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문확연구 제 11 집

1호，

(2005)pp.225-262

서옳대학교 비교문확연구소

〈주요개념〉실천얀류학. 응용인류학.농촌개발， 인도네시아

농촌개발과 실천인류핸 action

anthropology)

김예겸 ι

1.

훌어가는 글
실천인류흐j-{ aι:tion anthropology)은 ‘조사 숫실행 및 피드백→조사’

를 순환적으로 반복하여 연구현장의 특성에 적합한 상황개선방법을 찾

아내고 적용함으로써 연구현장의 상황 개선을 목표로 하는 ‘특정가치
지향적인(value-explicit) ’ 응용인류학의 한 분야이다. 본 논문은 저자가
인도네시아 북 숨라웨시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공동제
개맨 communi디 development)과 농촌 개발(rural development) 에 대

한 실천인류학과 관련된 사례틀을 소개함으로써 ‘적절한’ 농촌개발에
있어서 실천인류학의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입장을 재고해보고자 하
는 데 그 의의틀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순자적으로 찾아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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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실천인류학은 여타 실행연구{action research) 또는 응용인류
학 분야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ii) 농촌개발에 있어서 실천언류학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iii) 농촌개발과 관련된 실천인류학의 윤리적 그리고 방법론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따라서 논문의 내용은 디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여타 실행
연구 또는 응용인류학 분야와 구별되는 실천인류학의 발전 과정과 정의
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인도네시아 북 술라웨시의 농촌개발에 대한

실천인류학 사례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실천인류학적 이론과 방법론
의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인류학의 장을 넓히는 견지에서 설천인류화의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입장의 융통성 있는 응용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실행연구에 대한 논의는 여타 사회과학 분과학문 분야， 특히 교육학，
심리학그리고 경영학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실용적인 단계에서 적

용이 되고 있다. 해외인류학계에서도 실천인류학의 이론적 그리고 방법

론적 입장을 수용한 연구들이 종종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언류학계
에서는 아직 낯선 인류학분야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인류학의 다양한응용성에 대한 기여뿐만어 아니라농촌개발정책에 대한

‘분석’ , ‘피드백’ 그리고 ‘실행’ 의 순환적인 연구과정을 통한 인류학자
들의 적극적인 개입의 효용정을 타진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천인휴학이료!?
솔 택스(50) Tax) 에 의해서 본격적인 응용인류학의 한 분야로 발전

하게 된 실천인류학은 연구대상의 변화를 도모하고 개선에 대한 가능성

226

w비교문화연구J 제 11 집 1 호Q어딩)

을 위히여 대안적인 해결빙싼을 찾0]-가는 적극적인 연구 방식을 취한다
는 의미에서 독일의 응용 사회 심리학자 커트 레빈(KUlt Lewin) 의 집단
역동성(웬)up dynamics)l) 에 기반을 둔 실행연구(action research)와 상
당부문 방법론적인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Lewin

1946, 1999; Stringer

1999: xix) 하지만 실천인류학은 실행연구 더 나아가서는 응용인류학과
,

도 구별되는 방법론 및 이론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취하고 있
다

1) 실빵연구로서의 실천인류학
실행연구는 특정 사회문제의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와 이에 의한 실천행
동이 적절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천행동과 그 효과콸 실천적으로 분
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준비)-실행관찰펀f영[설행’ 의 과성을 순환적으로
반복할 펼요성과 유효성을 강조한다{Kemmis and McTag쩔rt 1988) , 따라

서 섣행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 바탕을 둔 ‘(준비)-실행단계’ , 실천행동
의 효과에 대한 관창을 포함히는 ‘연구단계’

”

연구결과물의 적용을 포함

하는 ‘반영[실행] 단계’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실천행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

단계’ 가 반복적P로 이루어진다. 실행연구눈 종종 연구대상자 또는 현장관
계자의 훈련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실행훈련연구(action tïdining

research) ’ 로 불리기도 하고. 실행연구를 수행힘에 있어서 연구자는 참
여자로서 연구과정에 포함되어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참여실행연구
(participatorγ

action r원earch) ’ 라고 불리기도 한c]-(Jarγ andJaηT 2000:

뀌3-444)

전형적인 사회연구의 관심사가사회현상에 대한이해와분석에 그치
는 반면 실행연구는 특정 사회영역 또는 사회상황11 변화를 유빌F하고

[)

κ

례빈은 시도력(leade'C'ihip)

이데올보가(ilb ，logy)

유리성(nn:J!e) 그i’ !jè 규범(ctiscipline)

등펀 집띤역똥성의 주요한 요 :i:::_띄서 이해하고 있다

농-한 'H 봐과 심천인류핵"，ctiol1

‘lI1 thro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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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의 효과를 연구함으로써 연구현장의 개선과 변화를 도모한다.
따라서 설행연구는 근본적으로 평가적이며 정치적이거나 가치 지향적이

고， 그 초점은 일반화할 수 있는 과학적 지석이 아니라 특정 사회영역
또는 사회상햄 내포되어 있는 당면문제인 것이대Lewin 1999: 285;

Stringer 1999: 11)
실행연구는 다분히 특정 사회영역 또는 사회현싱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연구자가 연구 현장과의 긴밀한 ‘상호 맞물림( interactiViε en탱gement) , 을

통하여 도출된다는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실행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입장
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실행연구는 특정 사회영역 또는 사회상햄l
연구자가 참여자로서 수행하는 자기 반영적인(self- int，εractive) 조사라는
점이다{Carr and Kemmis 1986; Stringer 1999: 7). 둘째는 사회현상은

사회구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양산된 것이라는 이해에 바탕을 둔
상호작용주의 (interaαionism)와 유사성을 띄고 있디{Blumer 1969: 18,

88-89; G. Cohen 1987: 291-2; Tucker 1998: 성) . 셋째는 사회상헬11 대
한 현장연구를 통한 지식창출을 강조히는 인류학적 방법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대Lewin 1946; Gocxlenough 1%3).

실천안류학은 인류학적 연구가 참여자로서와 연구자 ‘지아{Self)’ 의
반영을 질적 지식창출외 과정으로서 포함하고 있고(A. P. Cohen 1992;

Davies 1999; Fielding 1993: .164) , 심층면접 등의 현지조사 방법론들이

조사대상지

현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근거하고 있고(Fielding and

η10mas 1993: 142) , 기존 인류학적 현지조사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행연구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실천인류학어 실행연구와 구분되는 주요한 차이점은 실행연구가
강조하는 ‘(준비)-실행관찰-반영[실행]’ 으로 반복되는 연구형식에서 유
래한다. 다시 빼서 실행연구에서는 관찰환경의 설정을 위해서 ‘실험적

인 변수’ 로서 기존연구의 결과물올 연구현징F에 실천해보고 실천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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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성을 관찰히는 반면 실천인류혁에서는 실험적인 변화보다는 초기 연
구현장의 자연스러운 환경을 유지하면서 ‘현지조사← f실행→}현지조시~→
설행’ 의 과정쓸 반복한다{Kemmis and McTaggart 19&3; Lewin 1999:

285)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최근 실행연구의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

인 발전으로→ 좁혀지기도 한다 그 비근한 여l는 어네스트 스트링어 (Emest
Stringer) 가 제시하는 ‘공동체에 기반을 둔 실행연구(community- based

action rl얹C'dfch) ’ 에 1퓨}단 ‘보기(lα)k) ， 생각하기 (th띠k) ， 실행하기 (aα) ’ 의
연구단계이다. 어네스트 스트링어는 여타의 설행연구와는 구별되게 변수
투입 효괴플 관찰하기 위한 섣행보다는 ‘보기 ’ 단계를 통해서 현지 관찰

을 우선시 하고 있다애tringer 1α:)9: 17-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링어
가 제시하논 심행연구 유형은 실행 (act) 단계에서 일반 실행연구의 가설
점증(hypoth앉is testing) 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험연구와

구별되는 현실참여적인 실천인류학과는 여전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스트링어의 설행연구 유형에서 가설의 유효성의 여부는 여타의
섣행연구유형과마찬가지로 연구자의 판단에 달려있는반면 실천언류학
에서는 ‘자기겸정적씬(selιdetermining) ’ 공동제의 성춰틀 목적으로 하

면서 연구결과플 통해 얻어진 대안의 선택 여부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

달려있대van Willigen J )93: 59-62 , 껴) .

2)

응용인류약으로서의 실천인류학

응용인류학은 서구 석민정책의 본격적인 전개 그리고 그리스도교 선
교와 함께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석민지경영 국가들은효율적인석민통치와그리스묘교션교를위해
2) 딴리놔트스기(lV]alinowski ] C)29) 가 유사명정인 ‘산용인류핸 praαica! anthropo!ogy) ’이
라는 용어뜰 멘서 사용하시는 했지반 ‘응용인류핵 applied ‘ lnthropo!ogy) ’ 이라는 용
어룹 출판불에서 저음 사용한 인류학자수- 례드클리프 브라운{Radclitle-Brown ](31) 이

다- 하지만 1HHl 년에 퍼드 러버스(Pitt-Ri vers) 가

‘응용언류학{applied anthropolo，와)’

이리는 새념읍 지음 사용했다고 암려져 있대 Gardner and Lewis 1996 ’ 2'))

능흔개딴고} 심첸얀류'~Kacti()n ιlnthropo!ogy) I 김예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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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식민지의 사회문화적인 이해가 펼수적이라는 사설을 인식하면서 안

류학을 식민지

경영에

적극적으로 응용하게

된다{Evans-Prichard

[1951 ]1 998; 잉ng 1999: 12-31). 미국의 경우에는 일찍이 인디언틀을 백인
사회에 흡수통합하기 위해서 인류학적인 연구를 응용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러한응용인류학의 성격은다소 다른 양상을 띤다. 전후 제3

세계 국가들의 행정적 변화와 개발의 푼제에 대한 인류학적인 연구의
펼요성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개발이라는 사회문화적 변화 자
체가 인휴학의 주제연 문화접변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한상복 외

1985: 417-419). 이러한 변화의 기류 속에서 응용인류학은 삭빈지경영
기간 동안 문화변화에 있어서 ‘조언자{ consultant) ’ 의 위치를 고수하던

수동적인 학문적 입징쩌l서 벗어나 보다 인류학적 지식의 응용에 대한
가치의 지평융 넓혀기는 한편 능동적이고 현장참여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 한다-(Kaplan & Manners [1 972]1994: 351-354; van Willigen 1993:

28). 특히， 전후 용용인류학은 탈식민지이후 제3세계 근대회에 따른 새로
운 경제적 발전 및 사회문화요소와 토착적인 사회문화요소간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질적인 두 문화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주안점을
두었었다. 이러한 응용인류학은 미국과 유렵의 인류학계를 중심으로 다
양한 이론과 연구방법을 개발하면서 발전하였다 3) 전후 발전해온 응용인

류학은 이론과 연구방법론의 특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대참
고 Grillo 1985: 6-7; Chambers 1985; van Willigεn 1993). 다OJ한 분류둘

중 반 윌리겐(van Willigεn 1993)은 실천인류학을 다루면서 주요한 응용
인류학의 한분야로 취급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반 윌리젠은 응용인류
학의 다양한 분야를 크게 개입 인류학úntervention anthropology)과 정
책연구{poliα research)로 나누고 있다. 개입 인류학 계통으로는 실천인
3) 대표적인 시례는 알란 홀름버그(Allan Holmberg)를 필두로 한 미국 코넬(Comell) 대학
연구팀이 페루(Peru) 에서 수행한 5년간의 비표스(Vicos) 지역개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코넬대학 연구팀은 비코스 지역을 임대하여 농노인 하이엔대 hacîenda)

들의 후원자의 역할을 하면서 농노들에게 파워 (power)를 점차적으로 이양하는 등 하
이엔다틀을 위한 온정주의적 개혁을 수행하였다-(Holmberg 196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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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학Ú!ction anthropology)

연구 그리고 발전 인휴핸 research and

developrnent ;mthrorX)] ogy) , 공동제 발전(conmunity development) , 애드
보커시 인류학'(adv( x:acyanthrorX)]()gy) ， 문화 중개(cLùtur꾀 brokerage) , 그

라고 사회 마케팅 (social marketing)을 소개하고 있고， 정책연구 계통으

로는 사회충격평기-(s(κial

impact 값scssment) ‘ 평가연구{c\띠l띠tion

research) 、 71숨발전연구{lεchnology develoPIYεnt rl앉얹rch) , 문화자원평

가-(cultural resource assessment)로 구분하여 소개하다 있다(우측 Box

참고) . 이러한 응용인류학 구분에서 반 윌리겐은 실천인류학을 제일 첫
번째 논의주제로 다루면서 실천인류학이

‘특정 가지지향성을 지년

(value-explicitl ’ 최초의 응용인류학이 라고 지 적하고 있다-( van WilI igen
1993: "57 ).
전후 응용인류학의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인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의 측면의 비판윷 받는다. 첫째는 응용인류학의 주 관심사였던 제3세계
토착적 제도 빚 기술과 근대화된 제도 및 기술의 장조적인 합성에 대한
노력은 인류학자뜰이 제도 간 또는 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석으로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게 된다거나 선식민주
의 (ne(κolonialism) 의 연장선상에 있는 온정주의의 발로라논 비판을 받

게 된다(Leach 1982: "5 0; van WilI igen 1993: 2τ29; S(x!usta (1993)1998:

201-2(2). 똘째는 의도적인 ‘특정가치 지향적인’ 개입에 대한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은 인류학지뜰이 연구현장의 문제나 이익감등에 개입할 권
리가 없으며 총제적으로 얽힌 연구현장의 사회문화요소들에 대한 ‘의도
적 변회-( engineering) ’ 는 피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Grillo 1985: 28; King 1999: 37-58). 이러한 비핀앤l 반응하여 응
용인류학자등은 연구현장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함의와 계층 간 갈등요소 및 의도적 개입의 민감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이론과 방볍을 7H 빌L해 나갔다

농측개빨파 십천인류중jüction

anthropology)

I 김예겸

선l

〈반 윌리겐와 용용요뺨학 구분)
개입 ?l류흐!íintervention anthr，α:JOlogy)

t

1) 실천인류학~action

anthropologyJ

솔 택스(Sol Tax)에 의해서 본격적P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초사→설

행 및 피드백→조λF 를순환적으로반복히여 연구대상의 변화를도모
하고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위하여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적극
적인 연구 방식을 취히는 얀류학 연구 분.0]:，이다.

2) 연구 그리고 발전 인류학úesearch and development anthropology)
제도적인 구조 하에서 특정 가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발 계획들에 대

한 접근을 주로 시도하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얻어진 인류학적 지석은
종종 개발 계획을 위해서 응용된다 버스코 프로젝트(Visco Project)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3) 공동체 발전(community development)
제도적인 구조 하에서 보다는 개별적인 공동제의 측면에서 당면과제를

연구하는 인류학 연구 분야이다. 이 분야는 특히 집단 교월mass

education) 및 사회복지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전해왔다.
4) 애드보커시 인류햄advocacy anthropology)
특정한 시안과 관련된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제의 권익

을대변히는일련의인류학자틀의적극적인개입휠동을포괄히는분야
이다.

5) 문화 중개(α11tural brokerage)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두 문회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히는 인류학 연구

분야이다.

6) 사회 01케팅 (soci혀 marketing)
교육 및 광고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위변회를 야기하는 접근을 시도
하는 인류학적 지식의 응용 분。F이다.

232

w 비교문화연구』 제 11 집 1 호.(2005)

2 정책연귀이 ICY r않earch)
1) 사회충격평가~soci<l l imp<lσ a~sessment)

인류한「자뜯륜11 의해서 수행되는 정책연구의 한 분야로서 특정 정책의
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기 위히여 수행되는 연구 분야이다

2) 평가연구(evaluation

research)

특정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서 응용되는 인류학적 연구 분야인데， 사

례연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충격평가외는 달리 특정 정
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예측보다는 점점에 초점을 맞춘다.

5)

가순발전연':?~teι'hnolq.，'Y ιlevelopment

research)

새로운 시숨의 사용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양자 간의 의사소통의 역할을
하는 인류학 연구 분야이다
j) 문화자원평가{cultural

resource 뻐essmεnt)

그I_u_학적 공간‘ 역사적 건붉 등의 문화적 자원의 개발이 가져오는 영향
음 발f히고 이라한 영향플 판리히는 데 응용되는 인류한 연구 분야이다

실천인류학은 띠지의 사회의 재구성을 위한 연구보다는 연구현장이

내포하고 있는 득정한 문제나 연구현장 구성원들의 이익에 대한 관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통적 인류
학의 인식론에 감거함괴- 동시에 언류학적 지식의 실용적인 응용을 위해
서 기존 인류학 연구방법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개발
해 사용한다~Schensul 1973; Huizer 1979) 이러한 측면에서 실천인류학
,

은 응용인류학의 한 분야료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인류학의 시초
는 사카고 대학 인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솔 택스(So] Tax) 가 그의
지도하에 있던 학생둡과 함께 중부 아이오외~I()wa)주 타마{Tama) 인근
지역 산림지에 거주하는 폭스(Fox) 인디언틀을 대상으로 수행한 일명
‘폭스 프로젝뜨(Pox Project) ’ 로 얄려져 었다{Tax 19쩌; 19꺼) .

농촌개 t원과 실천'?!뷰칭'K action

anthropolo!,'Y)

I 검예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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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x Project 1948년 6월 24일 시카고 대학교 솔 태스(50! Tax)의 지도하에 있는 6명

의 인류학과학생들은 인류학현장실습을 위해서 폭스(Fox) 인디언틀어 거주
히는 중부 。에오와{Iowa)주 타매T때Ja) 인근지역 산림지에 찾아온다. 이

지역은 솔 택스가 1930년대 중반에 이미 한차례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지역이었다. 폭스 인디언들은 당시로부터 120년 전 위스콘신(W1S0α1Sin)으

로부터 이 지역으로 이동해 왔다고 전해진다. 폭스 프로젝트가 진행될 무렵
500여명의 폭스 인디언들이 이 지역에서 경작을 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
중 많은 수는 인근 도시 - 티·마， 몬투어(Montour) ， 워럴루{Water!oo) - 에

가서 숙련 또는 비숙련공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따라서 이들은

폭스 인디안 전통을 보전해야 하는 현실과 변회하는 주변상황11 적응해야
하는 현실싸1 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폭스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주된 목적은 전통적인 사회인류학적 연
구대상에 대한 실습을 히는 것어었다. 하지만 솔 택스가 1948년 7월에 이
지역을 방문해서 학생들과 중간연구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폭스 공동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개”하는 질문에 봉착하체 되면서 인류학적 연구대상
인 폭스 인디언틀의 탕면 사회문제와 이들 공동제의 미래의 연관성에 관심
을 둔 이른바 ‘실천인류학 폭스 프로젝트’ 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당변

사회문제로 향한 관심의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다음과같은 세 가지 요인이
었다. 첫째， 1930년대 중반 솔 택스가 연구한 이래로 폭스 인디안 공동체에
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적 변화와 미래의 모습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둘째， 솔 택스는 폭스 인디언 공동체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당시 인디언 행정담당국{Bureau of Indian Affairs) 에 제공할 것을
약속했었다. 셋째， 초기에 폭스 프로젝트는 특정한 연구주제를 아직 선정하

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제 변화가 용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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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폭스 프로젝트 참가자틀은 정제적인 문제보다는 폭스 인디언 공동
처l내의 ‘당파주의’와 ‘산만한 정치 권위’등의 사회문화적인 당면문제에 초

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변 이틀은 사회분화적인 당면분제뜰이 폭스 인디언

공동제의 미래 꼬숨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
만 폭F 프로그램 침껴지플은 사회분화 연구 프로그램의 연장선상벼l서 점차
로 경제발전 ]라고 폭스 인디언들에 대한 교육 빛 훈련 프로그램듬 또한

수행해 나갔다
폭스 프로젝트에 대한 제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성공여부는 제대로 얄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폭스 프로젝트는 실

천인류학의 태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프로젝트에서 얻어진 실행연구 경험，
즉 ‘연구사와 연구대상자와의 동등한 상호작용’ 그라고 ‘자기결정적인 공

동체 형성에 대힌 노력’ 등은 실천인류학의 주요한 이본적 그라고 방법론적
기초가 되었다{Blancharcl 1979: 428A30 “

•

an Wì lligen 1993: ')7-)8).

••

←」

실천인류학은 여타 응용인류학의 분야와 상당부문 방법론적 그리고
이론적 유사성을 지니고 았다(참고 Chambers 198잉: 140-142) , J. W. 버l
넷(BennetT 1996: S38) , R 그렬로(Grillo 198'í: 7) 및 D. 블랑카드

(Blanchard 197 9: 438) 등의 인류학자들은 응용인류학 분야들 간의 다양
한 방법과 이론들은 상호배타적이거나 절대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고 교
차적이거나 상호의존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성을 세분화

해보면 다음과 같이 주요한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응용인
류학으로서 설전인류학은 하향적( top- down) 특성을 지닌 정책이나 개
발계획에 반하여 연구현장 구성원의 이익을 옹호(advoca(.y) 하는 등 상
향적(Ix)ttom-up) 접근방식을 선호한다{Chamber:서 198커:

x:

Ki ng 1999:

32-36) , 따라서 응용인류학으로서 실천인류학의 두 번째 특징은 현실적

으로 중요성같 띠는 사회적 제도 또는 개발 정책을 상향적 접끈방식으로
다루고 그와 연관된 정지적 논의와 말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능:측 "H 반파 삼천인류창Kaction anthropology) I 김예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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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odusta [1993)1 998: 203). 셋째， 응용인류학으로서 실천인류학은 인

류학지들이 연구현장의 당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적합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Kaplan and Manners [1972]1994:

367). 넷째， 독립적인(independent) 조사를 위주로 히는 전통적인 인류
학에 반뼈 응용인류학으로서 실천인류학은 연구현장 관련자들을 포함
시킨 협력적인( collaborative) 조사를 수행한대 Chambers 1985: 140-

142).
위에 언급한 다OJ=한유사성에도불구하고 실천인류학은 여타 응용인
류학과는 다른 이론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van

Willigen 1993). 이러한 아론적 그리고 방법론적인 상에성은 다음과 같
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W. 베넷(Bennett 1996: S34 , S39) 및

D. 블랑카드(Blanchard 1979: 419) 등의 인류학자들은 실천인류천1이 여
타 응용인류학의 신식민주의적 온정주의 면향성 등 응용인류혼+이 안고
있은 딜레마에 대한 반동으로 태동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실천인
류학은 연구대상지 구성원들을 동등한 연구 참여자로서 대우하고， 구성

원들은 도와서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간섭하는 기구의 부재
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둘째， 실천인류학은 수단과 목적은 상호의존
적이라는

존

듀0100hn

Dewey) 의

‘수단」목적

도식 (m얹ns-ends

schema) ’을 이용히여 ‘목적규명→수단추구’ 의 단선적인 형식을 벗어
난 접근방법을 취하는 경향이 었다{van Willigen 1993: 59-60; Bennett

1996: S38). 따라서 실천인류학은 ‘문제규명’ 과 ‘해결녕반 추구’ 는 동
시간에 같이 진행된다고 보고 연구 참여자와 관련지들 사이에 형성되는
집단 역동성(group dynamic.<;) 및 당면문제와 문제해결의 기회에 의해

서 유발된 ‘목표’ , ‘수단’ ‘실행’ 의 계속적인 상호작용과정(interactive
process)을 강조한다. 이 때문에 실천인류학의 목표는 개방형 (open
ended) 이 되는 겸향이 었다{Peat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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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301). 셋째 여타 유휴인류학

이 추구하는 전문가 중심의 연구모텔에 반하여 실천인류학에서는 공동
체의 목표와 츄썩자 실행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이 강조되면서 연구 참여

자나 관련자들이 동등한 효썩자로 문제발견 및 해결방싼추구 과정에 포
함된다. 뎌 나아가서 실천인류학은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과정
을 통해서 배우수 자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iChambers 1985: 20 ‘ van

“;

Willigen 1993: 59

Bennett 1996: S38; Blanchard 1979: 438). 넷째‘

실천인류학은여타응용인류학과마찬가지로 ‘현실참여’와 ‘과학적 진
리 탐구’라는 양변적인 특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천인류학에서의

현실참여는 단순히 현실 문제에 관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싼 l
자기결정적인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현실의

o }니라

변회를 도모한다(van

Willigen 1993: ')7). 다섯째， 실천인류학 연구방법이 여타 응용인류학의
연구방법과 구별되는 것은 피드백 (feedback)과정이다. 다시 멜R서 ‘연
二fL→문제규명→해결빙버f을 찾기 위한 후속연구’ 의 단선적인 여타 인류

학의 연구방법에 반하여 실천인류학의 연구방법은 ‘문제발견-설행-평
가’의 계속적인과정을강조하면서 ‘설행과연관성이 있는상황결정→
연구자와 연구 관련자의 동등한 참여로 인한 수단-목적 결정→실행’ 의

순환적 인 연구과정을 선호한다iPolgar 1979: 410; Blanchard 1979:

438-439; van WilI igen 1993: 62).
폭스 프로젝트 이후 실천인류학의 이름아래 행해진 연구사례들은 주
로 도시 공동제의 사회복지문제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그 비
근한 예는 폭스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L. 피티 (Peattle 1968) 가 행한

도시공동제의 행동단체들에 대한 연구. S. L. 센슐(Schensul 1974) 이 행

한 멕시코 이주민 집단인 치카노(Chicano) 공동체에 대한 연구‘ S. 제이
콤스(Tacob!‘ 1979) 가 행한 무료진료소에 대한 연구， L. D. 보만(Bom1an
1979) 이 행한 미국 내 소수민족 공동제 및 정신병환자 모임들에 대한
‘자주/상부상조 운동{Self-Help/Mutual-Aid Movement) ’에 관한 연구

이다. 그 밖에도 실천인류학의 영향을 받았거나 실천인류학의 이론적

농츄개발과 실천언류학{ac!ion anthropolllgy) I 김예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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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방법론적 입장을 수용하여 적용한 사례는 A 스트래싼(S없them
1985) 이 10여년에 걸쳐 파푸아 뉴기니에서 행한 일련의 연구활동， M.

캐시(Casey 1993) 가 인도네시아의 마두리{빼dura)섬에서 행한 ‘펌프우
물 관개 프로젝트(tubewell irrigation projeα) ’ 등이 었다.

한국 인류학계에서 실천인류학은 아직 낯선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쳐만 한국의 국제개발 사업 침여의 증대 및 인류학자들의 다양
한 사회분야진출을 통하여 응용 인류학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실천얀류빽l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대이태주 2004; 이용숙 2(04). 실천인류학과 유사한 형태의 연구
는 한국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타 분과학문에서도 종종 시도되어 왔다.
그 비근한 예로 서울대 정자웅 교수와 참여연구회원플의 한국농촌연구

에 대한 참여연귀participatoπ research)를 들 수 있대정지웅과 참여연
구회원 1995). 하지만 여타 응용연류학과 마찬가지로 참여연구 또한 단
선적인 ‘연구→문제규명→해결방안을 찾기’ 연구 형태를 추구하고
있어서 ‘조사」실행-조사’ 의 순환적인 반복과 ‘목표’ , ‘수단’ 그리고 ‘실

행-피드백’ 의 계속적인 상호작용과정을 강조하는 설천안류학과는 여전
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천인류학의 이론적 그리고 방볍론
적인 장점을 응용한 한국 농촌개발 연구 또한 그 의미자 크다고 할 수
있다.

3.

북슐라쐐시 지역에서의 실헌인휴확 사려l훌륭

이 부분에서는 본 저자가 1999년 6월에서 2000년 7월까지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서 북술라웨시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우연히’ 시
도하게 되었던 두 가지의 실천인류학적 접근 방법과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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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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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쉰펴쁨혔藝
첫 번째 사례는 인도네시아 주요한 지역개발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

인 이주{trau'i111i‘grasi) 정책으로 형성된 북술라웨시의 한 이주민 공동체
의 복지문제에 대한 젓이고 두 번째 사례는 한 소작농 가정의 경제적
수단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본 저자가 수행한 현지조사는 학제간
연구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응용인류학4) 의 틀 안에서 수행되었지

만 직접적으로 실용인류학의 전통 하-에서 진행되지는 않았음을 미리 밝
혀둔다. 하지만‘ 이주지역의 복지문제와소작농의 빈곤외 악순환의 원인
을 규명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설천인류학적 접근 방볍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1) 본 저지냐는 개인적으로 박사학위논푼의 방법폼적 기반을 ‘응용인류하’이라고 분류하고

있지만

서

제 l ←뭔지도 j]J_수였턴

V T

킹 (King

1999’ 10-11)

교수는 광의적인 의미에

‘응용인류학’ _Ij~다는 포판적으호 ‘인류학’이라늑 용어플 더 선호했다

제 2 논문지

모 교수였던 M

촌쉰 Johnson) 은 ‘얀류학’올 사회학과 감온 여타 잔접한 분과학문과

구별하기 R녀는

사회과학’ 으보 포괄해서 이해히소f 경향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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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뺀UA뻐1: 야주(transn'Ìgrasi)정책의 사획문화적 문져에| 다|한 실행
언도네시아 북술라웨시의 볼랑몽온도위Bola없19 Mongondow) 리는

지역에는 이주민들로만 구성된 이끼릿"(Ikarad) 이라는 공동체가 존재한
다. 이 공동제는 1991년 북술라웨시 미나하사-(Mina띠sa) 지역의 또모혼
(Tomohon) 이리는 군 단위 정도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로펀Lokon) 이라

는 활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이재민을 위해 지방정부가 마련한 집단
거주지역이대검예겸 2003).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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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까릿의 위치

A
시마잊산

(Slmaya t; 471m)

a
없jn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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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yuwnag)

•• 시

A

CMolong : 9뻐n)
~

-

강션도로
신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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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3f친

tl/lI

OlJ)f알

두모가-보네 (Dumoga -Bone) 국립공원에 근접한 이까맛은 해발 500

미터의 고산 밀림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주민 공동체인 이까핫은 이재
민들의 출신지인 또모혼._9_로부터 직경거리 약 25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 볼랑봉온도우 지역의 지방 수도격인 꼬따모비구(Kotamobagu)로

부터 직경거리 약 28킬로미터 떨어져 있다{지도

2).

1991 년‘ 또모흔 지역에 위치한 회산 로끈이 폭벌송}여 회잔재가 대부분
의 또모혼 지역 미을들을 뒤덮어버렸다. 또모혼 지역의 마을 중 세 마을，
즉 띠노오르(Tin<x)r) ， 끼닐로(Kinilow) 그리고 까까스끼손(없kaskasen) 이

화산 피해를 가상 많이 받은 지역이었다. 화산폭발 후， 북술라웨시 지방

정부는 _g:모혼 지역에 사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볼랑몽온도우의 두보가
(Dumoga) 라는 지역에 위치한 고산 밀림지역에 특별 이주 단지를 조성

한다. 이러한 특별 이주 정책 시행은 볼랑몽온도우의 두모가 지역의 황
무지 개간 및 농업기반 확대라는 지방정부의 염원과도 부합하는 시도였
다{SDP 1998). 결국， 또모혼 주민들 중 390기구가 이주 결정을 하게 되
고， 1992년에서 1993년 사이에 9단계를 거쳐 이까맛으로 이주를 한다.
이까렷으로 이주하면서 이주민들은 이른바 ‘생계보;없]aminan 댐du
p) ’‘ 즉한가구당 따탱 25mX 100m) 이 딸린 주택 한채 (6m X 6m) ‘ 농경

지(꺼mX100m) ‘ 소한마리‘ 농경지 개간을위한자금으로써 525 ，어)0루
삐애 Rupiah) 、 기본적인 부엌 도구 및 농사 기구， 매월 한 사람당 10 킬

로그램의 쌀과 기본적인 음식물 등을 지급뺑t다
공식적인 인구통계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주 가구들 중 대다수는

또모혼 지역의 띠노오르 마을에서 이주해왔고， 이주민 중 98%가 그리스
도교인이었다. 이주민들이 그리스도교가 지배적인 미나하사 지방의 또
모혼에서 이주해왔고 이주민의 98%가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사실은 대다
수가 이슬람교도인 볼랑봉온도우 현지 주민들과의 사회문화적 갈등을
자극하는 한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주민들의 연령별 구성 비
율을 보면，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20-30대의 젊은 층과 40-딩0대의 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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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소수의 10대 젊은 부부들과 60대 이상의 노년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주민들의 교육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였다. 이주민 대다수가중등교육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주

이전 사회 • 경제적인 배경 측면에서 볼 때， 그들 대부분은 가난한 소작
인이였다. 남자들의 경우 버스 기사， 목수， 회사원 및 공무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여자들의 경우 학생， 와롱(warung; 구멍가게) 주

인， 가게 점원 또는 간호사의 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까뺑l서 현지조사를수행히는동안 실천인류학과관련하여 본 저
자는 다음과 같은 두지지 사연버l 관심을 가졌었다.

01끼핫 내부 협동조합활동의 활성화와 현지E멘 조성

이까릿에는현지장터가아직 자리를잡지 못한상태였다. 사실， 이까
릿에는 현지 장터를 위한 공터가 이주 초기부터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

만， 이주민들은 이 공터를 이용하여 현지 장터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띠보’히들을 중심으로 공통체 주민들이 계속해서 촌장벼l
게 현지 장터를 발전시키자고 건의를 해왔었다. 그러나 행정 미숙과 추
진력 결여로 현지 장터 조성을 위한 진전이 없었다. 1997년 이전까지
이까랭R는 이주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정부의 원조로 협동조햄KUD;

Kopresi Dnit Desa) 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현지 장터 조성을 위
한 계획도 추전하고 있었다. 현지 장터 조성 등 이주 단지 경제 자립을
위해서 협동조합은 1995년 지방 정부로부터 11 ，000，000루삐아-6)의 현금

원조와 140뼈，000루삐아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지원 받았었다. 그러나
이 협동조합은행정적인문제로 인하여 1997년 활동을중단하게 되었다.
지역주민들은 계속해서 협동조합이 제대로 활동만 한다면， 장터 조성

5) 농산물을 교역하는 소상인을 일컴는 미나하사 용어
6) 참고로 1999년 6월-2000년 7월 기간동안 환율은 대략 1 US$당 6，700-8，900루뼈아
였다 2000년 4월 당시 대학졸업자가 사무직으로 고용되었을 때 한탈 임금은 800 ,000
-1 ，000，αJO루삐아 미만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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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까핫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촌장
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간부들 간에 금전적 비리가 있었음이 분명하
고 이로 인하여 협동조합이 재정난으로 활동을 중지해야만 했던 젓이

다.

본 저자는 협동조합활동의 활성화와 현지장터 조성을 위해서 지역주
민들 특히 소상인활동을 하는 띠보(tibo)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대안을
모색했다. 개인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조언하였던 젓은 협동조합활성화
와 현지장터조성을 원하는 주민대표를 구성하여 촌장 및 기존 공동체임
원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해결방안f을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펼요
에 따라서는 세멜한 계획서를 세워서 지방정부에 원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비록 금전적인 비리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촌장과
공동체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면서 철저하고 투명한 계획서에
따른 사업운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예상치 않았
던’ 개입은 개인적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소망도 있었지만 이까핫 공동
체의 농산불 교역활동의 바활성화가 현지조사의 주요한 연구 질문으로

부상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었다. 결국 현지조사기간 동안
현지주민으로부더의 주민대표 구성의 설제적인 시도는 없었고， 촌장 및
공봉체임원 측의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의 불평과 공동제 행정 개선에 대한 소망이 산발적으로

표출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 사이에는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뭐하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촌장과 공동체 임원들은 이러한

와중에서 과거의 자선들의 비리와 실수가 알려칠까 조심하는 눈치였다.
본 저자가 협동조합활성화와 현지장터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던 이유
는 이들이 직접적으로는 공동체 경제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
로는 여타 볼랑봉온도우의 지역공동체들과의 사회경제적 관계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비근한 예로 이까맛
소상인뜰은 그들의 새로운 거주지 이까맛이 행정구역상 속해있는 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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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온도우 지역에서 ‘이탈하여’ 그들의 출신지역인 미나하사 지역의 토
모혼까지 야간버스를 타고 가서 소상인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때， 볼랑

봉온도우 지방 정부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이끼릿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
윤이 이까핫이 속한 행정 지역에 환원되게 하는 차원에서 이주민협l게
현지 지역 시징뻐서 교역활동을하도록설득하러 나오기 까지 했다. 이

까핫 소상인들이 또모혼을 선호하는 데에는 그리스도교 배경을 가진 이
까핫 소상인들이 이슬람 지역인 볼량몽온도우 지역시장에서 환영을 받

지 못하는 반면 자신블의 출신지인 또모혼 시징배서는 심리적인 안정감
을 가지고 소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었다.

따라서 ‘이탈적’ 소상인 활동이 계속될 경우 인근 지역공동체와의 괴리
감을 더 심화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본 저자의 견해는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문제는 벼록 장터라는 공간만이 ‘교환의 중심지’는 아니
지만{Polanyi

1957: 256-270; 김예겸 2004: 327-332), 현지장터가 설립이

되면 일차적으로는 이까핫 공동체 소상인들이 사회문화적 얀정감을 가
지고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활통을 할 수 있고， 더 나깅}가서는 타지역
공동체와의 교류를통해서 지역적 괴리감을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바람이 있었다

둘째는 외부세계와 연결되는 도로망 개선과 교통편 확충01었다
해발 500미터 고산밀렴치역에 위치한 이까핸l는 외부와 연결되는

도로 및 교통편 등의 기반 시설이 열익하였다.1997년， 이끼핫이 위치한
볼랑몽온도우의 지병수도격힘 꼬따모비구로 가는유일한국도어l 위치한
뽀놈삐안{Ponompian) 에서부터 이까렷까지 포장된 길이 생겼다. 그러나

2000년 4월 현재 그 길은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비가 올 때면 도로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2004년 8월 본 저자가 이 지역

을 다시 방문하였을때 그 걸의 상태는 현지조사 기간이었던 200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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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다) . 이러한도로상태의 악조건 때문에
공공 교통편들이 이까렷까지 운행하기를 꺼려하게 되었고， 결국 이주민
들은 단체적으로 미니버스(n피krolet)를 토요열마다 한번 씩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전세를 내어 이용을 해야만 했다. 이 띠니버쩔 왕복하는 데
드는 차비는 10， 0에루삐아였고， 토요일 아침 8시에 이까릿을 출발하고，
오후 4시경에 꼬따모바구에서 되돌아왔다.

본 저자는 이까릿 공동체 촌장과 임원들에게 지방정부에 정식으로
건의 할 것을 조언하는 한편，5:...로 상태와 교통편 문제흘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동원하여 현지 지방정부 사무소(Kantor Kecamatan) 에 간의를
한 적이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는 소상인들의 ‘이탈적’
교역활동관 또모흔으로 가는 야간버스(빅토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있는 반면， 이까맛과 볼랑 몽온도우의 도시들과 연결되는 도로

들의 상태가 열악해서 외부로 연결되는 정기적인 교통편이 없기 때문이
라고 피력하였다. 하지만 이까맛 주민들은 “지방정부에 말해봐야 입만
이-프다 그러니 불편하더라도 당분간 참자”는 식의 분위기와 무관심이
교자하면서 아무런 집단적인 행동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차 이
문제로 지방정부 사무소를 찾아 갈 때마다 공무원들은 해결책을 마련하
기 보다는 회피하려고 하였다. 결국， 현지조사가 끝날 때까지 도로 상황

과 교통편 문제해결올 위한 어떠한 시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저자가 도로상황 개선과 교통편 확충에 판심을 가진 이유는 열악
한도로교통상황이 앞서 언급한이까맛소상인들의 ‘이탈적’ 교역활동
의주요한배경이라고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열악한도로교통

상황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도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까핫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고립성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판단

되었기 때문이었다-

농촌개발과 실천인류핵‘lCtion anthropo!ogy) I 김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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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시려1: 소작놓의 경제적 수탄의 활용에 대한 실행

또모혼 소작농의 경제적 수단의 활용에 대한 실천인류화적 접근은

현지조사 후반기에 현지거간동안 본 저자를 양아플로 입%해 주었던 또

모혼의 한 가난한 소작농 가정에게 일정한 사례비를 제시하면서 ‘우연
히’ 시작되었다. 이 양부모 가정의 구성원은 양아버지 (54세)， 양어머니
(52세)， 남동생 (22세) 그리고 별거중인 여동생 (28세) 및 그녀의 두 딸(8
세， 9세)이었다. 남동생 (25세)이 한명 더 었었는데 그는 자까르따
(Jakarta) 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여동생(27)은 그리스도교 성직

자로 타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양부모 가정에게는 농사지을 땅이 없었
다. 대선에 양아버지가 미나하사 복음주의교회(Gl\1IM)7) 교단 사무실에

서 수위로 일을 해서 벌어오는 돈이 주 수입원이었다. 남동생과 여동생
은 본 저자가 현지조사를 수행하기 이전에는 서빠뿌애Papua Barat; 과
거의 lrianJaya) 에서 뱃일(남동생)을 하거나 식품공장t 여동생)에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현지조사 기간 동<ir에는 뚜렷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례비를 양부모 가정에 주기로 미옴을 결정하기까지 정보제공자에
게 특정한 주제에 대한 글짓기를 부탁하면서 통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제공했던 ]. 버티(Beattie

1965)

사례를 생각하면서 사례비

제시가 현지조사자로서 현장에 사회경제적인 변수요인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고마움에
대한 답례의 표시로 일정한 사례비 (2 ，000， 000 루피아; 양부모 가족에게

는 커다란 목독이었다)를 제사할 것을 결정을 한다. 그러면서 “과연 양
부모 가정은 사례비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의문은 “또모혼 공동체 소작농의 빈곤의 원인
이 과연 무엇인가? 부족한 자본인가? 자본을 다루는 서투른 재주인가?
빈곤의 문핵Lewis 1966) 가 존재하는개 구조적인 문제 (Fra따 1969) 인
7) Gereja Masehi Indjil Minah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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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연구자가 가지는 균본적인 칠문으로까지 발전했다 결국 이러
한 근본적인 칠문과 함께 양부모 가정이 경제적 자본로서의 사례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실천인류학적 접근을 계획하게 된다. 우선
사례비를 제시하고 싶다는 딸을 전하면서 사례비를 유용한곳에 사용하
기 바라는 개인적인 비람을 전달했다. 더불어서 현지조사자로서의 사례

비 제사에 대한 타당성의 고민들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리나 사례비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얄리지 않았고 사례비 사용내역을 관찰할 것이라
는 사실도 알리지도 않았다. 다만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례비 사용을 위
해서 개인적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우선 사례비 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서로 의논해보았다 그래

서 얻온 대안들은 가축 사육‘ 노상음식 판매 그리고 농작물 재배였다
여동생 자신이 채소 재배를 도맡아서 해보겠다고 나섰고 가족들도 흔쾌

히 허락했다. 그래서 본 저자는 자금 사용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강조하
면서 우선 채소 재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당부했다.
여동생과 가족은 며칠윷 고민하면서 지내다가 현지 대학졸업자인 둘째
여동생의 남자친구에게 자담 사용내역과 계획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구
하고 채소 재배털 위한 1당노 정하고 해서 디음과 같은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왔다

제안서(채소재배)

L 재배장소
루루깐{Rurukanl 인근의 땅. 7H간되지 않은 땅을 개간한디는 명분으로 땅
주인인 지역유시 <XXl에게서 지대를 내지 않고 땅을 빌려 다턴 농부플을 고
용히여 개간히여 쓰시보 힘

.2 재배면적· 약

, 헥타묘

5. 재배품종’ 각종 재소듀
•

•

_.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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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4. 재배목적
1)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 개간되지 않은 땅을 개간하기 위히-여
3) 다른 소작농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4) 공동체를 위한 채소 공급을 위해서

5.

채소재배에 필요한 자금{루삐애

1) 마늘{bat없19 bawan;잉: 2,585 ,000
마늘 종자: 550,000 / 비료(Urea) 2포대: 110,000 / 비료(TSP) 25kg:

62 ,500
버료(KIα.) 5kg: 12,500 / 25일 동안 3명의 인건비: 1,500,000

개간을 위한 소 하루 대여비: 100,000 / 교통비: 150,000 / 기타 100,000

2) 배추(sayur kol): 3,133,500
배추씨 6봉지: 225 ,000 / 비료(없nd.ng) loo포대: 250,000
비료(Urea) 3포대: 165 ,000 / 비료(TSP) 3포대: 375，에O

비료(KCL) 반포대: 62 ,500 / 농약: 168,500 / 30일 동안 3명의 인건비:
1.800 이0

개간을 위한 소 하루 대여비: 150，어O

3) 뻐1짜이 꼬폴(petsai koool; 배추의 일종): 2,878,500
종자: 120，어0/ 비료(kadan외: 250,000 / 비료(Urea) 3포대: 165,000

비료(TSP) 3 포대: 375 ,000 / 비료(KCL) 반포대’ 62 ,500 / 농약: 106,000
30일 동안 3명의 인건비

1 ，800，000

4) 당근{와Glf kuning): 2，535 ，아lO
당근종자: 500，아lO/비료(Urea) 2포대: 110，αlO/비료(TSP) 반포대: 62 ,500

비료(KCL) 5kg: 12,500 / 25일동안 3명의 인건비: 1 ，500，어O
개간을 위한 소 하루 대여비: 100αlO/ 교통비: 150，뼈 / 기타: 100,000

6.

비고
땅 개간을 위해서 최소한 25일 동안 3명의 인부고용」이 펼요함 인부의
하루일당은 20，000루삐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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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재배는 마늘， 배추， 뻐l찌이 꼬돌 그리고 당근 뚱 하나를 선택할

것이고 재배지 관리 및 인부 관리는 여동생이 도맡아하기로 했다. 당시
배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 본 저자는 개인적으로 배추재

배를 권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
시함 수 있는 지금내역을 알려주면서 ll<<추재배의 규모뜰 줄이도록 조언

했다. 결국 사례비 2‘α)0 ， 000루삐아를 가지고 여동생과 가족들은 배추재
배를 위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재배를 시작한다. 본 저자는
종종 재배지에 들러서 일의 결괴를 점검하띤서 채소판로 개척 등 앞므로
의 계획들을 상의했다. 특히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현지 시장
에 직접가지고 가서 판매하는 빙싼과 중간상인에게 판매하는 빙반을 제
시했다.
재배기‘ 시작된 지 20 일 정도 시간이 정과한 후 여동생은 자금난을
겪게 된다. 예상했던 젓보다 지출이 훨씬 컸던 것이다 그래서 본 저자는
마지막 도움임을 강조하면서 추가로 800， 0야루삐이를 더 제시하게 된다.

현지조사가 끝나고 현지를 떠날 무렵 마지막으로 배추재배지를 방문했
을 때 개간된 땅에 성공을 예견히듯이 배추가 새파렇게 뒤덮여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변서 여동생은 배추재배가 성공하면 기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뻐하면서 나중에는돈이 모이변 가축사육까지 해볼생각
이라고 들떠서 소망을 이야기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현지조사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간후에도 종종 연락을 해서 배추밭에 대한 상황을
물어보곤 했다 그때마다 여동생과 기족들은 잘 되고 있노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었다 하지만 2000년 10월 남동생을 통해서 디음과 같은 여

동생 연락을받깨 된다

“김! 배추받 말인데 배추 값이 갑자기 떨어졌네(1자루에 2，000루삐아). 그래

서 들어간 자금이 다시 톨아오길 바랐는데‘ 전부는 고사하고 일부분만 돌아왔
네 당분간 배주재배가 불가능함 거 같아 그래서 지끔 우리 가족은 다른 일을
찾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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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배추밭 채배는 설패로 돌아간 것이다. 본 저자가 현지에서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실패의 원인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여동

생의 연락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실패의 원인이 자금의 고갈
이리는 것이다. 재배시작 전 배추수요가 많아서 배추 값이 비썼지만， 여

동생이 배추추수를 할 즈음 공급이 급증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배추를

팡빠 했기 때문에 초기 투자한자금을 대부분 잃어버리고 재투자 비용
을 충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여동생에게 수요-공급의 경제적 기제

에 대한 예견 또는 ‘초기투자자출수입-채투자비용웅k출’ 의 상관관계에
대한세심한 이해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여동생
이 최소한 농작물재배 및 판매에 관한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었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되돌아온 자금의 사용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이야기는 지금괴는 다소 달랐을 것이다
배추재배 실패 후 여동생은 2001 년 3월경 지방정부에서 후원히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재TKI; Tenaga Ke꺼a Indonesia) ’ 프로그랩에 지

원해서 싱가포르로 떠났다고 한다. 양부모 71족들은 여동생이 2004년
5월 현재까지 싱가포르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지만 조만간 또모혼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소식을 전해왔다. 하지만 본 저자가 2004년 8월 다

시 방문하였을 때 여랭은 아직 또모혼에 돌아와 있지 않았다. 양부모
가족은 2005년 초에나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4.

사례 분석: 실천인류학쩍 철근의 훌장과 부정척인 혹면

이 부분에서는 위에 소개한 두 가지의 실천인류학적 접근과 관련된
사례들이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었는 특징틀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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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자가 시도한 일련의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인 시도는 인류학
적 접근의 일반적인 특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Kim 2003: 10- 13). 첫째，
본 저자가 시도한 접근은 이까렷 공동체 주민들이나 또모혼 양부모 가족
이 그들 각자의 삶의 세계 (lifeworld) 의 행위주제로 인정하는 존재론적

인 반영성에 기반을 두고 있였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체계와
개인적인 독특한 상햄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둘러싼 문화적 그리고
사회 · 경제적인 요소들을 인식하고 당면한 변수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
는 능력이 있디고 인정되었던 젓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행위자
지향적 관점 (actor-oriεnted perspεαive) ’ 이라고 할 수 있다{Mair 1984:

11). 둘째， 자선플의 사회 • 경제적 상햄1 대한 이까핫 공동체 주민들과
양부모 가족의 설명과 입장을 중요시 하였다. 따라서 내부자 중심의 인
식론을 추구하면서 ζl들의 삶의 세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설제
삶의 경험과 견해를 중요시 했다{Chamber 198딩: '5 -6) 따라서 이러한
입장은 ‘열반대중에 초점을 맺춘 접근{people-focused) ’ 이라 할 수 있
대King 1999: 션) . 셋째? 이까랫 공동체 주민들과 양부모 가족의 문화적

그리고 사회 · 경제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다각적인 설례들에 주안점
을두띤서 그둡의 삶에 대한총체본적인(holistic) 이해를시도했다. 그들
의 지석， 문화그리고 전통등의 총체론적인 요소들이 그들의 삶을둘러
싼 문화적 그리고 사회 · 경제적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기반이 된다고 가정하였다{Mair 1984: 11; Chambers 1985: 3).

응용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본 특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까맛 사례
에서 하향적( top--down) 특성을 지넌 지역개발 정책으로서의 이주정책에

반하여 이까핫 공동처l 구성원의 이익과 펼요를 옹호(advocacy)히는 등
상향적 (ψttom-up) 접근방식을 시도했다(Chambers 198딩: x;

King 1999:

32-:36) . 둘째는 학문적인 탐구와 더불어서 이까핫 공동체나 양부모 가족
의 당면문제를 현실적으{로 중요시 여겼다{Soιlusta [1993]1998: 2(3).

섣천인류학적인 측변에서도 몇 가지의 특정을 찾이볼 수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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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모혼의 사례에서 양부모 가족이 배추재배를 선택하는 구체적인 재배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서부터 재배과정을 관리하는 부분까지 본 저자
와 양부모 가족과 순환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변서 피드백과 판단을 통
해서 배추재배를 점차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갔다. 둘째， 이까핫의 사례에
서도 비록 공동체측의 반응 부족으로 인해서 순환적인 ‘실행-피드백-실

행’ 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는 못했지만 이까핫 공동체의 당면문제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개압하고 개업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셋째， 또모

혼 양부모 가족의 경제수단 활용에 대한 관햄l서 기능한 한 간섭을 최
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또모혼 OJ.부모 가정의 자가결정적인 모습을 추

구하였다.
본 저자의 실천인류학적 접근과 관련된 사례들의 특정들은 위에 언
급된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비록 ‘조사-+실행→조사’를 순환적으로 반복하면서
공동체 구성원과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히는 연구조사 모델을 추
구하였지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연유로 충분한 순환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먼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 반복적
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간섭의 최소회를 추구하면
서 이까렷 공동체와 또모혼 양부모 가정의 당면문제에 대한 개입이 이루
어진 후 부가적인 개입의 부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효과분석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또모혼 사례에서는 현지조사의 종료로 인해서 배
추재배 관리지아자 책임자인 여동생과의 긴밀한상호작용이 중단됨으로
써 궁극적으로는 변회를 향한 개업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어

떤 의미에서는 현지조λ}가로서 본 저자는 S. 폴개Polgar 1979) 가 강조
한 ‘의틱-( committment) ’ 그리고

R. 그렬로(Grillio 1985: 27-31) 가 피력

한 ‘책임감(respαlSibility) ’ 이 부족했던 것이다. 셋째， 의도적인 ‘특정가

치 지향적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에 면향된’ 개입에 대한 비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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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을 젓이다. 이까핫 사례에서는 공동체 주민들의 관심과 이익
을 대변하다 보니 총체적인 변수들에 대한 합리적인 시각의 결여가 없지
않아 있다. 더옥이， 또모혼 양부모 가정의 경제적 상황의 향j，ùro] 모든

젓에 우선시 된다는 논리와 경제적 변수로 인한 그들 삶의 예견치 못하

는 변화 양%에 대한 가능성은 비판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개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들이다. 앞서 언급한 두 사례들에
서본저자가과연 ‘적절한’ 현지역할을했는지는생각해보아야할사안
이다. 혹시 이까핫 사례에서 공동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보니
주민들과 지방정부사이에 또는 일반 주민들과 촌장 및 공동제 임원들

사이에 ‘감당하지 못할’ 갈등요소를 유발시키지는 않았는지 고려해봐
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또모혼 사례에서 양부모 가정에게 본 저자가
‘수혜를 베푸수 자’ 로 비쳐짐으로서 그들의 경제적 의존성을 자극책l
는 않았는지 또는 본 저자의 선한 시도가 여동생의 삶에 ‘필요악적인’

판문을 설정한 행위가 되지는 않았는지 성참해 보이야 할 젓이다.

5.

맺는룰

설천인류학은 연구대상 영역의 구성원들과의 순환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규명해나간다는 측변에서 실행연구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험연구의 형식을 띠고 있는 실행연구의 연구도식은 공동

제 또는 연구대상자의 자기결정적인 변회를 추구하는 실천인류학의 연
구도식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실천인류학은 여타 응용
인류학 분야와 상당부문 방법론적 그리고 이론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내부자 관점의 강조와 현실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 추구라는
공통된 입징벼l 끼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인류학어 ‘조λF
실행-조사’의 순환적인 반복과 ‘목표’， ‘수단’ 그리고 ’설행 피드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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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상호작용과정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단선적인
‘연구→문제규명→해겸빙만딸 찾기 위한 후속연구’를 추구히는 여타

응용인류학 및 유사 연구 분야인 참여연구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예시한 실천인류학과 관련된 두 가지의 사례를 엄밀한
의미에서는 솔 택스가 주도한 폭스 프로젝트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한

살천인류학적 사례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다소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현장의 개선을 현지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도모하게
되고 ‘조사‘실행 및 피드백-조사’ 의 순환적인 연구과정과 연구영역 구성
원들과의 상호작용을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실천인류학의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입장을 시도한 사례라고 이해될 수 있다. 오늘날 실천
인류학이라는 독립적인 인류학 분야의 이름 하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실천인류학의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입장을

수용한 응용인류학적 연구는 지역개발， 농촌개발 그리고 국소적인 도시
공동제의 복지문제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실천인류학이라는 용어는 현대인류학계에서 이마 소원해졌지만
아직은 그 영향력이 유효하다고 할 수 았다.

내부지관점의 중요성과 문화적 상대주의에 입각한 인류학 연구는
‘연구의 패션(fas비on) ’ 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특히， ‘학문적 탐구’
와 ‘현실적 펼요에 대한부응’을추구하는응용인류학은 ‘연구의 경향

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적 필요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연구
의 패션’ 에서 자유로운 시각은 인류학의 이론적 그리고 방법론적 지평
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57년 전에 행해졌던
폭스 프로젝므로 태동했던 실천인류학의 강접， 즉 순환적인 연구과정，
연구영역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자기 결정적인인 공동체 추구
등은 현대사회 문제에 언휴학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인류학자
들에게 여타 응용인류학 및 타 분과의 실행연구에 대안적인 새로운 장을

열어줄지도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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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al Development and Action Anthropology

Ye-kyoum Kim·

Action anthropology is one of 'value-explicit' applied anthropologica
activities. By repeating the research process 'research-action/ feedbackresearch,' it aims to discover problems in the field being researched, to
identify field-appropriate solutions to them, and to improve certain situations
in the field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bring into light the potential

effectiveness of action anthropology's theoretical and rrethOLiological stances.
Bearing in mind the aim,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three major
sections.

Firstly,

it

reviews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evelopment of action anthropology. In so doing, it attempts to identify
some distinctions between action anthropology and other applied
anthropological activities as well as the so-called action research. Secondly,
it introduces and analyses two cases concerned with rural development
and action anthropological activity that the author came across during his
field research in North Sulawesi, Indonesia. It then proceeds to consider
positive and negative ac;pects of action anthropological activities in the two

lk.'e"rd1 Fellow l.el'lurcr.
[ :nivcrsit). ACTS

Institute

ol

C:ro.-..-.

Cultural

Studic.,.

Seoul

\lational

cases. Lastly with the view of the one-step further advancement of the
enterprise 'anthropology' it suggests to consider the appropriate and flexible

application of action anthroJ:clogy' s theoretical and rrahodological sta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