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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awesi) . 이주
resettlement) . 소상인(小商Á) ， 지역개발

정책

(transmigrasi:

인도네시아 북 술라웨시 이주지역 소상인물의
이탑적 교역활동 1)
김예겸*

1. 들어 7}는말
본 논문윤 인도네시아 북 술라웨시 (North S버awesi) 지역의 이까핫
(Ik따ad) 이라는 ‘이주( transmigrasi)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1999년

6

월 -2000년 7월)룹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논문윤 이까닷에 거주하
는 ‘띠보 (tibo) ’ 라고 불리는 소상인들의 교역활똥에 초점올 맞춘다.

이까닷 ‘띠보’툴의 소상인활동은크게 두가지의 주요한특정을지니
고 있다. 첫째는 이들의 소상인활동이 일차적 농업활동에 전념하도록
유도하는 지방 정부의 이주 정책에서

‘이탈(離脫)된’ 경제활동이라

는 점이다. 둘째는 이물은 그룰의 새로운 거주지 이까핫이 행정구역
상 속해있는 볼랑 몽온도우 (Bolaang Mongondow) 지역에서

‘이탈하

여’

토모혼

그들의

출신지역인 미나하사 (Minahasa) 지역의

(Tomohon) 에서 주로 소상인활동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저자눈 이까핫 ‘띠보.들의 소상인활동올 '01 탈적’ 교역

활동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띠보. 툴의 이탈척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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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에 동장하는 인물즐은 모두 가명처리 되었다.

40 검예겸

상인활통을 인류학적으로 고찰하고 이탈적 소상인활동에 대한 원인
을 단계적으로 규명해 나간다. 이러한 측면에서띠보’들의 이탈적
소상인활동을 ‘원인(原因: cause)' 와 ‘징후(徵候: symptorn) ’ 의 개념
을 차용하여 두 가지 단계， 즉 일차적 원인/징후와 이차적 원인/징후
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시 말해서， 이까핫 ‘띠보’ 들이 소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띠보 들의 지리적인 이탈적 소

상인활동의 원인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선 인도네시아와 북 술라웨시 이주 정책의 일반적인
상황을 살펴본 다음 이까핫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주민들이 이까핫으로 이주하게 된 사회 · 경제적인 배경과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주민들의 사회 ·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서
술한다. 이주 배경과 정착과정상의 어려움들을 살펴본 다음， ‘띠보’
들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지리적인 이탈적 소상인활동의 요인들을 살
펴본다. 마지막으로，

‘띠보 들의 이탈적 소상인활동을 일차적 · 이차

적 원인/징후의 개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까렷 사례를

통하여 이주정책에 대한신중한재평가를제안한다.

〈지도 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홉 슐라훼시 이주지역 소상인률의 이탕적 교역활풍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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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쩍개발 정책으로서의 이주 정책

본론에 물어가71 에 앞서， 이주 정책에 대한 이해룹 돕기 위하여 우

선 이주 정책의 일반척인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인도네시

아 인구는 전체적으로 매우 불균동하게 분포 되어있다. 따라서 인도
네시아 정부는 오랜 기간동안 전략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떡으로 인구를 이동시키는 정책을 추구해왔다(King

1999:

64-67 , 1999: 133- l3 9). 이 러 한 촉면에서 , ‘뜨란스미그라시
(없nsmi망asi)’ 로 알려진 국가차원의 이주 정책은 인구의 지역척 균퉁
한 분배는 물론 인구 밀도가 낮은 미개발 지역의 지역발전올 증진시

키고， 또한 이려안 자야(!rianJaya) 둥 국경에 인접한 인구 공백지대에
대한 전략적 인구보강 풍의 가시적인 성공올 이룬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이주 정책이 비농지 개척을 통하여 국가 농업개발에도
상당부분 기여률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었다(King

1999: 67). 그

러나 한편으로 이주 정책이 경영 · 관리 · 조정 미숙 및 이주민틀의 사
회

경제적인 활동 체계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인하여 이주 정책

수행 과정에서 이주민 복지 문제， 이주민뜰파 현지 주민뜰과의 갈퉁

그리고 이주 지역 경제의 고립성 동의 부정적인 결파도 초래해 왔다.
앞으로 언급될 ‘띠보’ 뜰의 이탈적 소상인활홍도 이러한 부정적 결과

들과 깊은 연환성올 가지고 있다.
북 술라웨시 지방 정부의 문서 (SDP 1998) 에 따르면， 북 술라훼시

지방 정부는 인구의 재분배를 시도활 뿔만이 아니라 ‘놓업 판련 산업

(agro-indus따r) ’

과 ‘기 업 농업

(agro-business)

증진올 목적 으로 상대

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미나하사 지역에서 고론딸로( Gorontalo )와
볼량 몽온도우 지 역으로의 ‘자발적 이주’ 를 추진해 왔다. 1999년 10월

북 술라혜시 지역에는 고론딸로 지역의

20

단지와 볼랑 몽온도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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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북 술라웨시 지역의 가구(家口)수벌/출신지벌 이주 정책 현황 (1953-

2000)
고론딸로
리뺑리따 이전

147가구(중부 자바: 1953

(1 953-1968)

530가구(동부 자바: 1953)

볼랑몽온도우
592 가구(발리 [B ali])

1 차 리헬리따

196가구(자까르따

(1 969/70-1973/4)

l007r구(서부 자바)

159가구(중부 자바)

250가구(중부 자바)

301 가구(동부 자바)

20구구(발리)

400구구(발리)

2 차 리뺑리따

[Jakarta])

100가구(서부 자바)

5507}구(동부 자바)

(1 974/5-1978/9)
3자리헬리따

98가구(자까르따)

225가구(동부 자바)

(1 979/80-1983/4)

391 가구(서부 자바)

225 가구(발리)

954가구(동부 자바)

50가구(문서 상 출신지 미 상)

840가구(발리)

256가구(누사뚱가라 바핫
이usatengga

Barat])

300가구 고론딸로: 1982)

250가구(무서상 출신지 미상)
1 ， 6507}구(고론딸로)

5007}구(고론딸로)

5차 리뺑리따

99가구(서부자바)

390가구(미나하사: 1992/3)

(1 989/90-1993/4)

101 가구(동부 자바)

4차 려빼리따

1984/5-1 988/9)

724가구(고론따론， 볼랑
몽온도우， 상이르 딸라우
[Sangir T:찌au]. 미 나하사 ;

1992)
50가구(문서상 출신지 미상)
6차 리탤리따

99가구(중부 자바)

(1 995/2α)()j1)

47가구(동부자바)
180가구(고론딸로)

출처

: KWDTPPH 1999

*주) ，리앨리따’ (R，φelita; Ren({ma PenιbaηIgtman Lima Tahuη'; 5개년 국가 발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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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지률 포함해서 총 29 이주 단지가 존재했다. 그중 26딴지는

이미 공식척인 마윷 (desa: 찌llage) 로 숭격이 되어있었고 나머지 3 단지
(M때5a V, Dude빼0 그러고 SumalataID) 는 아직 개발단계였다.

〈표 1>애서 훌 수 있는 바와 같이 , 북 술라웨시 이주 정책은 1953 년
에 중부와 홍부 자바(Java) 에서 이주하여 고론딸로에 정착한 이주민
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슐라웨시 지역 내부

이주 정책도 1982년 이

래로 시행이 되어왔다. 이러한 파정에서， 1992 년 또모혼과 폰다노
(Tondan이 지역에서 이주해온 미나하사 출신의 이주민툴이 고론딸로
의

말랑고 두아 (Malango II) 지 역파 볼랑 몽온도우의

두모가

(Dumoga)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미나하사 출신 이주자들 중 폰
다노 지역 이주민틀과 소수의 또모혼 지역 이주민들이 까나안
(Kanaan) 이라는 이주 단지에 갱착하였다. 그 외의 대다수 또모혼 출
신 이주민틀은 뿌시안(Pusian) 인곤 이주 단지에 정착하게 된다， 1999

년 지방 정부는 이 이주 단지를 공식적으로 스라시 (Serasi) 라는 이릅
으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또모혼 출신 이주민툴은 자신들의 터전을

스라시라고 칭하기 보다는 이까핫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3.

‘이까핫’ 이주 단지

두모가-보네(Dumoga-Bone) 국립공원에 끈접한 이까핫윤 해발

500

미터의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부록 1), 이까핫윤 또모혼으로부
터 직경거리 약 25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볼랑 몽온도우의 지
방 수도 꼬따모바구 (Kotarnobagu) 로부터 직 경 거 리 약 28킬로미터 떨
어져 있다 (지도

2,

지도

3) ,

1991 년， 또모혼 지역에 위치한 화산 로판 (Lokon) 이 쪽벌하여 화산

재가 대부분의 !f.모혼지역 마올둡올 뒤덮어버렸다. 또모혼 지역의 마
을 중 세 마올， 즉 띠노오르 (Tmoor) ， 끼닐로(Kinilow) 그리고 까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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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7

〈지도

2)

북 술라웨시 (이주민의 이주 경로)

‘

시마핫산

(Simayat; 471m)

‘

문시산

‘

(Munsi)

노유황산
(Noyuwna빙

물롱산

‘

α1olong;

뿌시안

(pusian)
-간선도로

----신셜 도로

거주지

•

;、::3하천
〈지도

3)

이까맛의 위치

@O] 까핫

97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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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슨 (K싫as없sen) 이 화산 피해를 가장 많이 받윤 지역이었다. 화산폭

발 후， 북 술라훼시 지방정부는 또모혼 이재민들올 위해서 볼랑몽온

도우의 두보가 지역에 륙벌 이주 단지률 조성한다. 이러한 확별 이주
정책 시행은 볼랑몽온도우의 두모가 지역의 황무지 개간 및 농업기반
확대라는 지방정부의 염원파도 부합하는 시도였다 (SDP

1998). 결국，

또모혼 주민뜰 중 390가구가 이주 결정올 하게 되고， 1992 년에서
1993 년 사이에 9단계훌 꺼쳐 이까핫으로 여주륭 한다. 이까렷으로 이

주하면서 , 이주민들윤 이른바 ‘생계보장 U때빠lan Hidup)' , 측 한 가
구당 마당 (25

x

1 빠n) 이 딸린 주돼 한 채 (6

x 6m) ,

농경지 (75

x

100m) , 소 한 마리， 농겸지 개간옳 위한 자금으로써 525 ,000 쭈뼈아
(Rupiah) ,

기본적인 부엌 도구 및 농사 기구， 매월 한 사랍당

10

킬로

그랩의 쌀과 기본적인 음식물 동옳 지급 받았다.
공식적인 인구똥계학적인 자료(부록 2) 에 의하띤， 이주 가구들 중

대다수는 또모혼 지역의 띠노오르 마올에서 이주해왔고， 이주민중 98
퍼센트가 기쭉교인이었다. 앞으로 언굽훨 띠보룰의 소상인활똥에서
도 볼 수 있돗이 이주민들이 기독교가 지배적인 미냐하사 지방에서

이주해왔고 이주민의

98 퍼센트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대다수가

이술랍교도언 불량용온도우 현지 쭈민률파의 문화척 갈풍올 자극하
는 한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주민들의 연령별 구성 비율옮

보면， 대부분의 이주민들온 20-30대의 젊운총과 4{) -50대의 중년총
으로 구성 되어있었고， 소수의 10대 젊윤 부부들과 60대 이상의 노년

충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이주민툴의 교육수준온 상대척으로 낮윤 면
이었다. 이주민 대다수가 중퉁교육이하의 교육수준옳 가지고 었었다.
이주이전 사회

, 정제척인 배정 측면에서 볼 때， 그틀 대부분은 가난

한 소작인이었다. 남자물의 경우 버스 기사， 목수 또는 회사원/공무
웬의 배경윷 가진 사랍들도 있었고， 여자뜰외 경우 학생， 와용
(w앙ung: 구멍가게) 주인， 가게 정원 또는 간호사의 배경옳 가지고

있는사랍뜰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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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주민들이 이까핫으로 향하게 된 동기

이 부분에서는 이까핫 이주민들이 이주롤 결정하는 된 동기에 대하

여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우선， 이주에 대한 다양한 견
해들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견해들과 이까핫의 이주 사례가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점올 보이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이주통기에 대한 복잡한 변수들로 인하여，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하나의 포괄적인 이주 이론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주와 관

련된 기존의 연구가 19세기 후반 ‘이주 원칙들 또는 법칙들’ 을 공식
화하였던

G.E.

라벤스타인(Ravenstein) 의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G. E. 라벤스타인은 이주의 결

정적인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Ravenstein 1889: 286: Grigg 1977: 42--43). 이와 관점을 같이하여，

J.

존슨 Oohnson) 과J. 쏠트 (Salt) 는 고용기회를 염두에 둔 ‘합리적 의사

결정’ 이 개개인의 개별적인 또는 가구단위의 이주를 결정하는데 있어
서 지배적인

‘유도 요인 (motivational faαor) ’ 이 라고 지 적 하고 있다

Oohnson and Salt 1990). 한편，

J.

스틸웰 (S버lwell) 과 A.

G. 콜 (Coll) 은

비록 고용기회 퉁 경제적인 요인이 ‘합리적’ 이주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이주의 흐름과 이주 의사결정이 경제적인

기회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상호연관성을 지닌’ 비경제적인 요
인들에 의해서 유도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Stillwell 때d Coll

2000: 694 , 2000: 708). 같은 맥락에서， 인문지리학자 M. 판웰
(Parnwell) 은 또한 이주의 흐름이 경제적 이득과 소실에 기반을 둔

‘합리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하여 진행된다는 일반적으로 보편화
된 고형화된 이주이론에 대한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대안적인 이주
이론으로써， 그는 이주가 각기 다른 개개인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

인도네시아 북 슐라훼시 이주지역 소상인돌의 이탈적 교역활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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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쭈톨 선뼈하게 휩 이까핫 이주민률의 흉'1

동기

용답자

화산폭발때문에 f

• ’화산폭발. 용답자 190t청이 언급한

190

부가적 용답 (총 42)

-농부가 되기 워하여 (10)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외하여 (9)
-생계훌 유지하기 위하여 (8)
-정부개벌정책율신회하여 (4)
-밀집된 인구밀도훌 띠하여 (2)
·단지 부모닙홍 따라서 (2)
-운명올 바꾸기 위해서 (2)

-이까핫에 필요한 교사 자리 때문에 (1)
-경제적인 이유로 (1)

-독립적으로 쌀기 위하여 (1)

-가난 때문에 (1)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옳 찾아서 (1)
보다나운생계훌찾아서

-생활수준옳향상시키기 위하여

16
13
11
3
2
2

-농부가되기 위하여
-생계률 휴지하기 위하여
-훈명을바꾸기 위하여

- 새로운 삶의 보당자리훌 찾아서
-삶올바꾸기 위하여
-독립척으로 살기 위하여

-낙후한 경제적 조건올 며해서
-가난때문에
단지 부모님올따라서

19

정부 개발 정책옳 신뢰하여
새로운고용기회 때문에

또모혼의 밀집된 인구밀도훌 펴해서

8
(교사

3; 성직자 1/ 농업기술 담당자 1)

z

주) 위외 자료는 이까핫에 있는 280가구중 275 가구의 가장(家흉) 또는 배우자훌 대상으로
성시한 질문지와 면접 조사흉 흉하여 얻어진 것이다. 가장 또는 가장룹의 아내훌 조사
대상으로 선빽한 것용 이주 의사 절갱시 지역문화 홉성상 그톨의 의사결정파 역항이 지
배척이었기 때문이었다.
t .화산폭발’ 용답자 190명중 42 명이 위의 세후사항에 나타나 있는 것쳐럼 부가척인 용답
올 하였다 팔호안의 숫자는 부가적 용답 사항에 대한 인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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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적 · 비경제적 요인들에 반응하여 일어

나며， 따라서 개개인이 그 요인들에 동일한 양식으로 반응하지는 않
는다고 피 력 한다 (Pamwe1l 1993: 71-99).

앞으로 본 저자가 서술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이까핫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이주 결정 동기가 경제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열망’ , ‘새로운 삶의 기회에 대한 기대감’ 또는 ‘단지 새로운 것에 대

한 단순한 추구’ 등의 사회 · 문화적인 요인들에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

에서 위에 언급한 M 판웰 및

J.

스틸웰과 A. G. 콜의 이주에 대한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

장하는 것처럼 이까핫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이주 의사결정이 단지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주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주를 결정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

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비록 이주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적 인 인식 (complete knowledge) ’ 의 결여 로 인하여 그들의 이 주 의
사 결정과 선택에 대한 ‘예상치 못한 결과’ 로부터 종종 경제적인 어

려움을 겪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인지적으로 ‘해
석’ 을 하고 있었고 낙후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자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주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의사결정은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진 못할지라도 다분히 ‘인지적으로 합리적’ 2) 이
라고할수있다.
〈표 2) 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본 저자가 이까핫에 거주하는 이주
민들에게 왜 또모혼에 남아 있지 않고 이까핫으로 이주해왔냐고 질문
하였을 때， 응답자의 69퍼센트가 ‘배출요인 (push faαor) ’ 을， 즉 “나는

2) The Oxford Dictionary of P뻐osophy( 1994) ’
편 (pieces

ofbehaviour).

는 합리성에 관하여

행위의 단

신념， 주장， 정책 그리고 인간 제정신 (human rnind) 의

여타의 실행들은 합리척이라고 서술될 수 있다. [ ... ] 어떠한 것을 합리적이라
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 ... ] 어떤 승인된 (acknowledged) 목표와 일맥상통한

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 (Blackbum 199
얘
4: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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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폭발올 피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웅답했다. 표면적으로， 이

‘배

출요인’ 윤 이주민들의 01 주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배적언 요인이었다.
하지만. 1991 년 화산폭발올 함께 겪웠던 대다수외 !f.모혼 주민즐온
이주룰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또모혼 지역에 남기로 결정했다는 사실
올 고려활 때. 이러한 .배출요인’ 온 이주 선택에 대한 절대척인 썰명

으로써 푼제점올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 선핵에
대한 보다 떠 설득력이 있는 쩔명윷 위해서는 이주 의사결정파쩡에서
의 다른 잠재적인 흉기줍에 주목할 펼요가 있다. 예홉 윷어， <표 2> 에
냐타나 있는 바와 갈이 화산폭발 때문에 이주했다고 용답한 190명의
이주민툴 중 42 명이 부가적인 ·홉인요인 (p버1 factor)' 올， 휴 “농부가

되기 휘하여” 또는 “생활수준용 향상시키기 위해서” 라는 동의 부연
훌 하였다. 더욱이， 이주 통기로써 화산폭발이외의 다른 동기툴올 언
급한 이주차률운 대부분 이주 선태에 대한 ‘홉인요인’ 윷 다양한 표혐

형태로 쩔명하였다. 많윤 이주자들이 ”보다 나윤 생계홉 찾아서(1 8
퍼센트)"， “단지 부모념올 따라서 (6.9퍼센트)"， “정부 개벨 쩡책옳
신뢰해서 (2.9퍼센트)" 또는 “새로운 고용 기회 때문에 0.8떠센트)"
라고용답하였다.
따라서， 이까핫 이주변들의 이주 의사결정파정에서

배훌요인’파

‘홉인요인’ 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작용하였다고 활 수 있따. ‘홉안

요인틀’ 은 지역 정부의 장래성 있는 제안， 독립척 삶의 추구， 놓업 활
동올 위한 보장된 땅， 보다 나은 생계에 대한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

작을 위한 장소로써의 이까핫 퉁이었다. 반면에배훌요인툴’ 은 화
산폭발이라는 자연 채해，!f.모혼외 띨집훤 인구밀도 그리고 부모념툴
의 이주의사결정 흉이었다. 이러한 ‘배출요인’파 ‘홉인요인’뚫옳면
멀히 종합해본다면， M. 판웰 및 ]. 스틸웰과

A. G. 콜이 2휴장하는 견

해와는 달리 이주민틀이 또모혼에 머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 경제적 이점이 많은 이까릿올 .인지적이고 합리적’ 으로 션택한 사실

을발견해 낼 수 있다.

50

김 c빼검

5.

이주과정에서 겪게 된 어려움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까핫 이주민들은 단순히 1991 년 로꽁

화산폭발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도피하여 피난처를 찾아 또모혼을
떠나 왔을 뿐만이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의 터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부의 이주 정책이 제공하는 기회롤 찾아 이주를 결정하였다. 그러

나 그들은 정착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주민들은 지방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점차적으로 비농업 활

동에 몰두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이까핫을 지리적으로 이탈하여 고용
기회를 찾아 나서기도 하였다. 심지어， 많은 수의 이주민들이 비공식
적으로 그들이 떠나온 또모혼으로 역이주 (reversal mi망ation) 를 시도

하기도 하였다. <표 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3월 이까핫 이주

단지에는 초창기 이주민의 3907}구 중 단지 2807}구3) 만이 존재했다.
지방 정부의 이주 정책 규정에 의하면， 이주 후 처음 5년 동안은 이
주자들이 이주 단지외의 지역으로 임의적으로 이주해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주 후 5년이 경과한 후 이주민들은 공급된 주택과 땅에
대한 한시적 인 ‘소유 중명서 ( certifikat) ’ 를 지방 정부로부터 발급 받
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그들은 공급된 주태파 땅을 정기적으로 관리

한다는 조건하에 이까핫올 떠나 경제활동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들이 소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처음 5년 동안은 3 개월 이상
이주 단지를 비우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유효하다. 이주 후 10년이

경파하면， 이주민들은 공식적으로 공급받은 주택과 땅에 대한 법적
소유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그들의 소유지와 주택올 타인에게 양도할

3) 이 자료는 최근에 이주한 6가구와 결혼올 통하여 분가하여 새로이 형생된 4
가구가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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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모혼으로 역이쭈한 가구수

연도(年度)/내역(內續)

I

역 01 주한 가구수

1995

3

1996

15

1997

21

1998

22

1999

17

2아m년에 배꽁식척으로 양도됨 가구수
역이주연도미상
총합

15
120

주) 위의 자료는 2000년 3월 이까핫에 대한 인구흉계학척인 조사와 각각의 주택
에 대한 확인 추척조사(退跳關養)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다.

수있게 된다.

그러나 〈표 3) 에 드러난 바와 같이 .2000년 3 월 현재 이주민의 120
가구가 이주 과정상의 어려움 내지는 개인적인 동기플로 인하여 이미
또모혼으로 역이주한 상태였다. 1992 년 6월 23 살난 미혼인 아들과 함
께 이 까핫으로 이 주하였다가 띠 노오르로 역 이 주한 페미 (Femmy; 57
세) 부인이 그 비근한 예이다. 그녀의 남편윤 그녀와 함께 이까핫으

로 이주하지는 않고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까르따 O繼rta) 로 일자리률

찾아 떠녔다. 1995년 페미 부인의 아들은 이까닷의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고 어머니률 훌로 남기고 띠노오르로 되툴아와서 버스 용전올 하

고 있었다. 1998년 페미 부인도 결국 그녀의 고향 띠노오르로 되뚫아

온다. 본 저자가 띠노오르에서 그녀릎 만났올 때 그녀가 어떻게 이까

핫에서의 고훤 생활용 감당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내가 이까핫으로 이주하였용 때， 나는 행복했어요. [... } 저 화산 로꽁으
로부터 벌어쩔 수 있었고， 정부가 우리훌에게 집 한 채와 땅훌 주었죠.

[...}

문제는 내가 거기에서 혼자였다는 거죠. 나 혼자 견뎌낼(밟1an)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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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탓과 또모혼올 오고 갔다(표 8). 빅토리는 또모혼과 이까렷은 주 3

회 운행하였고， 편도 요금은

10 , 000

루삐아 였다. 빅토리에는 약

25~30명 정도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었고， 사실상 ‘무제한’ 의 농산

물을 그 지붕위에 실고 다닐 수 있었다. 본 저자는 항상 대부분의 승
객이 농산물을 팔러가는 ‘띠보’ 들이라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 대부
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이와 같이 소상인활동을 하고 있었

다. 빅토리는 또모혼의 장날에 맞추어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 7경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 6시경에 또모흔에 도착했다. 같은
날，

‘띠보’ 들은 또모혼 시장에서 가지고간 농산물을 팔고나서 저녁

7시경 다시 빅토리를 타고 이까핫으로 되돌아 왔다. 때때로， 그들은
친척들과 같이 지내기 위해 또모혼에 2~3 일 정도 머물다가 되돌아오
기도 했다. 여기에 몇몇의

띠보 들과 그들의 소상인활동을 사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사례는 옐비라 (Elvira:

30)

부인이다. 그녀는 1993 년에 남

편과 두 아이들과 함께 이까닷으로 이주하였다. 남편은 전형적인 농
부였다. 맏아들은 중학교에 그리고 둘째 아들은 초둥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까핫에서 그녀는
더 잘 알려져 있었다.

〈표

띠보 이기 보다는 ‘아마추어 미용사’ 로

‘아마추어 미용사 (peneta 뻐nbut) ’ 로써 그녀는

8> 야간버스

‘빅토리’ 의 운행표

이까핫 도착 (오전 6시)

또모혼 도착 (오전 6시 )

일요일

또모혼 출발 (오후 7시)

화요일
목요일
월요일

이까핫 출발 (오후 7시)

수요일
금요일

주) 또모혼 장날은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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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뱅충해로 인한 놓업활홍의 어려움옳 호소하고 있었다. 문제는 소

규모의 제한훤 자환올 가지고 있는 이쭈민풀이 얼단 야생홈흩뚫외 침
범내지 병총해의 피해훌 입게 되면， 그룹온 생존파 계솜적인 농업황

동올 위책서 대안책인 자본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저의 겸재적 상
황. 을 넘나톨며 고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농업활흉에 있어
서 경제척 어려옴온 소상인활똥올 하고 있는 노르마 (Nonna: 35세)
부인의 종언에서 잘 나타나 있다.

많은 어려움이 었죠， 예훌 뚫어 률혜훌의 첨볍 (hama 뼈us) , 그래서 많온

사랍촬이 미냐하사로 훌아갔어요. 그들은 벼농사와 채소 재배률 원했어
요， 하지만 결실 (hasil) 이 없었어요. 아마 야생 풍옳의 첩범이나 병충해

만 없었어도， 그들은 여기에 남아 있올 수 있었올 거에요. 그러나 누군
가 왜 그 나머지는 아칙도 탈출하지 않고 있냐고 물올 수도 있어요. 우
리는 아직 자본이 있어요

(punya

알이 떨어진 사랍틀과 같아요，

뼈al) , 떠난 사랍출은 마치 전쟁에서 총

[.. ,] 내 생각에 여기에서의 농업 활통은

그리 나쁘지 않아요. 내 말뜻윤 우리는 이미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이 있
어요. 우리는 닭， 소 한 마리 동의 생계보장도 받았어요. 이것률이 우리

농업활동의 밑거륨이었어요. 그러나 문 제윤 야생 풍훌훌의 첨법이나
병충해예요. 결국， 많은 사랍률이 자본올 찾아서 (cari

akal)

미나하사 로

되훌아갔죠.

그럽에도 활구하고， 그녀는 이주민률이 이주하면서 이까핫 주변에
심었던 7-8년생의 야자수 나무가 2001 년 7월겸 첫 수확윷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주민들에게 얼말의 회망이 남아 있다고 부연
하였따.

둘째， 이주민률은 교육 자료나 교사띄 자질촉변에서 띠나하사나 볼
랑 몽운도우와 갈용 타지역률과 비교하여 ::J..뜰 자녀뜰융 위한 교홉환
경이 낙후되어있다고 불평하였다. 본 저자의 혐지조사 기깐동안， 이
까핫에 는 l 중학교 (SMP: Sekolah Menengah Pertama). 2 초풍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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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Sekoloah Dasar)

그리 고

1 유치 훤 (TK: 담man Kanak-Kanak) 이

있었다. 이까닷에 고퉁학교 (SMU:

SekolahMenengah Umum) 는 없었

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이까핫 학생들이 고둥학교 진학을 할 경우
학업기간동안 인근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었다 .2000년

4월 현재， 이까핫 중학교에는 49명의 학생이， 두 초퉁학교에는 150여
명의 학생이 그리고 유치원에는 18명의 학생이 둥록되어 있었다. 그
러나 이까릿의 교사들은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조건을 찾아서 이까닷을 떠나 미나하사나 북 술라웨시의 수도 마나도

(M와lado) 로 수시로 이주하기 때문에 있어서 학생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2000년 2 월경 이까핫 중학

교 1 학년 학급에는 20여명의 학생들이 그리고 한 초퉁학교에는 66명

의 학생이 동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0년 4월 현재， 중학교 1 학년
학급에는 17명의 학생이 그리고 그 초퉁학교에는 단지 52 명의 학생만
이 남아있었다. 이러한 학생 공동화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가구 전체

의 또는 가구 부분적 역이주 및 학생들의 개별적인 이주로 기인된 것
이었다. 다음에 나타난 〈표 4)에는 이까릿에 공식적으로 현거주지 주

소를 둔 학생들의 이주 현황이 지역별로 잘 나타나 있다.
위에 언급된 학생들의 이주 현상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조건에 대한 이까핫 이주민들의 요구는 증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에 자녀들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가 있고 경제적
인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까핫 이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나
은 또모혼과 같은 이까핫외의 지역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를 원했
다. 일상 대화 가운데 이주민들은 종종 본 저자에게 자녀들의 졸업
후 직업 선택에 있어서 이까핫에서의 교육에 비교하여 또모혼에서의

교육이 얼마나 더 장래성이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보

다나은 교육환경에 대한 선택은 이주민들의 부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이주민틀로 하여금 농업활동외의
대안적 경제활동올 추구하게끔 하였고， 더 나아가 이까랫 주민들로

인도네시아 북 솔라훼시 이주지역 소상인훌외 이황척 교역활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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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까핫 빼생톨찍 이주 혐활
이까핫

초동학교
중학교

불랑용용도우

42

고둥학교

-

합계

161

마나도

미나하사

북슐라훼시

외외지역

12

119

대학교*

또모혼

4

11

2

3

13

2

7

36

5

7

‘

직업 교육기판인 아까떼미(Akademi) 와 대화교동의 고풍학교 이상의 교육 기판

f

마까사르 (M빼없sar: 이전의 우중 뻔당 (Ujung Pandangl)

융포함

하여금 이활한 청체활동에 눈윷 훌훌리도록 하였다， 2뼈년 4월얘 행한
본 저자의 서베이에 의하면， 명법한 이까핫 이주민흘용 농업활동올
통하여 한 가구당 한달 명균

300 ,000-500 ,000

루삐아룹 벌고 있었

고， 기본 생활비로써 250 ， 000-400 ，애O 루빼아률 지출하고 있었다.
만약에 그들이 이까닷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그뜰은 한달
1정균 약

75 ,000-77 ,500

루뼈아가 필요했다(표

5) ,

그러나 만약 그들

이 또모혼파 갈윤 이까렷외의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다냐는 자녀가

있올 경우， 그뜰용

50 ,000-100 ,000

루삐아가 부가적으로 핍요했다.

따라서 이까핫외의 지떡에서 자녀률 둔 이주민툴온 대안척인 수업훤
올 찾아서 기본적인 농업활동외의 경제활동 및 이까핫올 지려척으로

이탈한 겸제활동에 종사활 수 있는 상대적으로 높윤 가놓생용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소상인활동옳 하고 있는 낸씨

(Nancy:

42 셰)

부인과의 대화에서 잘 나타나 있다.
내 생각요로는. 많온 사람훌이 아이률옳 미냐하사에서 교육시키려고 또
모혼으로 훌아간것 같아요. 특히. 중학교나 고동학교훌 다니는 자녀홉

둔 사랍뜰 말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이까릿에 있는 농업 활동에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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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이까핫 학생물의 한달 평균 지출비(루삐아)
한달평균지출비

유치원

2, 000- 2 , 500
10 , 000

(학비)

(부대 [附帶 비 용)

2 ， OOO-2 ， 5oo( 학비)

-7 t:: j f:'1.--r

二C 끽's"격」ι

50 ， OOO( 부대비용)
5 ， OOO-7 ， 5oo( 학비 )

중학교 f

70 ，아)()(부대비용)
15 ，뼈 -20 ， OOO( 학비 )

고둥학교 f

90,000 (부대비용)
고동학교 이상의 직업학교 및 대학교

140 ， OOO-180 ， OOO( 학비 )*
l00 ， OOO-200 ， OOO( 부대비용)

f

만약에 학생들이 또모혼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 하숙비/기숙사비를 위해서

50,000-100,000

루삐아가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 학기 (semester) 당
는 수입만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원하기에는 충분치
않아요. 만약 에 병충해나 야생 짐승들의 침범이 없다면， 당신은 여기서
성공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일단 당선이 병충해나 야생짐승들의 침범올
당하면， 당신은 매일 매일의 기본적인 필수품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
죠. [ ...] 내가 아것 (이까핫파 또모혼 사이를 오가는 소상인활통)을 하는

이유도 다 그래서 그 래요.

셋째， 위에 언급한 어려움들에 대한 두 가지 요인들과 어우려져서，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수준에 대한 분명한 사

회 · 경제적 감각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 · 경제적 감각은 상
당부분 텔레비전과 잡지 등의 대중전달매체를 통하여 습득되었고， 이
주민틀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까핫의 경제적 조건 및 생활

여건을 비판적으로 직시하게 하였다. 본 저자와의 일상적인 대화에
서， 그틀은 외부 세상의

‘보다 근대화된’ 삶의 조건을 부러워하고 있

인도네시아 북 술라혜시 이주지역 소상인들의 이활적 교역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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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종종 표혐옳 했다. 예훌 옳어， 이주민옳온 자신률이 텔레비전이

나 잡지에서 본 머려 스타띨， 옷 그리고 주택퉁 서구의 생활 스타일
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곤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려

아 (Maria: 36세) 부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씨너}뜨흔 (Sinetron; 인도네시아의 대표척인 연속극)에 나오는 배우들이
나 집들은 참 멋있지 않아 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하고는 거리가 멸죠，

그쪽(영국)운 어때요? 영국온 우리와 더더욱 벌겠죠. 그렇죠? ["'1 배우
들의 옷， 자동차， 머리 스타일 그리고 사는 곳온 우리물 (torang)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분명히 매우 비쌀거에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농부
가 그러한 것들융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도 좋
윤 옷， 좋온 머려스타일 그리고 좋온 집올 갖고 싶어요. 그러니 왜 돈올

많이 벌고 싶지 않겠어요!

이주민룰파 생활하는 동안， 본 저자는 이주민률이 텔레비전이나 잡
지에서 본 ‘보다 근대화된’ 생활 스타일을 모방하려고 시도하는 광경
올 종종 목격하였다，v.

T.

킹온 동남아 이주 지쩍훌에 대한 일반척

인 견해로써， 이주민월이 사회 · 문화척인 변화에 보수적이거나 수동
적이기 보다는 역동척이고 능동적으로 반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King 1999:78-112). V.

T.

킹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까핫이 비확

지정학적으로 외부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지역이지만 이주민물이 대종

전달매체활 흉하여 ‘보다 곤대화된

삶의 스타일옳 씬식하고 있고 새

로운 삶의 양식옳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었다고 말합 수
있다. 1997년 이까핫에 전력공급이 시작되었다. 전력공급이 이루어진

4년 후， 외부 세상에 존재하는 ‘보다 근대화되고 유혹적인’ 삶의 스
타일을 소개하는 대중전달매체가 이까핫 꽁통체의 곳곳에서 발견퇴
었다. 현지조사 기간동안， 본 저자는 이주민들이 오후 여가시간에 여

기저기 모여 앉아 서구화된 배우를파 그들의 삶의 스타일옳 ‘역할 모
델’ 로써 보여주는 씨네뜨론과 같윤 연속극올 시챙하논 것옮 자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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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까핫에 있는 대중전닿매체 (2000년 4월)

대중전달매체

소유 가구
””
”a

!

텔레비천
빠라볼라

6

브이씨디

주) 자료는 2000년 4월에 행해진 이까핫 전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를 통하여

얻어졌다

격할 수 있었다. 더욱이， 많은 이주민 가정들이 빠라볼라 (parabola:
위성방송 안테나)를 소유하고 있어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방영되는

14개 위성방송 채널을 접속활 수 있었다. 몇몇 가정은 또한 브이씨디

(VCD: Vì deo Compact Disc) 를

소유하고 있었고， 브이씨디 영화를 감

상 할 때면 항상 20~30명의 이웃주민들이나 친척들이 모여 관람을
하였다(표 6) . 이러한 대중전달매체를 통하여 지형학적으로 고립된

이까핫은

V. T. 킹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전역의 그리고

국제적인 문화에 열려있었다 (참고，

King 1999: 193 ~ 194). 본 저자가

이까핫에서 본 첫 브이씨디 영화는 이까핫에 도착한 다음날 골목길을

다듬는 ‘공동체 공통 노역 (ke디 a bakt i)’ 이후 관람한 스티븐 시걸

(Steven

Segal) 주연의

‘온 데들리 그라운드 (On

Deadly Ground) ’

였

다. 그 다음주에， 본 저자는 촌장 (sangadi)의 집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더블오 세븐， 투모로우 네버 다이즈 (007 ，

‘타이타닉

6.

(TItanic) ’ 을

Tomorrow Never Dies) ’

와

관람하였다.

이까핫의 소상인 ‘띠보’

이까탓에서 소상인활동은 전적으로 여성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까핫 여성들의 소상인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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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올 툰다. 우선， 소상인활동에 대한 일반척언 이해옳 롭기 해하여

소상인활통에 대한 다양한 이론률윷 쌀펴보기로 한다.

H. T.

오쉬마

는 놓업활통의 계절척 변수가 농업활똥의 추이에 영향윷 미친다고 하

면서. 비성수기 때는 비농업활동이 중가한다고 주장하였다 (Osruma

1986:25-26). A. G. 듀이는 소상인활동의 발달운 증가하는 인구 성
장과 농촌지역 농업관련 취업의 감소의 역화적인 부산물이라고 펴력
하였다 (Dewey 1962 :찌x; 참고， Geertz 1968).

U.

마이와

H.

부활트는

소상인활동이 영세농업을 위한 부수척인 경제척 수단이라고 보고， 따
라서 소작놓률온 환금작물에서 얻어지는 부쪽한 수익올 보충하고 가
족틀의 당면한 소비지출올 해결하기 위하여 소상인활동에 참여한다
고지적하였다

C. E.

(Mai and Buchholt 1987). G.

마살.

J.

알렉산더 그리고

데이비스에게 있어서， 소상인활동의 동기는 한 지역 공통체의

사회 · 문화적 메커니즘파 깊윤 연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 G. 마살윤
특히 여생뜰이 소상인활동올 껴성의 가정에서의 사회 · 문화척인 역

활 중에서 훨수적인 요소”로 간주한다고 피력하였다 (Marshall 1964:

184).J. 알핵산더는 소상인돌이 지역 푼화 가치체계에 따라서 자신들
의 교역활홍올 ”계획하고. 수행하고， 정당화 한다”라는 측면에서 소
상인활동이 하나의 “문화척 표현”이라고 지척 한다(Alex없lder 1987:

1).

C. E.

데이비스는 소상인활통이 단지 “생계롤 꾸려가는 수단”뿔

만이 아니 라 “사회쩍 존재로써 주요한 부분” 이라고 훈석했다 (Da찌s

1994: 23 4-235).
위에 언급한 소상인활동에 대한 각각의 견해플윤 ‘띠보. 톨와 보훤
적인 소상인활흉씌 다양성옳 이해할 때 유익하다고 활 수 있다. 그

중에서

’띠보’들의 소상인활통이 놓업활똥의 부쪽한 수입훤옳 보충

하고 가족들의 중가하는 사회 · 정제적 요구를 해결하기 한 대안책이

라는 촉면에서，

U.

마이와

H.

부황트의 견해는 이짜핫 ‘띠보’뜰외

교역활동용 이해하는데 주요하다고 활 수 있다. 그럽에도 활구하고，

U. 마이와 H. 부콜트의 견해와 이까핫 ‘띠보’ 률의 사례 깐에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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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은 이들은 경제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춘 반면， 띠보’ 들의 사례
는 경제적인 변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과도 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까핫 ‘띠보’ 들의 지리적인 이탈적 소상인활

동은 위에 언급한 연구자들의 사례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측
면을드러내고 있다.
앞서 언급 바와 같이， 이주민들은 정착과정에서 농업 조건의 악화，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동의 어려움틀을 경험하게 된
다. 이러한 어려웅들에 반웅하여 이주민들은 그들이 이주 후 10년 동
안， 즉 2002/3 년 까지 농업 종사자로 남아있기를 기대하는 지방정부

(DTPPH 1994) 의

이주 정책에 반하여 2000년 4월 현재 이미 소상인

활동과 같은 비농업활동에 손을 대거나 이까핫을 지리적으로 이탈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표 7) . 이까렷 전 가구를 대상으로 행한
2애0년 4월 서베이에서는 이주자중 86 퍼센트가 아직 농업활동올 주

생계수단으로써 종사한다고 응답했다(부록 3). 그러나 우리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수치 (292 명)가 순수 경작활동만을 의미하지 않
는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부록 3) 의 주)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수치에는 자신들을 ‘가정주부’ 라고 소개한 128명의 기혼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농업에 종사하는 이까닷 여성들

은 남편과 함께 농업활동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가사활동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이들 128 명의 여성을 사실상 무직을 의미하는 가정주부
로 보기보다는 농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수치에는 자신들올

‘띠보’ 라고 소개한

12 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12 명이라는 수치는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한다. 현지조사 기간동안， 본 저자는 대다수의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소상인활동
과 같은 비농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이까렷 여성들은

가정주부 , ‘농부’ 그리고 ‘띠보’

로써 카멜레온 스타일의 경제적 위치를 정유하고 있었다. 그럽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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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비볼업훨홉에 종사하는 이까핫 이주민훌 (2000년 4뭘)
15~ 19세

여성

남성

20~29세

이까핫

30-39세 40~49세 50-59세 60셰 이상 합계

2

23

3

12

41

타지역

4

9

2

16

이까핫

5

9

10

29

타지역

s

12

20

주 1) 자료는 이까핫 전 가구롤 대상으로 행해진 서베이에 의하여 얻어졌다.
주 2) 소상인활동은 제외되었다， 왜냐하면， 이까렷 여성들의 경우 한 여성이 대체
적 으로 ‘가정주뿌(ibu

rumah tangga) ’ .

‘농부’ 그리 고 ‘띠 보’ 로써의 유동적

정제적 위치를 정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정주부 (ibu

rumah tangga) ’

와’ 띠보’ 는 ‘놈부’ 의 범주에 병합되어 분휴되었다.

불구하고， 그들은 좀처럼 자신들은

‘띠보’ 라고 소개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올 얼차적으로 ‘가정주부’ 또는 ‘농부’ 로 깐

주하고， 소상인활동은 단지 농업활동의 자연스런 연장으로써 가족 농
업활통의 한 부본 내지는 단지 그들의 남편올 돕는 부수적인 활통으

로 간주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서베이 과정에서 자신룹올 ‘띠보’ 라
고 소개했던 12 명만을 소상인으로 보는 관점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활

수있다.
1994년 이래로， 이까렷의 많윤 여성들이 소상인활동에 참여해 왔

다. 초기에는 소상인활동이 간헐적으로 이까닷과 볼랑 몽용도우의 지
방 수도인 꼬따모바구 간에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6년 이

래로， ‘띠보’ 뜰운 꼬따모바구 지역 시장에 농산물율 판매하기훌 꺼려
하게 되고. 놓산물 소상인활동은 또모혼과 미냐하사 지역의 여러 지
역으로 넓혀졌다. 이까닷 ‘띠보. 들이 꼬따모바구률 기피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설명하

기로한다.
‘띠 보’ 툴윤 주로 ‘빅토리 (Victory) ’ 라는 중형 야간버 스를 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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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탓과 또모혼올 오고 갔다(표 8). 빅토리는 또모혼과 이까렷은 주 3

회 운행하였고， 편도 요금은

10 , 000

루삐아 였다. 빅토리에는 약

25~30명 정도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었고， 사실상 ‘무제한’ 의 농산

물을 그 지붕위에 실고 다닐 수 있었다. 본 저자는 항상 대부분의 승
객이 농산물을 팔러가는 ‘띠보’ 들이라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 대부
분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이와 같이 소상인활동을 하고 있었

다. 빅토리는 또모혼의 장날에 맞추어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 7경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 6시경에 또모흔에 도착했다. 같은
날，

‘띠보’ 들은 또모혼 시장에서 가지고간 농산물을 팔고나서 저녁

7시경 다시 빅토리를 타고 이까핫으로 되돌아 왔다. 때때로， 그들은
친척들과 같이 지내기 위해 또모혼에 2~3 일 정도 머물다가 되돌아오
기도 했다. 여기에 몇몇의

띠보 들과 그들의 소상인활동을 사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사례는 옐비라 (Elvira:

30)

부인이다. 그녀는 1993 년에 남

편과 두 아이들과 함께 이까닷으로 이주하였다. 남편은 전형적인 농
부였다. 맏아들은 중학교에 그리고 둘째 아들은 초둥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까핫에서 그녀는
더 잘 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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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보 이기 보다는 ‘아마추어 미용사’ 로

‘아마추어 미용사 (peneta 뻐nbut) ’ 로써 그녀는

8> 야간버스

‘빅토리’ 의 운행표

이까핫 도착 (오전 6시)

또모혼 도착 (오전 6시 )

일요일

또모혼 출발 (오후 7시)

화요일
목요일
월요일

이까핫 출발 (오후 7시)

수요일
금요일

주) 또모혼 장날은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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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4명 정도외 손님을 받았다. 때때로， 그녀는 남편과 함쩨 밥

으로 가서 농사일올 거들기도 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이까렷파 또모혼을 왕래하면 소상인활동을 하였다. 본 저자
가 그녀를 처음 딴났윷 때 그녀는 ‘띠보’ 라고 하지 않고 ‘아마추어

미용사’ 와 ‘놓부’ 라고 자신올 소개하였다. 그러나 대화도중， 그녀가
‘띠보’ 로서 소상인활동올 하고 있다는 것올 발견하였다. 그녀는 다음
과같이 말하였다.
초동학교 5 학년 때 학교를 그만 두었어 요 (putus

sekolah). 그 후에 미 장

원 (salon) 올 기웃거렸죠 (bahoba) . 그리고는 파마하는 (bakerol) 기술을 어

께 너머로 배웠죠. 내 위와 언니가 조그마한 미장 원올 가지고 있었어
요.

[...]

15 살 때 결혼했어요， 결혼한 후애 집에서 파마하려는 손님을 받

았죠. 미장원에서 일한적은 없어요. ["'J 이까핫에는 아마 1993 년도에
왔융 거예요.

[... ]

항상 손님이 있는 것윤 아니여1 요. 일주일에 3-4명 정

도 되죠. 전에 한번은 결혼식이 있었죠. 그때 신부 화장도 해췄죠. 벌써

3 번이나 했어요. ["'J 손님이 없올 때에는 밭에 가서 남편하고 밥용 일구
죠 (bapacol) . 옥수수도 심고， 고추고 심고 그리고 땅콩도 심어요.

[… l 만

약에 수확훌 01 있으면， 미냐 하사로 가지고 가서 팔죠. 일주일에 한두
번정도요.

두 번째 사례는 엘리사뱃 (Elisabet: 48세) 부인이다， 그녀는 남편파

아률과 함께 1993 년도에 이까릿으로 이주하였다. 그녀의 남면윤 농부
였고 그녀의 아들윤 2000년 4월 현재 깔리만딴(Kalimantan )에 있는
뻐르따미나 (Pertamina: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에서 일하고 있었

다. 이까핫에서 그녀는 평상시 조그마한 일용품 구멍가게를 운영했

다. 또한， 그녀는 종종 빅토리룰 타고 소상인활통옳 하곤 했다. 놓산

물의 수확 시기에 따라 변동하기는 했지만， 그녀는 2주일에 약

2-3

회 정도 또모혼으로 농산물올 판매하러 떠났다. 예률 들어， 수확시기
에는 일주월에 한번 정도 또모혼에 갔다. 그러나 벼수학기에는 2 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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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정도 또모혼으로 소상인활동을 떠났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그
녀의 소상인활동을 셜명하였다.

나는 이까핫에 조그마한 구멍가게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토마
토나 고추룰 수확하면 바로 또모혼으로 가져가서 팔죠. 꼬따모바구에는
않가요. 빅토리를 따고 또모혼으로 가죠. [ ... ] 또모혼 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그러나 비수확기 때는 2 주일에 한번밖에 안가요. [ ...]

빅토

리에는 보 통 25~30명 정도의 사람이 타죠. 그들 대부분은 나 같은 ‘띠

보’ 들 이예요. 그들은 토마토나 고 추 등과 같은 농산물을 가지고 다니
죠. [ ... ]

또모혼에 도착하면， 곧바로 농산물들을 시장으로 가져 가죠.

가끔 현지 중간 상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들에게 모두 넘기고

(drop) 오죠.
세 번째 사례는 노르마 (Norma: 35 세) 부인이다. 그녀는 1992 년도

에 남편과 아들과 함께 이까핫에 정착했다. 남편은 농부였고， 외동아

들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까핫에서 그녀는 평상시 조그마한
음식점 (kantin) 을 경영하고 있었다. 1994년 이래， 그녀는 이까닷과 또
모혼을 오가는 소상인활동을 해왔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또
모혼에 갔다. 본 저자가 그녀의 음식점에 초대되었을 때 그녀는 다음
과같이 말하였다.
여기로 이주하기 전 한 5년 동안 지방정부 사무실에서 인턴 (pegawai
honor) 으로 일했어요. 하 지만 정식 직원 (staf)으로 숭진하지 (di잉19kat)
못했죠. 만약에 계속 일했더라면， 지금쯤 정식 직원 이 되었을지도 몰라

요 그러나 결국 이주 정책을 선택했어요. 아마 농부가 되는 것이 내 타
고난 재능인지도 모르죠! [ ... ]

1994년 이 래로， 고추와 토마토를 교역해

왔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의 생 활이 이래요. [ ... ] 정기적으로 소상인활

동을 하는 건 아니죠. 내 개인적인 상황과 또한 교역 농산 물량에 달려

있어요. 전에는 빅토리를 타고 다녔죠. 하지만， 지금은 조그마한 트럭을
빌려서( carter oto ) 다니죠. 나는 주로 농산물을 주위 이웃들로부터 사죠.

인도네시아 북 슐라웨시 이주지역 소상인틀의 이활척 교역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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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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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옳 다 활고 나면， 여기

음식챔올 위해서 장율 보죠.

7.

‘띠보’ 뜰이 또모혼올 선훨}는 이유

앞서 언급했듯이

‘띠보’ 들은 꼬따모바구 보다는 또모혼이나 타 미

나하사의 지역에서의 소상인활동율 선호했다. 한때， 볼랑 몽온도우
지방 정부에서 냐온 공무원뚫이 이까릿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윤이 이

까렷이 속한 행쩡 지역에 환원되게 하는 차원에서 이주민들에게 현지
지역 시장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셜득하러 나온 적이 있었다. 이주민
들윤 꼬따모바구에 있는 지역 시장에서

‘띠보’ 룹이 얼마나 불평풍하

게 대우률받아왔는지 호소하였고， 또한 .띠보’들이 미나하사지역에

서 소상인활동옳 할 경우 얼마나 더 많용 이윤율 얻을 수 있는지도
셜명하였다. 더봅어서， 이주민들은 또모혼으로 가는 야칸버스(벅토
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있는 반면， 이까맛과 볼량 몽온도

우의 도시들과 연결되는 도로들의 상태가 열악해서 외부로 똥하눈 정
기적인 교통편여 없다고 피력하였다. 본 저자가 이 문제와 판련하여

이주민들에게 좀더 구체척으로 물어보았을 때，띠보’ 들은 볼랑 흉온
도우에 있는 지역시장들 보다는 또모혼에 있는 시장을 선호하는 몇

가지 이유들올 설명해 주었다. 이들윤 다용과 같이 요약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둘윤 복합적인 동인으로 동시에 표출되기도 하고， 하나의
이유만이 단일적인 동인으로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첫째， 또모혼윷 소상인활동지로 선호하는 데는 문화척인 요인이 있
었다.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이까렷 주민들윤 기독교가

지배적인 미나하사 지역에서 이주해왔고 사실상 이주민 98 퍼센트가

기독교인이었다. 반면에 이까핫이 위치한 볼랑몽온도우는 이슐랍이
지배적인 지역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문화적 요인， 즉 출신 지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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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신앙은 이주민과 현지인들 간에 서로를 타자화시키는 주요한

일차적 동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주민과 현지인들 간에 만연한 이

러한 배타적인 타자화는 이까핫 ‘띠보’들이 소상인활동지역을 결정
할 때 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실상， 배타적 타자화는
현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볼랑몽

온도우 현지인들은 수용자의 위치에 있었고， 미나하사 출신 이주민들
은 다수인 현지인들의 수용을 기대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
이다. 이주 초기부터 현지인들이 미나하사 출신 이주민들을 타자화시

킬 때 일차적인 근거는 이주민틀이 기독교 지역인 미나하사 지역에서
이주해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미나하사라는 출신 지역은 이주민

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했고， 이러한
이질적인 신앙은 현지인들이 이주민들을 타인으로 인식하기에 충분
한 일차적 문화 기제였다. 이러한 문화척 요인 때문에 이까핫 ‘띠보’

들이 꼬따모바구 지역 시장에서 소상인활동을 할 때 현지 상인들로부
터 집단 따돌렴을 받거나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사례가 종종 있었

다. 앞서 언급된 노르마 부인도 이주 초창기에는 꼬따모바구 지역시
장에서 소상인활동을 했었다. 하지만， 2000년 4월 본 저자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꼬따모바구 지역 시장에서는 현지 상인틀로부터

불평등하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더 멸기는 하지만 또모혼 시장을 더
선호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예를 들어， 이주 초기에 그녀는 꼬따모바
구 지역 상인들과의 토마토 교역을 시도한 척이 있었다. 그 당시 그
녀는 이까닷 이웃 이주민들로부터 토마토 한 자루에

10 ,000 루삐아에

구입하였고， 토마토을 지역 시장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자루 당

1,500

루삐아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가 지역 시장에 토마토를 가

져갔을 때， 사전 거래 약속과는 달리 현지 지역 상인들은 토마토 한
자루에 단지

10 ,000

루뻐아를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녀는 다

음과같이 증언하였다.

인도네시아북술라웨시 이주지역 소상인툴의 이활척 교역활동

67

한 때， 꼬따모바구 지역 시장에서 소상인활동올 한 척이 있어요. 우리는
미나하사 사람톨이죠， 그렇치 않냐요? 지쩍 상인물온 우리흉 볼라라 하
죠 (nyada

kenal pa torang).

그래서 그률온 자기툴 하고 싶윤 데로 우려에

게 하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꼬따모바구에 가기률 꺼려해요.
지금은 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윷 뺀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도 꼬따모바구에 가는 띠보가
없어요， [... ] 한번은 내가 약간의 채소롤 가져다가 판척이 있죠. 내가 현

지 시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나률 속였어요 (kongkol) . 왜냐하면， 우
리는 여기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방인이기 때문이죠. [... ] 내가
토마토률 가져다가 팔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일상적인 가격 (cam
harga) 용 한 자루에 20 ， 000루삐아였죠. 이까핫에서 한 자루에 10 ， 000루
삐아 주고 샀죠， 그리고 훈반윷 위해서 한 자루 당 1 ， 500루뼈아활 지불

했죠. 통툴어서， 한 자루당 11 ， 500루뼈아를 지불한 셈이죠. 그러나 혐지
시장에서 단지 10 ， 000루삐아률 제안 받았어요. 그건 손해 (ru멍)보는 장
사죠.

[…] 아보까도 (Avocado) 도 가져다가 팔아 보았어요. 지역 상인률

이 먼저 주문올 했죠. 사전 계약에 의하면， 가격온 개당

100

루삐아였

죠. 그때， 약 50 ， 000루삐아나 들여서 이웃 사랍들로부터 아보까도릅 구

입올 했어요. 그러나 내가 꼬따모바구 시장에 가져갔올 때， 그들은 단지

50 ， 000루뼈아훌 제안 했어요 4) 사전 계약올 깨뜨린 거죠 (Pe껴anjian so

lari). 나는 너무나 속상하고 생망해서 그냥 아보까도률 시장에 버 려두고
몰아왔어요. [... ]

전에， 지방 정부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왜 미나하사에

서만 소상인활풍올 하느냐고 활었죠. 나는 그때 내가 경험한 것올 다 젤

명했어요. 그리고 난 울고 또 올었어요.

둘째 , ‘띠보’ 룹윤 또모혼에서 소상인활동융 활 때 꼬따모바구 지역
시장에서와는 닿리 ‘정서적 안정감’ 올 느꼈다. ‘띠보’ 들운 종종 꼬따

4)

노르마 부인이 이웃으로부터 몇 개의 아보까도훌 구입했는지는 정확하게 자
료를 제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공정한 거래였다면 그녀는 최소한 100 ，아깨
루뼈아릅 제안 받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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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구에서 보다는 또모혼에서 더 많은 이윤올 남길 수 있다고 지적
하였다. 그러나 본 저자는 현지 조사동안 ‘띠보. 들의 소상인활동을
관찰하면서

.띠보’ 들이 소상인활동지를 결정하는데 판매이윤이 절대

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까닷에 거주하는 휘꺼 (Fike: 38세) 부인은 한 때 미나하사의 따

나왕꼬 CTI때aw:없19ko) 지역에서 소상인활동을 한 적이 었다. 한번은，
이웃 주민들로부터 한 자루에 25 ,000 루삐아를 주고 6 자루의 토마토
를 구입을 하여 따나왕꼬 지역 시장에 자루 당

60 ,000

루삐아를 주고

판매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윤을 남기는 소상인활동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따나왕꼬 지역의 토마토 가격이 급상승
하는 적절한 시기에 소상인활동을 한 것은 휘꺼 부인의 행운이었다.

그러나 가격이 갑자기 하락할 때 토마토를 판매했다면 그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 사실상， 이러한 손해는 띠보들의 소상인활통에서 종
종 발생하기도 했다. 홍미로운 사실은

‘띠보. 틀이 꼬따모바구 지역

시장에서 소상인활동을 했다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송비뿐만이 아니라 농
산물 가격에서도 발생할 수 있었다. 현지 가격을 비교 검토해보면，

꼬따모바구 지역 시장의 농산물 가격과 또모혼 시장의 가격과는 별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표 9) . 게다가， 고추와 같은 농산물 가
격은 종종 꼬따모바구 지역 시장 가격이 또모혼 시장가격보다 높았

다. 따라서 ‘띠보’ 들이 또모혼을 선호하는 것은 가격 때문만은 아니
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의 엘비라 (Elvira: 30세)

부인의 증언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정서적 안정감’ 이었다.

사실， 가격에 대한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 ]

또모혼 시장에 가

면， 마냥 즐겁고 안정감을 느껴요. 내가 그들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

기 때문이죠. 그틀 또한 나를 잘 알고 있죠 (kenal pa låta) . 그러나 꼬따모
바구 시장에서는 그들이 나를 몰라라 하죠. 꼬따모바구에서는 긴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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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월 이까핫. 꼬따모바구 그리고 또모혼 농산옳 가격 (뽑뼈아)
이까핫

꼬따모바구

또모혼

고추(l kg)

500

1.500

1 ，아)Q

옥수수 Okg)

500

750

750

마늘(l kg)*
대파(한 다발)*
라부 (Labu:

토마토(l kg)

lkg)

9 ，애O

6.000

5.000

때0-500

300- 350

300

2.500

2,500

3000-4 아)Q

1,500-4 ,250

3000-4000

3 뼈 -4.000

주) 자료는 이까핫， 또모혼 그리고 꼬따모바구 시장에서의 서베이률 통하여 얻어

졌다.

*

구멍가게 주인흘이 또모혼 또는 꼬따모바구에서 사서 이까핫어l 판매할때띄 가쩍

되요. 정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또모혼에 가요.

옐비라 부인 01 언급한 ‘정서척 안정감’ 은 표면적으로는 소상인활
동지의 사랍몰올 앓 (kenal)으로서 생기는 단순한 심리적 부산물인 듯

하다. 하지만 또모혼에서 느끼는 이까맛 띠보들의 ‘정서척 안정감’ 은
그러한 표면적인 심리적 요인 보다는 문화적 통질감 내지는 친밀감에

서 느끼는 정서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또모혼 시장
에서 이까닷 띠보들윤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폰햄불루 (Tombulu) 나

폰햄보안 (Tontemboan) 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미나하사라는
출신 지역파 기독교라는 신앙 때문에 최소한 타자 취급옳 받지는 않

았다. 따라서 엘비라 부인과 같은 이까핫 띠보들은 문화적 동절감 또
는 친밀갑옳 느끼는 또모혼에서 소상인활동하기를 선호하고 있었다.
셋째. 외부와 연결되는 도로 및 jjl 흉편 그리고 협똥조합 (KUD;

Koperasi Dnit Desa) 동의 경제활동 기반 시셜이 열악하였다. 1997년，
꼬따모바구로 가는 국도상에 위치한 뽀놈삐안 (Ponompian) 에서부터

이까핫까지 포장된 길이 놓였다. 그러나 2000년 4월 현재 그 킬은 차
가 다닐 수 없올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비가 올 때변 도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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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악화되었다. 따라서 공공 교통면들이 이까핫까지 운행하기를
꺼려하게 되었고， 결국 이주민들은 미니버스 (mikrolet) 를 토요일마다
한번씩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전세를 내어 이용을 해야만 했다. 이

미니버스로 왕복하는데 드는 차비는 10 ， 000루삐아였고， 토요일 아침
8시에 이까렷을 출발하고， 오후 4시경에 꼬따모바구에서 되돌아왔다.
이러한 열악한 도로와 교통편 상황과 더불어서， 이까렷에는 협동조합
이나 이까핫 현지 시장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
까핫에는 현지 장터를 위한 공터가 이주 초기부터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주민들은 이 공터를 이용하여 현지 장터를 조성하지 못하
고 있었다. ‘띠보’ 들이 계속해서 촌장에게 현지 장터를 발전시키자고

건의를 해왔었다. 그러나 행정 미숙과 추진력 결여로 현지 장터 조성
을 위한 진전이 없었다. 1997년 이전까지 이까핫에는 이주 정책의 일
환으로 지방 정부의 원조로 협동조합이 셜립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현지 장터 조성을 위한 계획도 추진하고 있었다. 현지 장터 조성 등

이주 단지 경제 자립을 위해서 협동조합은 1995 년 지방 정부로부터
11 ， 000 ， 000루삐아의 현금 원조와 140 ， 000 ， 000루삐아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지원 받았었다. 그러나 이 협동조합은 행정적인 문제로 인하
여 1997년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띠보’틀은 계속해서 협동조합이
제대로 활동만 한다면， 장터 조성 등 이까핫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노르마 부인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사
람들 중의 한사람 이었다.
만약에 이까핫에 협동조합이 었다면， 우리는 또모혼에 갈훨요가 없다.
하지만 저위에서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사라졌

는지 모르겠어요.

[... ] 마올 장터를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 지에요. 사실，

이까핫에는 장터를 위한 장소가 있어요.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 촌장에
게 마을 장터 가 시급히 휠요하다고 건의률 했지만 아무 일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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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자의 수집 자료에 의하면， 촌장올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간뿌
폴 간에 금전적 비리가 있었움이 분명하고， 이로 인하여 협동조합。1
재정난으로 활통올 중지해야만 했던 것이다.

8. 맺쯤말
이까핫 이주민률은 삶의 향상， 보장된 생계 또는 새로운 삶의 기회
에 대한 일말의 회땅올 가지고 이주률 선택했다. 이주 결정파정에서
그률 스스로가 자신뜰의 처지훌 해석하고 ‘배출요인’ 과 ‘홉인요인’

룹올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주민률은 이주에 대하여
‘인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올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의 의사결정이

‘한시척인 판단’ 에 근거하였고 그흉이 이주 의사결정

이 초래활 수 있는 잠재적인 결과들옳 전적으로 예견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주민들윤 열악한 농업 조건풍파 같옹 ‘예기치 않윤. 어려

움뿔만이 아니라 ‘좀더 근대화된. 삶에 대한 열망과 중가하는 자녀들

외 교육비동으로 인하여 중대되는 경제적 부담감올 직면하게 된다
(참고，

Bourdieu 1977: 76 , 1 옛0: 53; Giddens 1979:59 , 1984: 27). 이

러한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증대되는 경제적 부담갑에 반용하여，

이주민뜰윤 그률익 삶외 수준올 향상시키고 가족외 경제적 훨..a률 해
결하기위해 비농업활동에 종사하거나 이까핫융 지리척으로 이탈하여

대안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많용 수익
이까닷 여성들이 ‘띠보 로써 소상인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그러나 띠
보들용 소상인활동에 있어서 현지 지역 상인물과의 문화척 괴리감 또

는 열악한 소상인활동 기반 풍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딜
레마에 대한대안책으로써， ‘띠보

틀은꼬따모바구지역 시장보다는

고향땅인 또모혼올 소상인활동지로 선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띠보’ 들의 일차적인 이탈적 소상인활동은 본질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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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의 정후로써 야기되었

고， 많은 수의 여성들이 대안적인 경제활동을 추구하여 전통적인 농

업활동을 벗어나 정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소상인활동에 참여하게 된
다. ‘띠보’ 들의 이차적인 이탈적 소상인활동은 현지 토착민들과의 갈
둥 그리고 이까렷내의 경제 기반의 부재 등의 징후로써 발생하였으

며， ‘띠보’들은경제적인 이윤보다는정서적인 안정감을추구하여 소
상인활동지로써 꼬따모바구 현지 지역 시장보다는 또모혼 시장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띠보’ 들의 역동적인 이탈적 소상인활동은

본문에서 언급한

H. T. 오쉬마의 ‘계절적 변수와 고용 가셜’ , A. G.

듀이의’ 인구성장과 농촌인력 고용 가셜’ , U. 마이와 H. 부콜트의

‘영세농업 가셜’ ,

G.

마살 동의 ‘문화적 표현 가설’ 둥의 셜명력을 벌

어서 포괄적으로 셜명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 ‘띠보’ 들의 이탈적 소
상인활동은 경제적 또는 생존적 전략으로써 뿐만이 아니라 이까렷 이

주민들의 사회 · 문화적 메커니즘 하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이까핫
이주민들의 경험과 ‘띠보’들의 이탈적 소상인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이주 정책에 대한 조심스런 재평가와 이주민들의 사회 · 경제 · 문화
적인 상황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까핫에 거주하는 띠보들의 이탈적 소상인
활동 사례는 장래의 이주 정책 수행 상에 야기될 수 있는 이주민들의

사회 ·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리트머스 검사

(litmus test)' 와 같은 귀 중한 교훈이 되 어 줄 수 있올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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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이까릿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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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장툴파 배우자옳외 이주이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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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가게 운영

2

4

간호사&간호보조사

2

미용사
η

재봉사

,

u

수

모「

운전수&운전보조훤

’

9

노역 일꾼

5

회사사무원

2

기계공/전기공
농업 기술담당자

채석(採石)
컴퓨터 기술자

상수도기술자
경비
무직

2

3

주) 자료는 이까닷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 의하여 얻어졌다.

*

자신흘용. 가정주부’ 라고 소개한 48명의 기혼 여성들융 포함하고 있다. 왜냐

하면， 그들은 대부분운 가사활동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농업활동도 겸해
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자료는 자신률올 ‘띠보’ 라고 소개한 6명의 여성

들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들 또한 농업에 직 · 간접적으로 종사하
고 있고 농업활동의 연장으로써 소상인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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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이까핫의 인구통계학적 자료

(인원수/이까렷외의 활동지)

연령분포 女

15-19

男

농부 (27)

농부

가게 점 원 (3/마나도)

자동차 수리공 (2/미나하사)

가게 점원 (1/이리안 자야)

자동차 수리공 (1)

재봉사 (1)

운전수/운전 보조원 (4)

(2 1)

가게 접원 (2/마나도)
가게 점 원 (1/또모혼)

20-29

농부

농부

(56)

(8 1)

회사 사무원 (1/깔리만딴)

목수 (1)

음식점 종업원 (1/이리안 자야)

목수 (1/미나하사)

구멍가게 운영 (1)

공무원 (1/깔리만딴)

가게 정원 (1/깔리만딴)

운전수&운전 보조원 (1)

가게 점 원 (3/마나도)

전기공 (1)

해외노동자 (4/홍콩&싱가포르)

공장 노동자 (1/비뚱[Biuu냄)
공장 노동자 0/꼬따모바구)
공장 노동자 (1/이리안 자야)
벌목공

(5)

경 찰 (2/볼랑 몽온도우)
회사 사무원 (1/바땀 [Bat:am])

회사 사무원 (1/깔리만딴)
회사 사무원 (1/수라바야[Surabaya])
가게 점원 (1/마나도)
가게 점원 (1/고론딸로)
교사 (1)

30-39

농부 (72)

농부

미용사 (1)

농업 기술 담당자 (1)

회사 사무원
멍가게 운영

(2)
(9)

목수

(85)
(2)
(2)

별목공

인도네시아 북 솔라왜시 이주지역 소상인뚫의 이활척 교쩍활동

연령폼포 女

77

男

교사 (1 3)

회사 사무원 (1/자까효따)

회사 사무훤 (1/고론딸로)
가게 접원 (1/깔려만딴)
구멍가게 훈영 (1)

40-49

농부

(80)

교사

(4)

농부

(87)

대나무 륙산훌 제작 (1)

목수 (1)

파자 제조 판매 (1)

훈전수 (1)

구멍가게 훈영

구멍가게 운영 (1)

(7)

재봉사 (3)

50-59

농부

(3 9)

간호사 (1/또모혼)
구멍가게 훈영

농부

(45)

목수

(1)

놓부

(24)

(2)

교사 (1)
60 이상
합계

농부

(1 8)

농부 (292)*/비농업활통

(57)

농부 (343)/비농업활동

(49)

주) 자료는 이까닷 전 가구훌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 의하여 얻어졌다.

주) 경제활동 분류는 용답자들의 자기정의 (self-definition) 에 기반윷 두고있다.

*

자신률올’ 가정주부’ 라고 소개한 128명의 기혼 여생들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
하면. 그률온 대부분온 가사활동뽑만이 아니라 남편파 함께 농업활동도 겹핵

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자료는 자신들올 .띠보’ 라고 소개한 12 명외 여성

률올 포함한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물 또한 농업에 직 · 간컵척으로 종사하고
있고 농업활동의 연장으로써 소상인활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 사실상 이까핫에서는 ‘농부’ 와 ‘띠보. 의 볍주훌 분리하

여 이해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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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ken-away' trading activities of petty traders in
a resettlement site, North Sulawesi, Indonesia
Ye-kyoum Kim

1b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one-year field research in a resettlement
site called '/karat! in Bolaang Mongondow, North Sulawesi, Indonesia. It is
concerned primarily with female traders [tibo] in Ikarad, who prefer trading
between Ikarad and the far-way home land 'Minahasa', where they
originated, to selling their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province of Bolaang
Mondondow where they are officially situated. This article will examine
causes of 'broken-away' trends in the trading activities of the female traders
in Ikarad. 1bis examination will be used as the 'litmus test' for the success
or otherwise of the resettlement scheme.
This article is composed of five main sections. In the first section, I will
attempt to build up a general understanding of resettlement programmes
and then the landscape of the research site '!karat!. In the second section, I

will briefly explore the general issues of migration in social sciences. Then, I
will proceed to say something about the various motives of the resettlers in
lkarad for choosing the resettlement programme. In the third section, I will
reveal the fragmented hopes of the resettlers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socio-cultural mechanisms in implementing and

administering resettlement projects. In the fourth section, I will describe the
'broken-away' trading activities of petty traders [tibo] in detail. In the final
section, by using the concepts of primary and secondary 'cause' and
'symptom' I will review the yawning gaps between the vision of local
government towards the resettlement programme and the life-experiences
of the resettlers and petty traders. I then suggest the need to evaluate
carefully the side-effects generated by the resettlement programme before
the local government embarks o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other such sche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