로 정해진 목재 농기구를 사용하고, 기
계식 농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마을 주민들과 다르게 1년에 한번만 벼농사를 
하고, 벼의 매매가 금지된다. 아닷을 따르는 자들은 문화체계를 공유하며 공유된 문화
체계는 문화를 넘어 경제적으로도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맺게 한다. 또한 아닷을 어기
는 이는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퇴출된다. 이 아닷은 그 독자
적 성격으로 인해 고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사이사이의 
맥락 속에서 예외적인 선택들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농약을 알음알음 
쓰고 전통적 가옥이 아닌 현대적 가옥을 세우는 등 사소할 일탈 행위는 빈번하게 일
어난다. 그러나 만약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사고나 질환이 생기면 가장 먼저 원인으로 
지목되고 의심되는 것은 아닷의 불이행으로 인한 초자연적 처벌로 카세푸한 사람들의 
아닷에 대한 믿음은 상당히 공고하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숲을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숲에 대해 각기 다른 산림관리 방
식을 가지고 있다. 카세푸한의 정교한 산림관리체계는 아닷의 한 부분이며 아닷의 다
른 부분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 가지 숲은 모두 카세푸한 사람들의 공유재라
고 볼 수 있으나 그 양상은 상이하다. 르웅 가랍빤의 경우 수경 벼농사를 수행하는 사
와와 화전개간 벼농사를 수행하는 후마, 집 앞 정원 개념의 꺼분, 나무와 목초를 심는 
딸룬으로 구성된다. 이중 사와와 꺼분은 사용 방식, 소유 방식, 상속 방식들이 사유재
에 가깝고, 후마와 딸룬의 경우 공유재에 가깝다. 그러나 카세푸한 사람들의 이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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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이미 수립된 두 가지 사유와 공유 패턴을 없애고 새롭게 사유와 공유 패턴을 만
들어 내는 사건이 된다. 새로운 아바의 즉위나 기타 사건을 계기로 하여 마을을 이주
하면서 숲을 개간하여 마을을 새우고 논과 밭을 분배하여 갖게 된다. 마을의 이주는 
할리문 산의 일정한 구역 내에서 순환한다. 과거 카세푸한 사람들은 이주의 관습이 확
고할 때에는 후마에서의 벼농사가 주된 농업활동이었지만 현재에는 이주의 관습이 사
라져 가고 있는 추세이며 사와의 벼농사가 주된 농업활동이 되었다. 사와의 도입과 확
대라는 요소와 카세푸한 사람들이 이주를 그만두고 정착하는 것은 상호 촉진적인 관
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와가 도입되고 확대됨으로써 정주하는 기간이 길어졌으며, 
국가의 규제로 인해 이주가 어려워지자 사와에서의 농사에 더욱 집중한 측면이 있었
다. 
카세푸한 아닷의 지도자인 아바의 존재는 또 다른 형태의 공유재를 대변한다. 아바가 
소유한 사와와 후마, 그리고 기타 토지들은 모두 카세푸한 아닷의 소유이다. 아바 개
인은 이에 대해 사용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카세푸
한 사람이라며 누구나 아바의 토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바의 수확물과 카세푸한 사람들이 세금 명목으로 내는 쌀은 카세푸한 사
람들이 식량이 부족할 때 빌릴 수 있는 창구가 된다. 
벼를 보관하고 밥을 지어 먹는 것에도 벼의 신성성에 근거한 아닷이 엄격하게 지켜지
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산림관리체계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밥
을 지을 때는 반드시 땔감을 써야 한다는 아닷이 있는데 이것은 카세푸한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 벌채 활동을 유지하게끔 한다. 이것은 국립공원이 제시하는 새로운 산림
관리체계와 기존의 산림관리체계의 접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국립공원 측
은 엄격하게 벌목 활동을 금지시키는 반면 카세푸한 사람은 벌채를 그만둘 수 없다. 
금전적 수입이 적은 대다수의 카세푸한 주민들에게 땔감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은 
지나친 사치이며, 그렇다고 땔감으로 밥을 짓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벼
를 신성시 하는 카세푸한 아닷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카세푸한 사람들
에게 아닷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국립공원 수색꾼의 눈을 피해 땔감을 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기존의 산림관리체계가 국립공원과 융화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카세푸한 사람들의 르웅 가랍빤, 르웅 뚜뚭빤, 르웅 띠띱빤으로 정비되어 있는 산림관



- 103 -

리체계는 국립공원의 자체적인 구역(Zona) 시스템과는 어긋난다. 국립공원은 국립공
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다양한 기능별로 구역을 나누는데 생산림, 보호림, 아닷공동체
의 땅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국립공원의 보호림 내에 카세푸한의 르웅 가랍빤이 위
치한다면 보호(국립공원)와 생산(주민)의 가치는 충돌하게 된다. 또한 국립공원의 생산
림 내에 카세푸한의 르웅 뚜뚜빤이 위치한다면 다시 보호(주민)와 생산(국립공원)의 가
치가 충돌된다. 서로 다른 산림관리체계는 혼성(hybrid) 되기보다는 병렬상태를 유지
한다. 
카세푸한 사람들의 산림관리체계가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
지지만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일례로 카세푸한의 ‘공유림’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아닷 상의 공유림은 르웅 뚜뚭빤과 르웅 띠띱빤이 해당되었
다. 수하르토 시절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소외받던 아닷공동체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
이하여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서 아닷공동체의 공유재가 변화한
다. 카세푸한 사람들의 산림관리체계 속의 복잡(complex)하고 형태가 불분명한 르웅 
가랍빤의 공유재, 카세푸한 사람들이 공동 사용하고 관리하는 르웅 뚜뚜빤의 공유재, 
카세푸한 사람들이 공동 보호하는 르웅 띠띱빤의 공유재는 새로운 방식으로 카세푸한
의 언설 속에 등장하게 된다. 카세푸한 사람들은 다양한 지역 NGO와 함께 학 울라얏
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지도를 만들기 시작하고 ‘카세푸한의 공유림’을 주장하기 시
작한다. 이 정치적 언설로서의 ‘공유림’은 카세푸한 공동체가 영유하는 총면적을 의미
하며 카세푸한 사람들은 이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국가에게 요구한다. 국가와 아닷공
동체가 대치된 상황 속에서 공유림의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물론 지역적 실천 속에서 
공유재의 실체가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언설로서의 ‘공유림’이 실천의 맥락 속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관찰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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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at Community(masyarakat adat) and the ‘Forest’
-Kasepuhan people in West Java, Indonesia-

Youn Sojin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examine how the tradi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of “Adat community”,which is indigenous people in Indonesia, can be 
understood by using Commons Theory. Ethnographic study about 
Kasepuhan community (one of the “Adat community” in West Java, 
Indonesia) and detailed data about tradi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are 
provided.
Also, the influence of the forest policy and the social policy on indigenous 
people, which was promoted by the Indonesia government on politicalization 
of Adat community after the independence of Republic of Indonesia, was 
considered. Moreover, the changes on the concept of commons through a 
series of process were captured. 
Kasepuhan people dwells in the forms of mountain village in Mountain 
Halimun, which is in West Java, Indonesia. And they are called as Adat 
community. Kasepuhan people is well known for ‘traditional’ or ‘ancient’ 
style of living since they use old type of farming tools and kitchen utensils, 
wear unique style of clothes, and dwell in the house made of natural 
materials. However, their culture has been changing constantly with 
flexibility, and also, it is ‘unique’ one rather than ‘fixed’ one. Kasepuhan 
people accumulated their unique forest management system by dwelling in 
Halimun mountain. This system is a part of cultural system which is called 
Kasepuhan Adat. Therefore, the forest management system of Kasepuhan is 
closely connected to the other sociocultural aspects which forms the totality 
of cultu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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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considered as ‘commons’, were commonly understood as open 
access to everyone, however, it seems like it is distant from the reality. In 
reality, ‘commons’ are managed and used by specific society or community 
in social frame. The society that manages and uses the commons redefines 
the concept of commons and constantly reorganizes the management 
system of commons by engaging specific time and space, and economical 
and political condition. 
Commons of Kasepuhan is Moutain Halimun, which is their residence. 
Kasepuhan people divide forest into three categories and manage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character of the forest, it can function as 
private property or as commons. The process of mixing and dividing is 
regulated by macro-Adat. The form of Indonesia government which is 
shown as a colonial government, forestry cooperation and national park 
influence this process. 
Indonesia government had nationalization policy on forest for building 
Nation state and economic development since independence. Main stream of 
management of forest in Indonesia was development paradigm which is 
maximizing forest resource and partly conservation paradigm for conserving 
tropical virgin forest was existed. Adat community expresses and changes 
this culture in interacting with various external agents. 
Two paradigm which is both based on nationalization of forest arouse 
antipathy and beget strife to members of adat community. Adat community 
uses indigenous people discourse in international standard and asserts 
legitimacy of their right on forest use for making progress on 
politicalization. 

-Key words: Commons, Forest, Forest Management System, Adat Community, 
Indigenous People, Indonesia
-Student Number: 2009-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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