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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엠 칸 Ooel S.Kahn) * 

나는 인류화이라는 분과， 특히 아시아의 'd휴확써1 판한 몇 가지 견 

해룰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표훌 한쩡시키자면， 인휴학이 코 

스모폴리탄적 실천으로서 이해되고 평가되는 - 당정적으풍든 부정적 

으로든 - 것이 최선이라는 명제훌 주장하려윤 젓이다. 여기서 “코스 

모폴리탄”이라는 용어는 목일의 철학자 임마뉴엘 캄트가， 보떤화하는 

또는 적어도 그러한 열망윷 지닌(칸트는 이것옮 “코스모풀리탄적 01 
상(ideal) "이라 칭하였다) ‘인간과학 쓸 기술활 때에 썼던 의미를 따 

라 사용하고자 한다. 한 논평자에 따르띤， 칸트윤 띤류화이 “무엇이 

사랍둡옳 서로 다르게 만드는가에 판한 연구로 만쭉해선 안되며， 그 

들이 무엇윷 공유하는가에 판한 연구로서 흉발해야 한다" (Wood 

1999: 199)는 견해룹 지녔다. 이는 우리에게 칸트적 기획의 중요한 

일면， 즉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개념이 세계정치질서외 이상적 성격에 

대 한 칸트의 견해 (cf. Bohman and Lutz-Bachmann(eds.) 1997) 뿐만 아 

니라 지척 · 이론적 실천에 대한 그띄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결정척이 

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칸트적 인휴학으로의 “귀환”올 주장하는 관챔예 대해 끈봄척인 딴 

*라 트로브(LaTrobe) 대화 사회과학부 

1) 이 글은 원래 서옳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띄 셰떠나에서 발표훤 것이다. 논평 

올 위해 세미나에 참여해준 분플에게 갑사하며 , 쪽히 이 자리훌 주선해준 오 

명섹 교수에게 고마옳옳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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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제기훨 것힘옳 우리논 처융부쩌 앓아야 한다. 01 러한 반대입장 

은 최근 수십년간 인문학 · 사회과학파 마찬가지로 캄트 띤구풍 포스 

트구조주의와 떼미니춤， 다훈화주의."Æ스표식민쭈찍 홍의 짱범위한 

영향옳 받윤 데서 나온다. 이러한 반대입장 중 셰 가지 정도만 언급 

하겠다 

첫째코스모폴리탄’ 인류학이라논 개념이 시대확오적인 것으로 

이해훨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랍룰이 었다. 이는 유럽 계용주의 시대 

이후 ‘코스모폴리탄’ 이란 용어에 대해 각기 다룹 해석이 만연하게 회 

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미첼 쭈끊가 「말과 사뚫」에서 처옴 제기한 바 있는， 

근대 인간파학이 기반하윤 “인간”이란 개념화의 속성 자체가 문제적 

임율 인정해야 한다. 특히 칸트외 기획에 있어서 ‘인간성’ 이라는 범 

주가 결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범쭈의 톡립성윷 보여주지 못 

했다 

셋째， 위의 내용과 밀접히 연판퇴뉴 것으로서， 칸트의 기획은 그의 

‘인간’ 개념의 기반이 되논 배타책 가정뜰 때푼에 결정척인 결함윷 

지닌다는 츄장이 있다. 즉 그의 ‘인간’ 개념은 여성， 비휴럽인， 심지 

어는 유럽의 대중마저 불환천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인간이성 

(理性)에 판한 특수한 가쩡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다. 측 

칸트의 인종주의， 성별주의， 고전주의륨 그외 철학썩/인류학적 체계 

가 기반하고 있는 보편주의 자체옳 싼전히 손상시씬다는 것이다 2) 

이러한 반대들은 중요한 것이지만， 여 71서 그첫촬쓸 직접 다쭈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이 글의 결혼부환어l셔 01 러한 문체틀융 간접척으 

로언급활것이다. 

다옴의 내용윤 “아시아-태평양 코스모뚫려타냐즘: 아시아 태평양 

2) 이러한 비판의 예로는 Mendes (1992) , Waters(1짜4) ， Henn쩌n(l997)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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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다양성과 정체성의 정치”라는 쪼사 표흉책트의 이혼적 서론이 

라 활 수 있따， 이 프로책트의 주요 쭉쩍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 

양한 개인 찢 집단윷 아우르는 협통작업으꿇서 조사훌훌 진행하윤 것이 

다. 협동작업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편리합이나 효용생윷 따져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제안하려는 표1스모훌려딴 인휴학과 환련되는 

것이다. 

혐재 조사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세한 철파흉 제시하기는 

힘들다. 대신 내가 제안하려는 종휴와 조사와 그것올 뒷받침하는 코 

스모폴리탄 인류학 개념 모무훌 썰명하기 위해 미낭까바우 

(Minangkabau)인들의 고향인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에 대한 “민 

족지적 실례“로부터 훌벌활 것이다 미낳까바우 마윷에서 현지조사훌 

하고 너l렬란드의 식민지관련 문서보판소에서 작업옳 한 후 나는 주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연구률 진행해 왔따.:::1.려나 2001년 말 201년만에 

처융으로 서부 수마트라로 잠시 몰아갔고， 이 ‘사례연구’ 는 그러한 

방문연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기에서 그 사례띤구활 띤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혹이해서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짧았던 방훈기간 동안 상 

세한 정보흘 수집활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니다. 대신 이 사례는 현재 

동남아시아의 문화와 사회가 지년 숙성에 대해， 그려고 흉남아시아에 

관한 인류학적 실천에 대해 핵심적인 문제뚫옮 제기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 솔룩의 ‘루따 가당’ 의 사려l 

이 사례는 서부 수마트라 고웬지대에 쩌치한 옳혹(Solok) 지역의 

한 마율에 있는 ‘루마 가당. (R微ulb Gm.짜ng. ‘큰 집’ )과 판련된 것이 

다. 이 지역온 미낭까바우인뚫찍 ‘문화책 .Jl향’.2..1흘 앓려져 있다. 이 

집은 미낭까바우에서외 주거， 사회생. 권쩌찍 ’전용적인’ 유행룹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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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집이다. 이 큰 집씌 지황윤 팍션행떠어서 뚫소의 뽑옮 닮았 

다고툴 하며 ， sukμ kaum ， pam짜e 흉 다양한 r생청으포 쩔리는 모계 혹 

은 모계씨쪽 분파가 거주한다. 륜 회랑옳 쳐나면 여려 개의 방여 나 

오는데， 각 방마다 결혼한 여자와 아이룹01 살고 있다. 그러므로 ‘루 

마 가당’ 의 핵심윤 여성 모껴l친 집단이다. 마쓸9-j 미혼 청년률윤 대 

개 남자들의 집이나 기도원에서 자며， 모겨l 찬의 족외혼으로 이루어지 

는 결혼을 하고 나면 각자 자기 부씬률 집의 ’방푼껴’ (μrang sumando) 

이 된다. 

‘아닷’ (微， 관습) 영역에서 권휘윤 ‘루마 가당’ 이나 그 이상의 수 

준에서 친쪽집단 내의 연령순으로 결정된다. 친쪽 집단회 ‘우두머리 

률， (P，찌19huJμ)은 모계친의 떤장자 남성줍 사이에서 선택되며 , 몇몇 마 

올에서는 종쭉 내 연장자의 우뚜머리가 때쪽장(Pan‘ghμlμ Pμcμak ， 

Panghul.μAηdiko)으로 임명된다- 이러한 제도눈 친쭉집단 분파 중 가 

장 낮윤 수준에서부터 작통하며 , ‘아닷’ 파 판련훤 문제룹에서 아이룹 

에 대한 권위는 그 아이툴 엠마의 형제 (Maη'1IIk)에게 주어진다. 

여성들이 수꾸(찌1m) 내에서 공식적안 권휘의 지위활 지녔는가에 

대한 논쟁이 몇몇 글에서 제기휩 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솔확에서 

방문한 가장 용장한 ‘루마 가당’ 의 ;썽우에는 그 곳에 사는 모계씨쪽 

분화 중 연장자 여성이 지도력윷 행사하11. 있었따， 나이가 90 정도 

된 그 여성올 나는 Nenek(활머니랴는 뜻)이라 부프겠다. 자기 자신윤 

물론 다른 사랍들도 모두 Nenek옳 그 가정과 모계친 분파의， 심지어 

마올 전체의 연장자 여성 (Bundc Kat.찌'uang)아라고 불렸다. 그리고 ‘아 

닷’ 과 판련된 문제에 있어서 그녀가 핵심쩍인 뀐휘흉 지년다고들 하 

였다. 그녀는 확실히 이 아룹답게 보존훤 집올 유지활 책임옳 지닌 

것으로 보였고. 마옳의 비꽁삭척 역사가얼 뿔만 아니라 ‘아닷’ 지식 

의 보고(寶庫)로 여겨졌다. Nenek환 기억력띠 뛰셔났고， 1927년 이 

웃 실룡깡(Si1ung뼈19)에서 벌생한 황산쪽폼으로까지 거술러 올라가 

는 이야기툴올 우리에게 률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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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nek의 자식파 손자뚫 쌍당수논 01미 마옳쩌l서 떠나(쨌Mηtau) 

지방의 수도나 다룬 여러 곳에서 교육윷 받았따. 그윷윤 정거쩍으로 

마왈과 집으로 되훌아오고 적어도 Nenek용 이뚫옳 여전히 젠쭉집단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그블은 이제 도시지역애서 좋윤 직업올 잡고 있 

는 듯했다. 사실 우리가 Neηek올 앞게 훤 것도， 빠당(Padang) 의 

An짜@ 대학에서 인류합 강사로 있윤 그녀찍 손녀씩 소개로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집에는 Nenek외 땀촬파 손자룹 중 한 

명만이 사는 것처럽 보였을 것이다. 

Neηek운 뛰어난 기억력과 예리한 지성， 진실훤 마음윷 지년 아쭈 

특별한 여성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짧온 달에서 여야기할 수 있는 

것용 그녀가 해준 이야기 중 일부， 즉 그녀의 주요 수입원과 관련된 

부분이다. 미낭까바우 마윷에서는 모계친쪽 분파둡야 조상으로부터 

몰려방윤 재산(harto pusako)으로 분류되는 자싼파 토지(주로 벼 관개 

경작지) . 집， 팍물창고에 대해 재산권용 행사한다. 그러한 재산에 대 

한 사용권은 개볍 씨쪽 성원들(남자문 여자륜)이 지니지딴， 네덜란드 

법학자들과 민쪽지학자뜰이 ‘처분권 이라 부홉 권려가 써족 연장자 

출의 위탁 하어l 친족집단툴어l 부여훤다. 씨족 재산의 수탁자로서 이 

연장자툴은 씨쪽 재산이나 그로부터 발생훤 수입(여1활 들어 수확한 

벼)의 일정한 몫을 받게 된다. 

내가 Nenek에게 집앞에 있는 홉흉한 벼 곳깐에 대해 물었옳 때 그 

녀는 이 곳간이 비어있으며， 친쪽 집단이 전에 소유하고 있던 빠당

솔확간 고속도로 근처 대부분의 놓토률 몇 년 전 한 연장자 남성이 

’가로쨌다’ 고 말했다. 이미 부휴한떼다 지방정부에 영향력있는 친구 

틀을 둔 그는 이 토지률 가지고 수영장파 레스토랑이 딸핸 론 규모의 

호텔윷 지어， 서부 수마트라훌 방문하는 와국 여행객윷 위한 고급 

‘민박집’ 으로 운영하고 있따， 2 걸파 천똑집단흩 주요 재산과 수입 

원천올 빼앗거고 말았다. 

그떻다면 Nenek은 어떻게 ’쭈마 자당’ 옳 휴지하고 다혼 사랍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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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신옳 보호활 수 있옳까? 이는 대체흉，:::1녀외 모계친 성현훌 

(없man빼an) 중 성꽁한 사랍옳이 마옳에 보내는 송끔으훌 부분척으 

로 해결되어 왔다. 하지만 휴마 가당’ 자체가 일총의 사업으로 폼명 

되기도 했다. Nenek온 빠당의 한 여행사와 연결되어 띤박 여행객률 

올 받아물였다. 그녀의 부유한 ‘형제’가 운영하는 사업파 닿리， 이 

‘루마 가당’ 운 좀더 ‘진정한’ 미냥까바우 마짤훌 겸협하려 하눈 여행 

객들에게 제공되었다. 

Nenek이 이률 엄격한 의미에서의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윤 것은 분 

명하다. 대신 그녀는 주로 일본에서 오눈 젊용 방문객활에게 미낭까 

바우 마옳의 생활방식올 교육하기 해한 일종의 프로책트라고 자신의 

사업올 셜명했다 이런 점에서 ’쭈따 가당’ 01 셔부 수마트라훌 방문 
하는 외국 인류학자률의 정기척인 목적지가 되었다논 접용 의미심장 

하다. 이 외국 인류학자룹 상당수윤 우리처렴 Andalas 대화의 인휴학 

과 교수들로부터 Nenek옳 소개받온 사랍뚫이다. Nenek운 내가 서부 

수마트라에 있올 때면 미낭까바우 마윷옳 몹소 체험활 수 있도록 자 

신과 함께 머물라고 했，;il 나논 기꺼이 그녀외 초대에 융했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사례는 톡톡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늄1날 많은 인휴학자틀이 현장에서 전형적으로 부딪히는 팡통된 상 

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점올 얀쩡한다면， 이 사례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세계의 상태 (state of the world)라 부르고 다륜 한편으로 

는 그 세계에서의 인류학적 실천이라 부료는 첫의 함의훌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출벌쟁이 쩔 수 있다. 나외 목표눈 01 양자 모두에 대해 칸트의 
코스모폴리탄적 이상(理想)이 지니는 휴용성윷 검토하는 것이다. 

2. 하나의 코스쪼활려환 써l껴l활 향해? 

세계자 서로 갈동관계에 놓인 민쭉옳몽 이후어져 있다는 칸트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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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온， 척어도 웰반적인 수준쩌1서듭 여전히 척철하다 씬칸의 내재원 

사회성올 언답하연서 칸트윤 다홈과 같어 썼다: 

인간은 소와 같윤 가축의 무례보다윤 벌집째 확한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활 만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혈 떤위적인 방식윤 이 벌집(군 

주제) 안에 한 명의 현자(賢響)훌 갖는 것이다. 하지만 그려한 벌집이 

서로 가까이에 많이 분포해 있옳 때에는 벌률은 꼴 서로활 짱격한다. 하 

지만 이뜰은 다른 집단파 합침으로써 자신의 집단옳 강화하고자 하는 

인간들과 닿리(여기서 벌집파 인간의 비휴는 끝난다) 그저 힘이나 속임 

수로 다른 벌률의 노통융 이용하기 위해 서로활 공격하는 것이다. 인간 

의 경우 각 민쭉둘용 혐올 강화하려윤 바랩에서문， 번저 선제공격율 하 

지 않으면 상대방이 접어삼킬지 모륜다는 두려웅에서문， 이웃 민족들올 

꿀복시킴으로써 혐옳 키우고자 한다， ( ... )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들의 정햄이 보여주는 인깐01짜는 총(種}의 쭉성 

윤 다읍파 같다: 전체책으로 홉 때 이뚫용 나란히 그리고 연속척으로 촌 

채하는 개인뚫로서， 이률용 I업화황제 연합하지 않옳 수 없지만 통시에 

끊입없이 서로훌 꽁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랍물용 법에 따흔 상 

호 구속올 흉해， 코스모폴리탐 사회에서 서로 제휴하도록 훈명지워져 

있다고 느낀다. 이 제휴는 끊엄없이 분멸의 위협옳 받지만 젠체적으로 

는 진보률 향해 나아간다. 0]쌍(Idea) 그 자체눈 획득합 수 없다. 그것은 

구성적 원리. 즉 인간들의 가장 활발한 행위와 반작용 속에서 지속적 평 

화룹 만들어내는 원리가 아니다. 그것온 단지 규제적 원리로서， 우려로 

하여금 인간윤 이상올 추구하는 선천적 ?영향옳 지녔다고 가정하면서 운 

명쩍으로 이 이상옳 부지련히 추구하도혹 만드는 것이다(Kant 1974: 

190-191) . 

다소 거철거l 말하자면 칸트윤 환편으훌눈 띤깐의 사회성으로부터 

활가며하게 야기되는 전쟁과 흉률에의 지향옳. 다륜 한편으로는 끈대 

의 인깐성이 주로 민쭉척인 제휴에 띄해 환절되는 경향윷 모두 여야 

기하고 있다. 더우기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조천 하에서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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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화’ 률 획특하는 휴일한 방법윤 자휴뚫 지난 권력파 법의 규융윷 

결합한 꽁화주의적 정부훌 셰우눈 젓이다. 01윤 횡행하는 내전이나 

민쪽들간의 충돌을 막는 유일한 해결책이고， 또 인간의 역사가 다다 

르게 되는 일종외 비·목척혼쩍인 종점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01는 오늄날외 인간성워 조건율 묘사하고 있다고도 불 

수 있으며. 나는 이 조건융 ’전지구척 근대성’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 조건 하에서 띤간성은 비록 특수한 얀깐집단틀의 제휴에 의해 분 

철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일한 하나의 존재 범쭈， 즉 ‘관대적 인간’ 

(이제는 순수 생물학적 범주라기보다는 사회적 범주이지만)룰 구성 

한다. 위에서 인용한 사례의 청우 비휴 무자비한 전쟁과 갈풍으로 이 

어지지는 않지만， 이 역시 특수주외적 제휴활 드러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Nenek은 자신의 혹수한 미낭까바우 정체성에 기반하여， 비

미낭까바우인물(일본인， 서구 여행객， 그리고 인휴학자)과 ‘보편적 

인’ 코스모폴리탄적 판계룰 맺거나 협상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편 

척인 것과 확수한 것윤 긴띨히 연결되어 있다i 번져 보편윤 특수에 

의해 가융해진다. 즉 여행잭물은 쭉히 마을 경협띄 ‘색다롬. 때문에， 

그러므로 Nenek와 흑수한 정체성 때문에 이팔린다， 그러나 동시에 

그 역 또한 마찬가지이다. 쪽이 ‘색다롬’ 이나 ‘륙수함’ 은 불변하는 

미낭까바우 문화 · 정체성이 아니라 그러한 코스모폴리탄적 조우로부 

터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젓이다. 

인도네시아 각지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의 유사함 상황에서， 대규모 

의 충돌과 폭력의 근저에 있는 것윤 바로 그러환 휴수주의적 애착(칸 

트의 떼타포에 따르면 “가까이 자리한 수많윤 법집 .. )이다. 하지만 문 

화들 사이에서는 평화적인 관계 역시 가놓하기 때푼에， 이러한 것들 

을 ‘묶수주외’ 나 정체성의 정치 뚱만E.로 제기활 수 없윤 것도 분명 

하다. 그렇다면， 지식앤들， 국제판계 이론가촬， 국제조직의 대변인률 

이 너나 활 것 없이 코스모폴려타니즙의 언어옳 ‘재벌견’ 한 것처럽 

보이는 것도 그려 이상한 일홉 아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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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8세기 말 휴렵 민쪽뚫 간의 총뚫어1 환한 칸트외 묘사논， 그 

유용성에 대한 명가 이전에 먼저 수정옳 짧.a~료 한다. 예훌 뜰어 칸 

트는 몇몇외 민쭉척， 심지어 훈띤쪽책인 쩨휴탈옳 춤요하게 다후띤서 

도， 문화적 요소률파 문화적 쩡체성률의 영향01 얼마나 깊윤지활， 츄 

환원불가놓하게 다흔 ‘푼화률’ 로 보이윤 것옳에 작인되어 있는 선 

(the 뿜od)에 대한 경쟁적 교려뚫이라고 최딴 칸트주의자들이 얼캠는 

것에 대한 애착4)이 얼마냐 깊윤지훌 언씩하지 못했다. 또 우리는 ’문 

화적 전지구화. 라는 다소 느슨한 명청에서 ‘문화’ 와 ‘영토’ 

(Appadurai의 용어룹 빌려자면 ‘펴 와 .토양 )깐외 연결고리가 점점 

분리되어 왔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01 띤결고리환 칸트 시대 당시 
에는 근대 민족국가촬외 초거 체제 속에서 딴단히 묶여 있었다. 우려 

가 어떻게 코스모폴리탐 정치 질서에로 나아갈 수 있윤7~에 관해 칸 

트주의자들은 정체성의 정치가 ’탈영뚱화된다. 는 사실율 이제 고려 

해야 한다， 그러나 민쭉국가들의 전지구적인 꽁화쭈찍 떤합윤 이 문 

제률 분명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5) 

3) 몇 가지 예로는 Pagden 1998 , Pollack et al. 2000 , Featherstone(ed) 2002 가 있 
다. 

4) 예훌 훌어 Hill(2ooo: 73) 은， 어떤 사랍옳 띤간으로서 혼중한다는 것윤 ‘서로 

다른 사회척 영향률의 상호대립갱향’ 뿐 아니라 ‘문화촬파 하왜문화툴의 상 

호교차 연망’ 속에 그 사랑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애 비로소 가치있옴융 인정 

함으로써 칸트의 견해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칸트의 견해는 분명히 

그의 시대의 혹징이었던 개인의 자옳성옳 지나치게 강조한다‘ Hìll윤 더 나아 

가서， 근대적 칸트주의자는 성찰적 개인풍이 유산(heritage)올 거부활 려 없 

다고 가정함으로써 이 문화적 유대룹의 저햄황가농성옳 파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주장한다. 

5) 예흉 률어 최곤 Ulrich Beck의 저작률훌 보라‘ 여기서 푼제뚱 지적되는 부분 
은 사실 그자신의 ‘해결책’에도 여전히 혼재한다- 휴 그외 해결책’은 미국 

이 전지구적인 지도권융 행사활 권리흉 지년다는 것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독립적 민쪽국가들에 대한 훌력으로서 칸트 체제에서는 생각도 

활 수 없는 것이다(cf.H앙ve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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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윤 칸트척 전흉으홀부터 여첸쩌 배옳 게 많다고 생각한 

다. 즉 전지구화됨 세계에서의 집탐 갈흉과 쭉력， 쭉수주씌쩍 정체생 

뜰의 의미， 그것률이 지축적 쪽력 없이 휴지훨 수 있는 방법 홍풍에 

환해서 딸이다. 혹히 인휴학과 관련하여， 칸륜 사상에 뿌리 깊이 자 

리한 코스모폴리타니쯤 개념윤 지굽 우리에게 인휴학적 대상의 속성 

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것올 어떻게 생각하고 쓰고 훈석하고 。l

론화할 것인가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률 시사해 준다. 이와 환련하여 

여기서는 두 가지를 제시하겠다‘ 

1 ) 끊스모훌리스: 훌혹수와 s:!.땐으I~합 

먼저， 칸표적 의미에서 세계훨 ‘표스모폴리스’로 환다는 것온. 세 

계를 ‘문화외 모자이크’ 로 보는 기혼의 ‘인휴학척’ 포텔이나 문화적 

전지구화 모텔. 그리고 복수책 · 혼성씌 군대성률로 보는 최곤의 모텔 

(Eisenstadt 2아)()， Yang 2000)보다 훨씬 많온 것윷 제시해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휴지는 않겠지딴， 위찍 ‘사례연 

구’ 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점옳 지적하고 념 

어가겠다. 

칸트의 코스모풍리스 개념은 보웹주의옳 추구하연서 모툰 확수성 

올 해채하려윤 것이 아니다. 통시에 그것윤 인간 집딴둡 사이의 상호 

연관성올 인정한다. 미낭까바우는 사회적 · 문화적으로 톡특하다는 

점에서 ‘쪽수하다 이는 그플이 자신을. 쪽혹한 언어와 품화척 전제 

들을 지닌 똑륙한 ‘민족’ (people)이라고 정체화한다눈 의미만온 아니 

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운， 그촬。1 겸져}조직 · 가내생활 · 친족배 

열 · 통치체제 동의 유형에서도 독특하다는 점이다. 

홍시에 ‘판대 문화률. 로부터 온 판황자뚫에게또 친숙한 것흘이 여 

기에는 많이 있다. 혐대 미낭까바우가 생활하는 모푼 지역들에서， 상 

활 수 없는 것이다(cf. 없πey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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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화와 표흉헤타리아화， 계굽. 합리쳐 판꿇쩌11. 비개띤척 시장(市爛) , 

근대국가기구의 햄， 근대종교쩍띤(여기서논 01뿔웹쩍) 믿용과 실천， 

얼상생활외 ‘합리화’ , 민주쭈의와 해방의 행쩌자뚫 뚱 ‘당대성’ 의 모 

든 측면들 - 이것올 어떻게 규정하둔간에 - 여 나따난다. 

그렇다면 우려는 인휴학자로서， 이 미낭까바쭈애 대해 씩떻게 쓰고 

분석하고 이혼화활 것인가? 인휴화적 사고 · 품쓰쓰기 , 분석 · 이혼윤 

상황의 이런 촉변똘 모두홀 ::L대로 훌 휴에 계휴 휴지한따. 문대화나 

자본주의 발당에 대한 고전적인 서구익 내러티브뚫， 또는 더 최판의 

전지구적 푼화제국주의나 문화와 동절화에 대한 내러티브률운， 우리 

로 하여금 미낭까바우와 같온 장소에서 쪽쭉한 첫룹옳 어떤 식으로툰 

‘괴팍한’ 것으로， 즉 근대적 세계 속의 전-근대척 잔존불로， 또는 지 

배하려는 의지 둥 더 도구척이고 ‘판대쩍인. 흉기률율 운펴l하는 ‘발 

명된 전통’ 으로 다루게 만둔다. 상대화하는 담환뜰， 즉 문화적 이타 

성(異他性， alterity) 에 대한 고전적 인류학 모댐이나 복수적 군대성룹 

이라는 판념 동윤， 이타성이나 문화적 차이 · 다양성 자체가 근대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연판되는지룹 포착해주찌는 못한다， 측 인류학자 

로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미낭까바우와 같윤 장소흘을 지나치게 이국 

적으로 묘사하면서 급진적 이타성의 예로 만뚫어버리는 함정을 펴해 

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낭까바우 문화와 사회활 우려 자신의 문 

화와 사회에 종속시키면서 그것룹의 차이와 쭉확합흘 부인해서도 딴 

됨다 

2) 때중적인 뭘스모흩2.1탄 싫천 

둘째로， 근대세채가 푼화쩍인 보편화 2영향과 흉수화 경향 모두가 

공혼하윤 ‘코스모훌리스’ 라는 점은， 우리로 하여급 칸E척 끊스모훌 

리타나츰윷 바라보는 우리와 방식에 대해 되훌아보게 만흡다， 아마도 

칸트의 저작에서 영감올찾으려윤사함뜰01. 현흔하눈국민국가률(특 

히 미국)이나 국제기구들(UN， 국제법쩡， 국쩨껑제71구)아나 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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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씬 NGO뜰에서， 칸트의 코스R.흉려탐01 란 이상해l 륜캡하윤 전지 

구적 통치체제 동장의 중거훌 찾아내는 씻도 뚫라훌 얼온 아니다. 많 

온 사함률윤 칸트가 유럽 국민국가윷씌 상호합의에 찍해 딴윷어지고 

세계에 부과된 ’유럽캠’ 원칙물(황화주의적， 봉건척， 민쭈적)에 기반 

한 국제쩍 정부률 주장하였다고 생각한다. 훌론 이것흘 19세기에 유 

럽인들0]. ‘자유주의적’ 행태의 식띤흉치 - 칸트가 개담한 바 있는 

(Pagden 1998) - 률 정당화하려고 져1사했던 젓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스모폴리탄 사회의 존재방씌어l 대한 칸트의 언급옳 여렇 

게 ‘자유주의적’으로 톡해하는 것 외에도 다흡 독해방식이 있융 수 

있다 위에서 인용되었떤 말을 다시 반확하면: 

이것옳 위로부터. 쭉 미국의 ‘자애로운. 권력에 의해， 또는 기존의 국제 

조직에 의해 부과되는 정당화뭉 읽지 않고， ’코스모풀리탄 사회 안에서 

의 제휴’률 향한 실천으로서의 코스모훌리타니즘이 이 01 ’나란히 존재 

하는’ 개인과 집단틀 모두로부터 나옳 수 있다는 의미로 읽올 수는 없올 

까? 여가서 개인과 집단들은 ‘끊임없이 서로률 꽁격할‘ 수밖에 없지만， 

또한 ‘평화홉게 연합하지 않으면 딴된다. 는 껏올 인정하는 이들이다. 

다시 미낭까바우의 예륭 촬어보자.::.1촬윤 서부 수Or트라라는 영토 

의 내부자나 외부자에 대한 사고방식에 있어서 때우 모법적이다. 서 

부 수마트라는 환명히 단일한 문화꿇 01 루어진 사회는 아니다. 자바， 

중국， 벤타와이 (Mentwaìan) . 바탁(Ba않k). 유럽. 71톡교언 동의 다른 

종족 · 종교집단윷 - 아마 미낭까바우인률이 ‘인종주의적’ 감정올 표 

출하기 쉬운 상대뜰인 - 과 딸리 미낭까바쭈윤 계송해서， 미낭까바우 

인이란 그리고 무술립이란 무엇떤가에 때한 이상화훤 기환올 고집하 

고 있으며， 심지어 촌락사회 내에셔모 써꿇어l 대해 。l 러한 기준에 따 

른 판단올 통해 여성파 아이물. 주뺀척 사회집단옳융 배재한다. 

동시에 셔부 수마E라는 상대쩍으로 평화홉고.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들올 펴롭히는 갈풍틀로부터또 상대쩍으로 자유롭다. 이논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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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수마트라에만 해당되는 것윤 아니고 현대 인도내시아외 여러 다 

른 지역들도 그러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뚫01 전지구적 매체롤 홍해 

전달되고 있고 사실 최근에는 iL흉과 죽옴01 전세계적으로 인기률 끌 

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인류학적 담론에뚱 이런 이야기들이 풍장하 

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체로 인총적 · 총교쩍 다양성이 상대적 조 

화 속에서 공존한다고 할 수 있다 -~ 비흉 그뜰흉 서로 끊임없이 서 

로률 공격하고’ 있융지 모르지딴. 

그러면 이 ‘상대적 명화’ (아따도 이런 경우에 때한 칸트의 ‘영구적 

평화’ 보다 나윤 표현인)는， 민쭉국가 또눈 외쭈의 힘 또는 ‘법치’ 둥 

의 국제제도들에 의해 부과되는 것인가? 아마 그랭지 않윷 것이다. 

대신 냐는 어떤 코스모훌리타니홈윤 다읍외 것월파 판련된다고 본다: 

국지화된 개인과 제도풀의 실천들， 개인파 집단물 사이외 일상적 상 

호작용， 대중적 문화활동， 겸제책 관계의 행태뚫， 촌략정부의 제도들. 

즉 진정한 코스모폴리타니즘척 실천이 이휴쩌지는 것윤 ‘대중쩍. 6) 차 

원에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Nenek윤 진정한 ￡스모풀리탄 싫천에 관 

여하고 있다. 비록 여행자로서 잠깐 머무는 사랍룹이기는 하지만 그 

렇게 다른 이들파 ‘나란히’ 살아야 하윤 그녀윤， 코스모풀려탐적 형 

태의 사회성에 기반한 제휴 의 중요한 행쩌자여다i 

우리는 더 나아가서， 아쩨， 서 파휴아， 깔려만탄， 훌루까 둥 코스모 

폴리탄척 제휴플이 흉괴된 경우어l 이윤 권력 · 법醫 웅의 코스모폴리 

탄적 이상(理‘想、)의 자휴주의척 판본왈이 위로부태， 즉 인도네시아 국 

가 또는 외부의 권력파 제도들로부터 부과훤 결과라고 주장활 수 있 

옳까? 

6) 여기서 ’때중척’ (po뼈ar)이란， 타자에 때한 소위 ’서벌텀’ (subaltem) 의식이 

나 ‘고급‘ 또는 ‘모범적’ 모더니즘으로부터 구봄되는 것옳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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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끊스5!.훨려탐 질천으로서의 얀휴학? 

이 질문윤 인휴학적 실천의 성격， 그려고 근대쩨계에서 이 실천용 

어떻게 명가해야 하는가 하논 문제률로 연결훤다. 나논 몇 가지 쟁점 

들을 반박함으로써， 이제 인휴화적 실천윤 코스모활리탄척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다논 주장올 활 수 있게 되었따. 이는 판대 세 

계에서 인휴화척 지식과 실천이 행하는 역합에 대한 기존 판념에 대 

한 중요한 변화와 판련된다. 

인류학적 실천에 대한 고전적 이해는 양차대전 사이 기간통안 유럽 

과 북미의 인류학 분과흉 따라 벨전된 것요로셔 , ‘다륜 문화뜰‘ 에 대 

한 지식윷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01 러한 이해방식에서 

는， 인류학적 지식의 총합윤 인휴학의 개책자률이 쓴 띤쪽지툴이 제 

공하는 다륜 문화와 사회활에 대한 매개되지 않윤 ‘사실물’ 의 총체로 

이루어지는 젓이다. ‘이론’ 온 연역적으로， 쪽 민쭉지적 사실틀의 구 

체적 세계로부터 비교와 추상옳 통해서만 발전훨 수 있게 된다 7) 

인류학의 목척은， 명시적으로 이야기되는 바에 의하띤， 일부에게는 

순수하게 ‘과확적인. 것이고 일부에게논 더 ’인문학척인’ 젓(근대성 

에 대한 문화비평율 가능케 해주논 것)이다. 따라서 ‘흉흉한’ 인류화 

척 지식윤 ‘흉흉한’ 민쪽지， 쪽 정확한 민쭉지적 보고에 기반한다 여 

기서 정확한 민족지적 보고란， 단숨히 ‘완전하다’ 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한한 ‘현지인의’ 관점윷 취하고 ‘상대주찍척’ 인. 측 ‘자문화중심 

적’ 가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윷 의미한다. 

지난 몇 년동안 띠 고전적 정식화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률이 제기 

7) Stocking(l995)온 고전적인 환파 인휴학의 척.x.에 해혜 가장 흉흉하고 간명 

하게 정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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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으며， 그 상당수는 다륜 푼화뚫에 대해 째개퇴지 않운 지식의 

생산자로서외 띤휴학자씩 ‘순진무구함’ 에 대해 훼문옮 제기하논 효 

과훌 지녀왔다. 정점 인류학 내에서는 다옵파 질온 챔이 책어또 휩부 

사람틀에 의해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룹 훈화’ 에 대한 언휴학척 

설병은， 예전에는 단순히 ‘민쪽지적 종사외 대상’ 으로 여겨졌던 사람 

들에 대한 셜명일 뺑 아니라， 인휴학자 자신의 복척파 외제와 전제룹 

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1980\년대에는 많운 학자들이 인휴합적 술진무구함찍 종철 

올 인정하는 데 대한 반웅으로서 인휴학2썩 싫천옳 다흉 방씩으로 이 

해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나온 몇 가지 개념뚫 중 하나가 인류 

학적 실천올 민족지학자와 민쪽지 대상자 사이씌 ‘대확’ 로 보는 것이 

었고， 더 일반적인 시도로서 이제 민쪽지의 대상자요 심지어 ‘대화 

자’ (inte터ocutor)로 활리우는 그흘에게 융려척 보호와 ‘발황 권리’ 모 

두률 주려는 시도가 민쪽지 굴쓰71양씌과 윤리규범찍 발전의 측면 모 

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많운 합자률윤 더 나아가， 전흉적인 인류 

학자의 “말하는 위치”는 식민주의 또는 다롬 인총적 · 문화척 지배와 

가부장제 동의 체제률과 깊이 연판되어 었다는 접， 그리고 빽인 , 서 

구인 · 남성인 띤류확자가 민쪽지의 대상뜰에게 진정으로 말할 권리 

훌 주는 것옳 불가놓하다는 점융 주짱하쨌다. 

이런 상황에서 인류학의 목적은 변해 왔다. 어떤 화자촬윤 ‘문화비 

평’ (M따'CUS and Fisher 1985)으풍서의 언류학01 라는 깨념옳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파학으로서의 인휴학이라는 개념옳 흉호하려눈 문 

화인류학자는 거의 없다， 그리고 많윤 사랍툴윤 자신의 기획이 더 명 

시적으로 윤리적/정치적인 것으로， 확 혜전에는 챔쭉당했던 문화적 

소수집단뜰에게 목소려활 주고， 식번주찍와 전;q구화와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 윷 지지하는 껏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런 논쟁들은 여전히 인휴학쩍 지식이라는 고전책 판념 자 

체에 대해서는 건E려지 않고 있다. ‘현지인뜰’ 에게 ‘목소리활 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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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활윤， 비확 현지인의 판정째 대한 jl천적 판념률과윤 분명히 

다르지만， ‘다룹. 에 대한 더 나은， 쪽 더 정확환/완전한 쩔병옳 만흩 

어내고 고전적 인류학자보다 댈 자환화중심주의책.Q.로 되려논 목적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인류학자윷온 여전히 자신외 설명에서 

‘자문화중심주의’ 활 제거하도록 요구받는떼， 이것윤 내가 보기에논 

근대성에 때한 서구의 떼타서사촬씌 영향몰 너무 많이 받윤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뜰 속에서 간과되고 있윤 젓용， 인휴화적 지식이 ‘구성 

된 것임’ 율 인정한다윤 것외 함의 01 다- 나윤 륙히 두 가지 합의훌 지 

척하고 싶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언휴학옳 코스모폴리환 설천으로서 

재정의하는 것파 띤판된다. 

첫째， 인류학쩍 지식이 구성되는 것이라변， 여기에는 빈쪽지학자와 

그의 대화자들(민족지의 대상물)이 환련훨 뽑 아니라， 인휴합이라는 

사업 전체와 연판퇴논 다륜 사함흘￡ 었다， 즉 지역의 언혼가뜰， 지 

식인즐. 신학자률. 광고카펴라이터촬， 예숨가옳 등. 그렇다면 인휴화 

적 지식은 고전적으로 인식되어 왔돗이 단순히 다홉 문화에 대한 지 

식이라고 간주훨 수 없다. 쪽 인류학적 지식은 민쪽지적 조우 이전에 

존재하는 지식일 수 없으며， 이것윤 활자피하게 표스모활리탄적 지식 

이다， 즉 여러 다륜 문화의 대표들 사이의 쪼우로부터 생겨나는 구성 

물이며， 이렇게 사량들에 의해 구성되윤 형태의 의사소흉에 대해 칸 

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따: ’‘연숙적으로 그리고 나란히 존 

재하며， 평화홉게 연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나 홍시에 끊임없이 

서로룰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젓이 사랍옳이다，:::1.려하여 그뚫윤 코스 

모폴리탄척 사회에서 셔로 제휴하도록 훈병지어져 있다고 느낀다. 이 

제휴는 H1룩 끊임없여 불화로 위협받저만， 전체2석으로는 진보률 향해 

나아간다.’. (Kant Op. cit) 이러한 .코스모폴리탄적 이상(理想)’ 이 인휴 

학의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이쯤에서 분명히 탈식민룬자률의 반대가 있윷 것이다. 측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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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칸트식으로 진정 코스모폴리딴척이지는 않운떼， 쐐냐면 띤쪽지 

학자와 민족지의 대상 사여의 커다란 햄쩍 차이홉 간과한다논 젓이 

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부분쩍으로만 진실이라고 생깎한다. 모픈 형 

태의 코스모꿇려탄적 사고 - 칸트활 따라， 다양한 씬깐생 휴에셔 ‘그 

몰아 항통요로 지닌 것’ 올 찾아내려 하윤 - 7)- 훌가펴하게. 팡흉찍 인 

간성윷 구성하는 것온 무엇인가에 대해 푼화썩으로-물첼된 전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동사에 코스모흉리탄척 이상이 

실천될 때에는 또한 불가피하게 급진쩍 이타생아라는 개념이 생겨나 

는데. 이는 왜냐변 그 전제뚫이 인간의 다양성의 s:.전 하떼 놓이기 

때문이다. 만일 도전받지 않는다띤， 코스모훌리탄률윤 인간씌 본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율 바꿀 이유는 없으며， 다양성이 어떤 형태로둔 

‘괴팍함. 의 증거라는 가정윷 계속 유지하꺼l 된다. 그리고 이것윤 차 

이의 담지자물이 인간의 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또는 아직운 

못 갖추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보편주의척 이상물이 인깐의 본질에 대한 특수하고 

문화적으로·굴절된 관념물과 판련되기 때문에， 그것릎윤 원칙적으로 

불변이 아니다. 측 그것둡이 바로 그 형태흉 띠어야 활 논리적 이유 

가 없는 것이다 미낭까바우에 대한 식민척 내려티브， 즉 그것은 괴 

팍한 형태의 인간성이고 이성(理性)이나 책업감， 근로 퉁이 없다는 

내러티브는， 미낭까바우률 완전히 성숙한 인간의 이생쩍 햄의 소유자 

로 규정하는 더 포함적인 내러티브에로 변경영휩 수 있는 것이다. 문제 

는 그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배타적 내러티브가 어떻게 

포함적인 내려티브로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붉론 새로운 배제 

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 그 답온 의지의 수준에 있지 않다는 정도 분 

명하다. 즉 해결책온 철학책인 것이 아냐다， 그가 아무리 민족지의 

‘대화적. 성격에 주의한다 하더라도， 그 해결책운 고전적 셋탱， 즉 민 

족지화자와 대상자 사이의 권력의 차씨가 너무나 커서 최고의 민족지 

학자조차도 극복하기 힘든 셋탱에서의 개별적인 민쪽지적 조사 차원 



188 조햄 캄 

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8) 

그러나 점접 서구의 인휴확자률이 타자활 재현하는，::1.려하여 다륜 

합리성툴윷 자신의 합려성으로 전유하는 방식의 판워어1 때해 도전하 

는 사랍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다륜 문화와 사회률옳 재훤하는 

권력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뜰어야 하는 것은 이 

다론 목소리룹이다. 그쓸이 해주는 이야기흉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 

지 않든， 이 목소리들만이 진정으로 우리촬 휴수주의적인 전제률로부 

터 벗어나 코스모훌려탐척 실천에로 나아가게 해줍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새훌운 대화자흘파 상호작용하눈 코￡모폴리탄적 방식윷 확 

립하는 길올 찾는 것 - 그러한 판제옳이 아무리 난처하고 어렵고 심 

지어 갈동적이더라도 - 이야말로. 띤휴화이 친쩡으로 문대 세계에서 

코스모홉리탄적 실천여 되려는 목쩍올 성취활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8) 민족지학자물， 륙히 제3세계외 가1냥한 놓혼꽁풍체률옳 연구하는 민쭉지학자 

뚫윤， 만일 진정한 의미에서 ‘제보자률 옳 자신의 ‘대화자 로 홉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보기에 너무 순전함 젓이다. 심지어 그 제보자들이 화슐척 

인 댐스트에서 자신이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대해 정말로 판섬 01 있다고 가쩡 

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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