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에르부르디외와알제리 
또는 참여 사회학의 기원* 

타사디트 야신(E.H.E.S.S.) 

알제리가 독립하고 피에르 부르디외의 저작이 처음으로 출판된 지 

40여년이 지난지금독자는그출현의 조건들에 대해서，지성계에서의 

그수용에 대해서，그리고무엇보다도그학문의 의식적，무의식적 역 

사에 대해서 충분히 궁금해 할수 있다.우선 이러한작업에 대한인식 

은당시에는대립되는것으로여져졌던두개의전공사이에불안정한 

상태로 있던 젊은 연구자로서의 상황， 더구나 역사의 무게에 깊은 영향 

을받은젊은연구자로서의상황과아마도관련이있을것이다.식민지 

화(1830)와 전쟁(1954-1962)은 사회학에，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었고， 이런 영향을 받은 연구자들은가장오래된 방법들 

이자식민주의에 의해 가장적극적으로부정되기도했던실천의 방법 

들에 의거해서 알제리 문화를복권시키려는시도를하게 된다. 

피에르부르디외의 알제리에 관한저작의 기원을이해하는것은이 

저작이 전개되는 데 시동장치의 역할을 했던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파 

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 상황은 식민지개발과 전쟁으로 파괴된 

알제리 사회이다. 피에르부르디외의 초기 저작물의 성과를소개하는 

* 이 논문의 원제는<<l'ierreet 1’A1gérie ou la genèse d’une sociologie engagée>>이며， 

파리 사회과학 고동연구원(E.HE.S.S.)의 인류학과 교수인 타사디트 야신Tassadit 

Yacine이 기고하였다. 번역은 서울대 불문과 대학원의 한경진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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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통해 우리는 이국적인 사회 속에서의 한지식인의 도정을되새 

겨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도정에서의 몇몇 요소들로부터 출발하여， 

베아른leB강am 같이 문화적인 지배를 많이 받아온 지방의 평범한 계충 

출신인한젊은대학교수가어떻게활동현장을형성해나가고변화시 

켰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국내의 피(식민)지배-^l-colonisé de 1’intérieur" 

로서의그의성향덕분에이젊은“뿌리뽑힌자”는물질적인재화를박 

탈당하고가장가혹한지배에 직면한민중에게 가해진“식민지개발”의 

결과를더 잘인식할수 있었을것이다. 역사의 한극적인순간에 있는 

현장과의 강제된 만남은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낳았고， 그 결과， 통 

념doxa에 의해 사회과학의 위계질서에서 가장높은 지위에 놓여진 철 

학이 표상하는 스콜라주의적 지식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1) 

그리하여 민족학은대학의 강의실에서 이룩한문화적 인식의 성과 

를담아서파멸의위기에놓인전통문화를부활시키는데기여하게된 

다. 이제 우리는，왜 카빌리아지방la Ka.bylie이 베아른지방농민들의 문 

화동화현상을쉽게 이해하는데 확대경의 역할을했는지 이해할수있 

고，마찬가지로어떻게 베아른지방에 대한조사가，사회 전체 규모의 

가속화된뿌리뽑힘과정의한모습을제공한다는이유로카빌리아지 

방에 대해서도설명의 역할을할수있는지 이해할수있다. 베아른지 

방과 카빌리아 지방 사이의 관계는 같은 시기(1959-1960)에 이루어진 

관찰들과 아그발라， 제마 사하리지， 콜로， 웰리프의 토착 농민과 연결 

하여 연구된 레스키르 마을의 ‘토착 농민e안mp빼aysa뻐nni뼈i 

고 있다. 카빌리아에서는 명확한 대상들(명예심， 의례)에 초점을 맞추 

어 민족학적 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그가 고용， 주거， 시간성과 

의 관계 등에 대해서 알제리의 여러 지역(알제，오랑，콩스탕틴，시디-벨

아베스，모스타가냉，티지-우주)에서 알제리인들，프랑스인들과함께 팀 

작업을 시도할 때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1) Pieπ'e Bourdieu, Esquisse pour une auto-analyse, p，따is，Raisond’agi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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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기 논고들(몇몇은책 속에 실리기도했다)을모으는작업은프랑 

스독자에게도알제리 독자에게도잘알려지지 않은한저작의 기원을 

이해할수 있게 한다는의미를갖는다. 이 저작이 잘알려지지 않았던 

것은이 저작이 인류학에 있어서 혁신적임에도불구하고지나치게 정 

치적으로해석될소지가있었기때문이고，또한특히피에르부르디외 

의 사회학이 일반적으로， 압델마렉 사야드뻐delm허ekSayad가정당하게 

이야기하는바，“이 초기의 수련의 흔적들”을(이것은문화，예술에 대한 

취향， 구별 짓기의 사회학 작업들에서도 또한 발견된다) 지니고 있기 때 

문이다. “이것이 틀림없이 그의 사회학의 대부분의 강점을 이루고 있 

다."(사야드， 1996: 25) 

식민지화된 알제리에서의 정체성과 이타성 

알제리에서의 프랑스식민지개발은(보호령이었던모로코와튀니지 

에 비교해볼때)북아프리카전체에서 역사가가장오래되고그규모가 

가장 파괴적인 것이었다. 북쪽에서 온 식민지배자들(프랑스인， 이탈리 

아인， 에스파냐인 동)， 유럽인들， 기독교도들에게 유리한 이주 정책 때 

문에 이슬람교를 가진 대부분의 아랍인이나 베르베르인 “원주민”은 

토지(좋은 토지의 강탈과 점유)도 천연자원(나래새， 코르크， 광산)도 모 

두 빼앗기게 된다. 유럽인들을끌어틀이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식민지 

체제전체가차별의정책을바탕으로만들어졌다.그차별이란경제적 

수단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토지의 수용과 볼수) 문화적 · 

정치적 차원에서의 우월성을 정당화해줄 보증을 제공함으로써(언어， 

풍습， 문화) 식민지배자를 유리한 위치에 놓는 것이다.50년대까지 두 

개의 선거인단，즉유럽인들을위한선거인단과원주민을위한선거인 

단이 존재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선거의 

경우를보자면불평둥이 원칙이었다. 유럽인의 한표는원주민 1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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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같은 효력을 가졌다. 

식민지배자들의 체제는사실 카스트 체제， 다시 말해 그룹내에서의 

동족결혼에 따른 계급화되고 폐쇄적인 문화적 그룹들의 체제와 닮아 

있다.한세기이상되풀이된갖가지부당행위와폭력은알제리인들로 

하여금 역사상수차례 봉기하게 했고(1871 ， 1881, 1945), 식민지 모텔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1954년 11월 1일의 폭동을 일으키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폭동은 한편으로는“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파괴의 의지가， 

다른한편으로는게릴라부대의 저항과도시 내에서의 테러 행위가맞 

서는，피로물든전쟁의시초를예고한다.이두가지분파사이에는유 

력인사들이나단체들이 제안한“화해”의 시도들，두공동체의 상호접 

근의 시도들이 있었다.그러나소수의 식민지배자들은모든변화에 폐 

쇄적인채자신의입장을견지하여이국가를죽음의전쟁의소용돌이 

로끌어들이게된다. 

그당시한세대의모든프랑스지식인들에게이시기는결정적이었 

다.그들에게 이 시기는정치적 자각과성숙의 측면에서 주목해야할 

시기였기때문이다.이러한이유로인해서부르디외의방법이관심을 

끄는 것은극단적인 위기 상황속에서의 연구의 위상에 대해서， 다시 

말해 전시戰時의 민족학과 사회학의 위치， 그리고 그것이 사회과학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이다.(부르디 

외 etal., 1963: 251-262)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서의 사회학적 기원을 밝히는 문제로， 다시 

말해 알제리에서，그리고나중에는프랑스에서 연구의 장을차지하고 

있던정신들과비교해볼때 혁신적이고도급진적인 정신이 싹트는것 

을 볼 수 있는 초기의 연구방법의 문제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베아른 지방의 평범한집안출신 청년 

은윌름가街의 고동사범학교에서 나와그의 본래 목표(철학)를뒤로하 

고，전망이매우어두울것이라예상되고그의기대와는완전히모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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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운명으로향하게 되었는가? 

부르디외가전쟁중인 알제리에서 보낸 몇 해는사회주의자들이 권 

력을 쥔 시 기와 일치 한다. 로베르 라코스트Robert Lacoste는 1956년에 총 

독으로 임명되었다. 대학사회에서 알려진 지식인들은총독부legouver

nementg강n하며(G.G.)를 드나드는데 이곳은 매우 정치적 일 뿐만 아니라 문 

화적인공간이다.물론알제에는높은지위의 지식인들이 있었다.그 

들중에는고문서학자이자서지학자로서 화파가톨릭이던 에밀 데르 

맹캠Emile Dermenghem(1954), 애국자이자 유명한 민족학자이고 로베르 

라코스트 전임 총독이었던 자크 수스텔Jacques Soustelle의 내각 일원인 

제르벤 틸리옹Gem때ne Tillion( 195 7), 이슬람에 경도된 장교인 뱅상몽테 

이Vincent Monteil, 동양학자로 나중에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로 선출되 

었던 루이 마시농Iρuis Massignon과 같이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 

이 포함되어 같이 일을 했다. 

이러한이유때문에 지식의 독립성이란일반적으로전쟁 상황에서 

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 정치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한이러한분위기에서，특히 알제 대학교에는‘알제리의 알제리’지 

지자들에 대한극도의 긴장된 분위기가지배하고 있었고식민지배자 

들의 특권적 “계급”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아랍인들， 유 

태인들， 에스파냐인들， 시칠리아사람들， 몰타 사람들)에 대한“지속적인 

멸시”가폰재하는상황에서독립적인사회과학이발전을한다는것은 

어려운일이었다. 

이러한상황에서군에소집된젊은철학교수자격자는위계질서로 

이루어진세계를발견하게 되었고，이 세계가바로연구설처럼 인식된 

것이다. 

“나는 군에 입대해서 알제리로 떠났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힘든 

두 해가 지나고， 나는 현지 조사 작업을 시작했다. 나는 책을 쓰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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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그목적은알제리 국민들의 비극，그리고또한식민지배자들의 

비극에 빛을 비추는 것이었다. 식민지배자들의 상황은 그들의 인종주 

의 이상으로 더 비극적이었다/’(부르디외， 1986, 3: 38) 

제도권밖에서그리고식민지개발과전쟁이라는특수한틀속에서 

자신의 생각을표현한다는 것은 이단에 속하지만그래도프랑스에 살 

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누시， 2003， 쉬프르쉐， 2003) 다행스 

럽게도 무릅써야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도 몇몇 지식인들 

이매우용감한입장을취할수있었다.그렇지만물론그들은현지에 

대한지식에 펼요한도구들을갖고 있지는않았다.i) 따라서 이제는어 

떻게 업대한지 얼마되지 않은젊은지식인이 연구의 대상을갖게 되면 

서자신도생존을위해노력했는지의문제를알아보아야한다.왜냐하 

면죽음의위협은그의대상만큼이나그자신도짓누르는문제였기때 

문이다. 달리 말해 앓의 대상과아는주체 사이의 관계는변증법적인 

특성을가지고있다고할것이다. 

1955년 10월 알제리 땅에 발을내딛었을때 피에르부르디외는 25살 

이었다. 먼저 그는 헬리프 계곡(알제 서쪽 150km)의 한 공군부대에 행 

정을 담당하는 “지상근무원”으로 배속되 었고， 나중에 라코스트 내각 

의 일원이었던 뒤쿠르노Ducoumeau 대령(그자신도베아른출신이고부 

르디외의 어머니의 가까운 친척이었다)의 중개로 알제로 옮기게 되었 

다. 뒤쿠르노의 개입 덕분에 부르디외는 1956년부터 알제 총독부의 문 

헌 -정 보부서Service de documentation et d’information du cabinet에 배 속되 었 

다. 그리하여 그는포제르Faug핸s와알제리 출신의 프랑스인 교사로 이 

부서에 파견된 롤랑드 가레즈Rollande Garèse와 함께 일하게 되었으며， 

이후 1958년에 철학을가르치러 알제 대학교로가게 되었다. 

당시 총독부는알제리에서 가장풍부한장서를보유하고 있었다. 그 

곳에서부르디외는이나라사정에밝으며중요한인물틀을만난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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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학자이자뛰어난서지학자인 에밀 데르맹캠， 역사학자인 앙드레 누 

시AndréNo않메i(1961)， 알제 대학교나사회문제 사무국용생tariatS잉려(교 

회가발의하여 설립된사회과학연구단체)의 연구자들，특히 앙리 상송 

HenriS뻐son(2003)이 그러 한 사람들이 다. 

총독부라고하는이 “감시 초소”에서 본의 아니게 근무를하게 된 이 

젊은대학교수는역사의흐름을다르게볼수있게되었다.“나는이사 

회의붕괴가가속화되는과정에충격을받았다”고그는 1997년에나에 

게 말한 바 있다. 문헌들， 저작들， 잡지들과의 만남， 또한 그가 시간과 

맺은관계는그에게상황을이해할수있는열쇠를제공한다.그리하여 

독서를통해서만알고있던이나라는그가사회를관찰하고상황을올 

바르게평가해감에따라다른모양으로굳어지고다른차원에서인식 

된다. 

1957년에 군복무가 끝나자마자 부르디외는 알제 대학교에서 철학 

과사회학을가르치고，동시에 1958년에서 1961년까지 도시 사회와농 

촌사회의 변화(군대의 발의에 따른 집단 이주민 수용소.can뼈de regroupe -

ment로의 주민의 강제 이동)에 대해 조사들을 진행한다. 

그의 발표물들과현지와몇몇 알제리 “지식인들"ii)과의 친밀함은극 

우파구성원들의 관심을끌게 된다. 그들은그를 위험스러운 인물로 간 

주했다. 그가드나드는곳， 현지에서의 그의 활동때문에 그는 알제리 

를 떠나도록 강요받는다.2) 하지만 그전에 그는 알제를 방문중이던 레 

이몽 아롱Raymond Aron(알제리와 튀니지 바카로레야 심사위원단 위원 

장)의 눈에 띄게 된다. 이 첫 번째 만남에 이어 부르디외는알제 대학교 

를떠나소르본으로가야했던시기에그리스철학교수인클레망스람 

누Oémen.ce Ramnoux의 도움을 받았고，iii) 1960년에 마침내 그는 릴의 문 

과 대학으로 돌아오게 된다. 

2) ibid., p.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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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대학의지식인세계 

어떻게 “알제리”라는 연구 대상을 중요하게 만드는가， 식민 이데올 

로기에 의해 ‘사태’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얼버무려진 한 전쟁의 비극 

속에서 어떻게 이 대상을 부각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미래의 사회학 

자가 스스로에게 던진 중요한 질문들 중 하나로， 요컨대， 구조들의 붕 

괴 현상을 강조함으로써 사회 세계에 대해 경험적 연구를 집중하겠다 

는그의 결심을잘이해할수있게 한다.뿌리 뽑힌지식인으로서의 그 

의 위치(지배받는사회 출신임에도불구하고지배하는사회에 속하는)가 

식민 지배의 가장 파괴적인 메커니즘을 성공적으로 분해하는 수단이 

된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의 기억이 아직 그의 세대에는 생생하니만 

큼더욱더그러하다. 

그리하여 알제리는 기억을 재가동시키고， 식민지개발의 외상과 상 

징적 지배의 결과들을확대(이 젊은사회학자가사회의 외과수술lachirur

giesodale이라고부르게 될 정도로)해서 뿐만 아니라함축적으로도보여 

주는중심적기능을갖는다.원시적이고야만적인폭력을잘알고있는 

그는(부르디외-사야드， 1964， 부르디외， 1960) 감지 될 수 없을 만큼 더 뿌 

리 깊고 교활한 것에 강조점을 둔다. 문화， 언어， 경제， 기대와 기회 사 

이의 관계처럼 잠재적이고은밀한방식으로한집단속으로도입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모두 감지할수는 없는 현상들이지만주민들의 

내면을 침식해 들어간 원인이다. 

부르디외가 그 시대의 민족학자들을 앞서나갔다면 아마도 바로 이 

점에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알제리 그리고 카빌리아에서의 경험은 

그가태어난고장에서 겪은상황에 대한문화적 차원의 응답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무력화되고 문화적으로 열동화된 남서부 

지방의농민들은국가정책에의해서박탈당한상태에놓였고，문화의 

합법적인독점권을차지한중앙집권적 보펀주의의 이름으로교양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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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의 지위로 깎아내 려졌다.(부르디외， 2001: 73-74) 

50년대의 지식의 장은 젊은 연구자가 단번에 자리를 잡도록 허용하 

지 않는다. 식민지개발의 산물인 대학교수들은 대부분 “파시즘에 가 

까운” 식민주의적 사고의 수호자로서 계속해서 체제를 대변한다. 따 

라서 경계가뚜렷이 표시되어 있고 심지어 태생에 의해서든사고에 의 

해서든 이 세계 외부의 사람에게는 차단되어있는 이 공간에서 자신의 

표현 수단을 발견하기란불가능하다. 이러한 시기에 “고유의 위계질 

서와현지채용방식을갖추고있고거의독립적인재생산이가능한알 

제 대학은 본국의 대학들에 비해 지적인 준-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부르디외， 2000: 5-10) 

상황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개의 큰 흐름을 도식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우파의 흐름으로 알제리 출신의 프랑스 

인들(지배적)과“프랑스의” 프랑스인들(알제리 출신의 프랑스인들로 인 

해 부차적인 존재가 된 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반대면에는 “좌 

파”라고불리는흐름이 있었는데， 이들은 더 소수였지만 더 체계화되 

었고공산주의자들이 이끌고있었다.좌파지식인들의 세계는따라서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있고，당은프랑스에서도알제리에서도자신 

의 사상들을 강요한다.iv) 1956년부터 전쟁은 농촌 사회에서 절정에 달 

하고도시에까지이르게되며，권력을쥐고있는사회주의자들은아주 

강경하게 탄압적 조치를 취한다. 프랑스인의 생각은 오른쪽에 위치하 

는지 왼쪽에 위치하는지가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자유주의자들이나 

좌파 기독교인들， 알제리에서의 고문을 고발(1957)한 것으로 유명한 

앙리 알레그Henri Alleg, 실종된 모리스 오냉Maurice Au버n， 본보기로써 

처형된 공산주의 투사인 이브통Yveton을 비롯한 몇몇 공산주의자들과 

같은몇가지경향들을제외하고는이두가지흐름이알제리에서의전 

쟁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는 이상 그러하다.(쉬프르쉐， 2003 ， 피에르 

비달-나케， 1961) 

188 



당시알제대학교에는극우파의로비가횡행하고있었다.따라서우 

파나극우파가아니라면대학에서자리잡는일은불가능했다.장차비 

밀 군사조직 OASv)의 대표가될 필립 마르세Phllippe Març혀s와거의 파 

시스트적 인 사상으로 알려 진 사회학 교수 장 부스케Jean Bousquet가 알 

제 대학교에 우두머리로 군림하고 있었다.(부르디외， 2000: 5-10) 

이러한극도로 긴장된분위기로 인해 알제리의 독립을지지하는참 

여적 태도로 잘 알려진 가톨릭 교도였던 앙드레 망두즈André뼈ndouze 

교수는 프랑스의 알제리를 열렬히 지지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집단 

폭행을당할뻔하고대학에서해고되었다.위기를의식한그는 1956년 

에 스트라스부르로 간다 역사학자이자 에미르 압텔카데르EmirAbdel

kader3)에 대한책을쓴 마르셀 에므리Marcel Ernerit에게도 이 파의 학생 

들은같은반웅을보였다. 1830년 이전의 알제리에서의 취학률이 그이 

후보다더 높았다는것을증명해보임으로써 식민지 대학의 ‘주류파’의 

인식을동요시켰다는이유로이 사람의 허수아비가알제리 출신프랑 

스 학생들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졌던 것이다. 

식민지개발을지지하는사람들과다른사람들사이의 맹렬한대립 

은아랍어를할줄안다는단순한이유로알제리에대한사회과학의독 

점권을 쥐고 있는， 정치권력과 가까운 동양학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 

했다. 당시에 그들은이 언어를쥐고 있는것은알제리 사회에 대해 안 

다고자처하는데충분한조건이라고생각했다.마르세가家는“특별한 

교육도받지않고알제대학에우두머리도군림하며，연구주제들을배 

분하고 사람들이 식민주의 민족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대변하던"(부르 

디외， 2000: 5- 10) 이러한 아랍화한 연구자들의 예를 제공한다. 대체로 

현장에서 양성되었던 사회학자들과 민족학자틀은 거의 언제나 아랍 

화한，베르베르화한언어학자들，상급행정관들，군인들，사제들이었다. 

3) 1830년 알제리가프랑스에 정복된 이후몇 년 동안프랑스에 맞선 저항조직을이 

끌었던종교·정치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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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이모든부조화를인식하고있었던부르디외는페르낭브로텔 

Femand Braudel, 샤를 앙드레 쉴리 앵Charl얹 Andr하띠i밍， 루이 제르네Lo띠S 

Gemet와같은위대한인물들이 있었던 이전 시 71( 19세기 말， 20세기초) 

와는반대로새로운사상들의도입에 폐쇄적 입장이었던알제대학에 

만 머물고 있지 않았다.1958년에 알제리 사회에 대해서 그가 한 강연 

은， 이 젊은 사회학자가 연구될 가치가 있는 알제리 문화가 폰재함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대학 내 극우파와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사야드， 1996) 백인 신부들， 예수회 수도사들， “개화된” 원주민 교사들， 

기자들， 학생들은그에게 알제리 사회를내밀히 아는 데 매우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그는 교회와 연결된 몇몇 연구자들(장-마리 다예 

Jean-Marie Dallet 신부， 드뀔데[농vulder 신부)과， 그리고 대학에서는 지리 

학자 장 드레쉬Jean Dr않ch(l963)， 역사학자들(마르셀 에므리， 누시， 에밀 

데르맹캠)， 철학자들(클레망스 람누， 알렉상드르 마트롱M잉<andre Mathero미 

그리고그를아는사람들의 기억에 큰흔적을남긴자크페레가Jacques 

Peyregga 같은 사람들과 지적인 교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갈동과 상 

정적 폭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상황은 사람들의 시션을 날카롭게 만 

들었고，사야드의주장에서보이는것만큼이나복합적인사상을형성 

하는데 아마도 기여했을 것이다. “대학으로서는 참으로 기묘한 상황 

이었다.요약하자면교수들은대체로서로다른권력을주장하는두개 

의 분파로나뉘어져 있었다. 하나의 분파는지적 권력을， 다른분파는 

차라리 정치적 권력을선망했다. 좀더 대학쪽인 첫 번째 분파는파리 

를， 소르본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쪽으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었 

다. 지성의 사생아그리고그들의 직함에도불구하고대학의 사생아에 

가까웠던두번째분파는유감스러운타협의 결과로대학의 오지에 밀 

려나있는듯한인상을주었다. 그들은정치적 권력 또는행정 권력 쪽 

으로， 총독부 쪽으로 기울었고， 사실상 알제에서 이해되고 경험되는 

그러한식민주의 질서(파리에서 생각하는그러한식민주의 질서도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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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기울었으며， 그런 식으로 그들의 지적 독립성， 사고의 독립성 

을포기했고그충성의 보상또는대가로식민지의 인정을받았다."(사 

야드， 1996: 19) 

지식의공간을알게되면피에르부르디외가처해있던불편한위치 

를잘이해할수있다. 

알제리사회를，그리고그안에서가장거부되는전례들을이해하고 

분석하려고 시도하는과정에서 젊은 민족학·사회학자는차빌리아지 

식인들의 출현 조건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깨닫지 못 

하고있었지만，“민속적주제의”소설형태로민족학을하고있었다.교 

사였고후에 소설가가되었으며， 1962년에 비밀 군사조직에 의해 살해 

된 물루드 페라운Mouloud Feraoun은 카빌리아에 대한 부르디외의 초기 

텍스트틀을 읽고 주석을 단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였고， 알제 라디오 

(카빌리아 채널)의 기자이자 소설가였던 말렉 우아리뻐ek Ouary는 정 

보제공자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바로 불루드 맘메 리Mouloud Mammeri 

야말로 1962년부터 1989년까지 부르디외와진정한지적 관계를유지 

하게 될 것이다.(타사디트야신， 2004) 맘메리가카빌리아사회의 분석 

에 펼요한객관화의 도구들을찾고 있었다는점에서，특히 독립 이후에 

그러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 외국에서도 인정받은 지식인들 외에도 

우리는일시적인민족학자들을발견할수있다.이들은당시의작업들 

(백인 신부들과 군인들의 작업)에 영향을 받아서 부득이 연구자로 나섰 

다. 많은 이들이 전통 사회를 아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들을 모았는데 

(아마르 불리파Amar Boulifa, 슬리만 라마니Slimane Rahmarù, 브라엄 젤랄Bra

비m Zell떠 둥) 이것들은 『실천 감각Le S잉15 PratiqueJ] (1980)에 언급되어 있 

다. 

모호한갈동과정치적 긴장으로특징지어지는 이러한상황이 부르 

디외로하여금역사의결정적인순간에파괴된한사회의구조화방식 

들을 알제리 사회의 하나의 핵심적인 범주，즉대체로뿌리 뽑힌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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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표상되는 범주의 연구를 통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 

게끔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철학 교수자격자(1954년에)가， 지 

배적인 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사람이 스콜라주의적 

시각과관계를끊고(그것을얻기까지 희생이 없지 않았던)그 귀중한자 

산을포기하는단계에 이르렀는지，그리고 1959년에 여러 논고들에서 

기술되 었으며 『알제 리 의 노동과 노동자들Travail et travailleurs en A1gérie.Jj 

(1963)에서 그 문제들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한 민족의 정신적 · 물질적 

불행을이해하려는작업을하게 되었는지 이해할수있다.그러나사회 

학적 연구쪽으로 이 지원자의 성향이 기우는데 큰 영향을미친 것은 

바로 『알제리의 사회학Socψlogie de 1꺼l양r때 (1958)의 구상이다. “나는 나 

의 소중한공부를포기하고사회적 의미를가지는책을써야했다."(부 

르디외， 2003) 그리고동시에 이것은죄의식을품고 있는목격자의 상황 

에서나와서과학적인，따라서정치적인기능을부여받게된분석자의 

상황으로가는것이다. 

이러한모든이유로인해서우리는 1955년부터 1960년사이의 기간 

이부르디외의지적도정에서결정적인시기라는것을이해할수있다. 

공포와 일상적인 위험(폭탄， 살인， 약탈)， “주위의 파시즘"(쉬프르쉐， 

2003)이 넘치는알제리라는용광로에서 기존의 규범을넘어서고당시 

에 지배적이던당파의 분열을초월하는독창적인사상이 형성되었다. 

이것은그의초기의입장들로부터그를멀어지게하는것이아니다.왜 

냐하면 알제리에 오기 전에(고퉁사범학교에서) 그는， 좌·우파모두와 

맞서서 싸우는소수좌파에 속했기 때문인데(비앙코， 2003) 이것은시 

작부터 그를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한다. 이러한“정치적” 정체성의 탐 

색은지적정체성의탐색과관계가없지않은데，알제리에서의조사는 

그 지적 정체성 탐색의 토대가 되는 요소들이다. 이 혼돈과 정치적 폭 

력의 현장은축척이 확대된 관찰의 장소로，후에 그가그자신의 세계 

(베아른지방)의 작동방식，그리고더 넓게는분화된사회들의 작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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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더잘포착할수있게한다.따라서그의성향은장애가되는것이 

아니라，우선은식민지개발과같은하나의명확한시스댐의지배메커 

니즘을 이해할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그것을현대 사회에 적용되는 

훨씬더 광범한영향력을가지는이론으로체계화하는데 있어서훌륭 

한성공의수단이된다. 

젊은부르디외의 눈으로 보면 오직 하나의 (물론 이론적인) 발걸음이 

지역의지배와식민지지배를구별짓는다.그리하여다음의두개의현 

상， 즉 세계대전(1945년에 부르디외는 15살이었다)과 문화의 동화(“지 

방어”와그가태어난고장의 영향을받은그의 억양)는알제리에서 벌어 

지고 있는 (그리고 준비되고 있는) 일을 이해해야 한다는 자각과 때 이 

른성숙의 요인이 되었다.1945년드골장군이 권력을잡은것이 의식적 

으로든 아니든 1962년 권력을 잡고자 한 알제리 군인들에게 본보기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2003년 발표된 파트릭 바라.Patrick Barrat의 (Al

géries)를 볼 것. 그 영화에서 네자Nezzar 장군은 명백하게 드골이 당시의 

위기에서뿐만아니라민주주의적 절차를 폐지해야 했을때에도본보기 

의 역할을했다고밝힌다.)이러한이유로인하여사회적 지위를제외한 

많은요소들，특히 문화적 문제들이 그를 연구의 대상이 되는사회의 지 

식 인들과 비슷하게 만든다. 그의 사회적 근원이 그로 하여금 이 사회를 

이해하는성호탤갖게하기에그러하다.그는이사회를향하도록미리 

정해져 있던 것은아니지만그래도그렇게 운명 지워졌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그는그의대부분의삶과저작들을이사회에바칠것이기때 

문이다. 

이 구별되는두세계 사이의 왕래는사회학자로하여금이제는그의 

연구구상의구성요소가된이두세계사이에구조적상동성의관계를 

맺을수 있게 했다. 그로 인해 이 두 세계를(과학적인 차원에서) 연결시 

킬 생각이 떠올랐으며，사야드， 맘메리와의 친밀함이 증명하는바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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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를받는지식인들의 활동방식에 대해서도내밀히 알게 되었다. 이 

러한카빌리아지식인과의 관계는베아른에서의，그리고그다음에 파 

리에서의 그의 문화적 동화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된다.(비앙코， 2003) 

여기에서 카빌리아의 농민들과 베아른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내가 진 

행했던작업을다시환기시킬필요가있다.왜베아른인가?부당하게멸 

시받는주민들의풍부한인간성에놀라고감격하는민족학자의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이고， 나자신과 내 정보제공자들 사이에 친밀함이 

허용하는거리를두기위해서이다.카빌리아인정보제공자를마주하고 

서 베아른의 농민이라면 똑같은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를나자 

신에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나는 객관주의적이 

고 경솔한 실증주의의 거리에도 대비하고， 주관주의적 직관론의 연민 

에 빠져드는 위험에도 대비하였다.(부르디외， 2000: 9) 

알제리(특히 카빌리아의 농촌세계)는틀림없이 그를베아른과의 관 

계를 이해하도록 인도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진정한자아의 인식으 

로그를인도했다. 

인류학과 탈식민지화décolonisation 

전후，사회과학특히 인류학은전과는다른위상을누리게 된다.클 

로드 레비-스트로스Oaude Lévi-Strauss는 『종족과 역사Raæ et histoirejJ와 『슬 

픈 열대Tristes Tr，φiques .!l를통해 인류학에 귀족작위 수여증을부여한다. 

사회과학의 위계질서에 있어서 이러한 위상의 변화는 몇몇 연구자들 

(조르주 발랑디 에Geor뿜 B매a뼈er， 루이 뒤몽Lo띠s Dumont， 미셀 레 리스Mi

chel Leiris, 장푸이옹Je와lPouillon)로 하여금“참여적” 인류학을 생성해내 

게 한다. 이 인류학은당연히 문화적 차별과잠재되어있는식민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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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문제시한다. 당시 프랑스의 지식의 장에는유명한사람들이 포함되 

어 있었다. 철학자들(장-폴 사르트르， 폴 리콰르)， 역사학자들(피에르 비 

달-나케， 페르낭 브로텔)이 그들인데， 이들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부터 

출발하여，알제리문제를계기로사회과학의장벽을없애는데다양한 

정도로기여할것이다. 

조사한 장소에서 겉으로 드러내놓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사회학자의 신념에 힘을북돋 

워준것은분명하다.왜냐하면프랑스에서이루어진명백한진전이알 

제리까지 그 영향을미치지 못했기 때문인데，특히 연구의 장이 줄어드 

는가죽처럼 축소되고있는민족학에 있어서는더욱그러했다.제르멘 

틸리용， 테레즈 리비에르Thérèse Ri띠ère(오레스 전문 민족학자)， 르네 모 

니 에René Meaunier(베르베르족 사회 전문 민족학자)， 또는 로베르 몽타뉴 

Robert Montagne(모로코에서)와 같은 민족학자들이 민족학을 “영광스럽 

게 하는 데” 기여했지만， 부르디외가 알제 대학교에 둥장했을 때는 상 

황이 그와 같지 않았다. 사회학의 장은 당시 장 부스케(알제 법과 대학 

의 북아프리카사회학교수，극우투사들의 지도자)， 비밀 군사조직 일원 

인 필립 마르세 또는 장 세르비에J ean Servier(베르베르족 사회 전문가) 

(1962)와 같은 보다 보수적인 사람틀이 지배하고 있었다. 역설적이게 

도바로 이러한정치적 분열로특징지어지는문맥 속에서 피에르부르 

디 외에 게 사회학적 · 역사적 지표의 역할을 한 자크 베르크Jacques Berque 

의 저작(1955)이나 제르멘 틸리옹의 저작과 같은 저작의 중요성을 올 

바로 평가해주어야 한다. 

그런데베르크보다는틸리옹이(다음의두발혜문에서살펴볼수있듯 

이 부르디외는 이 사람의 현지 작업과 연구자로서의 파고들듭을 높이 평가 

하고동시에 한계들도지적한다)， 대상의 유사성 때문에， 그리고문화적 

변화에의 접근에 있어서 홍미로운 인간중심주의 때문에 부르디외의 

관심을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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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에서 일어난모든사회적 붕괴 현상들을(틸리옹이 쓴『알제리 

L'Al양rie，JJ (1957)를 통해) 단순한 문화동화 현상들을 이해하듯이 이해하 

려고 시도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 ... ) 예를 들면 그 발안자들 자신이 

전통적 경제의 근본구조를붕괴시키려는체계적인 기획으로써 구상한 

중요 토지법들이 그러하다. 단순한 접촉의 결과인 “문화적 전염”과는 

동일시될 수 없는진정한“사회의 외과수술la chirurgie sociale"인 이 조치 

들(무엇보다도면 단위 도입， 1863년의 원로원 결의， 1873년의 바르니에 

Wamier 법안)，“단기적인”안목에서 취해진 이 조치들은익심의 여지없 

이 전통적인농촌사회 해체의 (유일한본질적인 원인은아닐망정)본질 

적인원인들중하나가된다.경매나분별없는매각동과같은토지볼수 

계획， 분파나 부족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 단위들의 해체와 두아르les 

douars(농촌지역 행정구역)라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단위로의 대체， 

공유가중단됨에 따른가족단위의 해체， 비참한농촌프롤레타리아의 

출현둥이그예이다.또한토착민에게서좋은토지를박탈하는기탁，공 

용징수，삼림법도덧붙여야한다.다른분야에 있어서는중재인으로서 

의 역할을망각했던행정부의 태도，그밖에도병역，세금동의 문제가이 

에 포함된다.(부르디외， 1958: 118) 

하지만 이제 막 동장한 젊은 부르디외는 샤우이아maotiia 사회(알제 

의 동쪽， 콩스탕틴 부근에 위치한 틸리옹의 현장)를 표본으로 선택해서 

저개발상태의근원을분석할때바로이사람(현장을누비는여성으로 

수용소에 수용된 적도 있었고 드골 장군과도 가까움)에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를정하게될것이다.샤우이아사회는당시까지는닫힌세계로간 

주되어 가난이 오직 문화적 조건들의 탓으로만돌려졌고식민지 정책 

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제르멘 틸리옹은 알제리의 사회학 분야에 있어서 최초로 현실을 직 

시한사람들중하나라는대단한장점을가지고있지만，그렇다고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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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분석들이 온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정한 

문맥 속에 놓여야할 것이다. 아마도그녀의 연구(~알제리 JJ(1957))의 토 

대인 오레스 사회에는 단 한번도 의사나 식민지배자나 공무원이 없었 

는지모르겠다.그래서우리가그곳에서관찰하는경제적·사회적붕괴 

가언뭇보기에는시대에 뒤떨어진 경제와매우 전문화되고자유경쟁 

적인현대적경제사이의충돌의결과로기술될수있겠다.그렇지만오 

레스，즉상대적으로닫혀있는섬과같은오레스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만유효한결론을알제리 사회 전체로확장시킬수없을뿐만아니라，샤 

우이아사회가다른토착사회와마찬가지로식민지 상황에 끼워져 들 

어가있다는것은부인할수없는것으로보인다.따라서틸리옹의분석 

은 이 문맥 속에 놓여 야만 모든 진실성을 획득한다.(부르디외， 1959) 

부르디외는 1958년부터 탈식민지화를 지지하는 논거로 알려진 조 

르주 발랑디에의 견해에 기대서 그녀의 주장을 반박한다. 

실제로，“접촉은하나의특수한상황，즉식민지상황을계기로이루 

어진다”고 발랑디에는 지적한다. 식민지 상황이란 수적으로는 소수지 

만 “사회학적으로는” 다수인 한 사회가 기술적 ·물질적으로 열둥한 다 

수의토착민을지배하는것，서로공감함이 없이 공존하는두사회사이 

의 거리， “경제적 위성국화 다소간 인종차별주의가 가미되었고 유럽 

인들의 륙권적인 상황을 정당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합리화” 시스 

템，그리고마지막으로잠재하는긴장또는명백한갈둥과같은것이다. 

매우산업화되고강력한경제체제를가진문명과기계를사용하지않 

고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 체제를 가진 문명 사이의 접촉이， 틸리옹의 표 

현을 쓰자면 “서투른 선행과 분별없는 악행”이， 전통 사회의 구조들의 

붕괴를결정하는데충분할수있다하더라도，그래도역시사회적영역 

에서 심연으로 분리된 두 문명간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빚어내는 이러 

한동요뜰에 일부러，고의로야기한혼란들을덧붙여야한다.(부르디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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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118) 

60년대 전까지는 부르디외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의 

저 작은 <<크세주?Quesais-je?>> 시 리즈에 출판된 『알제리의 사회학』과 (사 

회문제 사무국이 간행한，배포가별로되지 않은잡지에 실린)두개의 논 

고로요약된다. 겉으로보기에는 적은분량이지만 이 출판물들은 식민 

지 문제에 대한 새롭고 혁신적인 사고에 큰 기여를 한다. 출판 담당이 

었던 앙리 상송신부띠)의 증언에 따르면，과학적인 성격에도불구하고 

『문명들의 충돌Le choc des civilisatψns.!]과 『알제리 전통 사회의 내적 논리 

L앵que interne de la société algérienne traditionnelle.!] (1959)는 사회문제 사무국에 

서출판되는데어려움을겪었다.이것은그내용이지배적인이데올로 

기의 기대에 분명하게 배치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의미한다. 

사실 부르디외는 초기부터(1959) 사회학과 정치 사이에， 문명화된 

사회와원시적인사회사이에，관찰자와피관찰자사이에관계를지음 

으로써 연구의 특수한비전을제시한다. 이는그자체로“완전하고급 

진적인” 인식론적 단절이고， 당시 알제 대학교에 맹위를 떨치는극우 

파가야기한대단히 긴장된분위기속에 있던사회학으로서는진정한 

전진이었다.(쉬프르쉐， 2003)Yii) 앞서 말한바와같이，우리는어떻게 대 

상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를 바로 이 전쟁 상황에 비추어 

이해해야한다.그의이력에서바로이때가젊은철학자가사회인류학 

자로변모하는순간이다.이는그로하여금당시에지배적이었던철학 

적 추상화(바캉， 2002: 144-149)와 식 민통치 하의 민족학자들의 퇴보적 

인식에 대해 거리를둘수밖에 없게 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다시 말 

해 식민지화된 알제리에서，사회학적인 학문은사회의 모습을본따서 

과학적 기준보다는이데올로기적 기준에 기반을둔위계질서 속에 놓 

여있었기 때문이다. 엄밀한의미에서의 사회학은유럽과아메리카사 

회들의 연구에 한정되어 있었고， 민족학은 원시적이라고 일컬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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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들에한정되어있었으며，동양학은비유럽보편종교와언어를가 

진 민족들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 분류가 얼마나자의적이고 불합리한 것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어쨌든 카빌리아 사회를 대상으로 한 내 작업들이 상당히 이상한 위치 

에，말하자면동양학과민족학사이에 걸쳐 있던것은사실이다 ... (부르 

디외， 2000: 8) 

자기안으로움츠러들어간이환경속에서젊은민족학·사회학자는 

자신의 길을개척해 나간다.사회적 현실의 산물인 이러한불편한위치 

는 부르디외로 하여금， 뒤르챙의 비전을 따라서， 인류학에 대한 확장 

된 인식을 갖게 한다.(부르디외， 1980) 인류학은 학과들(사회학과 인류 

학)과사회들사이의 거짓된 장벽들을무너뜨리는완전한학문으로간 

주된다. 그리하여 그의 『알제리의 사회학』은 외국 대학들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정치적 효과만을감지해낸소수의 알제리 지식인들의 눈 

에 띄었으며，VllI) 한편으로는 알제 대학교의 그의 동료들에게서 그들의 

이데올로기와의단절을반영한다는혹독한비판을받게되었다. 

내가 겉으로는 찬사를 보내면서 속으로는 악의와 비난의 뜻이 담긴 

말을 수없이 틀었다고 말하면 놀라겠는가? 자네는 알제의 소위 “전문가 

들”이 나에게 상냥한 척하면서도 적대적인 암시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겠지. [ ... ] 그들은 서둘러 나의 작은 책에 대해 획일적인 평가 

를내렸지. 이것은순전히 책만보고쓴 것이고 이론적(대단한용어다!) 

이며 알제리 현실에 대한깊이 있는경험이 부재한다는둥둥.유럽인들 

에 대한그런 식의 단평이라니. 아무튼， 이렇게도나이 지긋한[ ... ] 전문 

가들이 있는데 알제리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참견하는 이 어린 본국인 

둥둥.자기는상치를벅지 않으면서 남들이 먹는것을내버려두지 않는 

정원사의 개가 생각나는꾼. (피에르 부르디외가 앙드레 누시에게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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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미상의 편지로대략 1958년 말에서 1959년초사이에 쓰인 것으로 

짐작된다.) 

알제리 대학교수들의 불만은이 젊은“본국인”교수가제자리를벙 

벙도는데방해자로둥장한다는사실에기인한다.부르디외는문화적 

차별에 기반을두고있는그들의 인류학적 견해를문제시함으로써 판 

을챈다. 그에 앞선 레비-스트로스처럼，부르디외는문화의 평동원칙 

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고， 식민지배자들이 인종차별주의를 정당화하 

면서 그들의 우월성을주장하고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로삼는문화적 

격차를문제시한다.부르디외는두세계사이의차이를식민지개발로 

야기된 진정한“문명들의 충돌”로 기술한다. 

이 전통주의적 문명에 있어서 유럽 문명의 침입은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모든문화적 변화는보편적인 법칙을따라특수한상황속에 

도입된다. 우리가특수한상황들로만제한한다면 북아메리차의 인디언 

들에게서나흑인아프리카에서관찰된문화의동화현상들이근본적으 

로 서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외래의” 문화들은 그 정신이 

나 행동 방식 둥에 있어서， 역시 고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수용하는 

문화들”만큼이나다르다. 게다가한쪽문화와다른쪽문화사이의 관 

계들의 유형도 식민지 상황에서 단순한 기술 원조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전한동화정책에서“거주지정 지역”정책에 이르기까지 매우다양하 

다.(부르디외， 1959: 52) 

부르디외에 의하면，사회적·경제적-심리적 붕괴 현상들은“외부의 

힘들"(서구 문명의 침입)과 “내부의 힘들"(토착 문명의 본원 구조들) 사 

이의 상호 작용의 피할 수 없는 결과로 간주되어야 한다.(부르디외，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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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붕괴는 “연구된 현상들의 본질 자체를 동시에 잃는다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그특성을모를수없을영역”안에서 이루어졌다.문 

화동화와문화동질성의 상실 현상들은두문명 사이의 만남의 산물이 

아니 라 “하나의 특수한 상황， 즉 식 민지 상황”의 산물이다.(발랑디에는 

『식민지 상황La situation colon띠~le~ 에서 그 정의를 제공한다.4)) 

우리도 알다시피，내부적으로 생겨났든외부로부터 들어왔든(문화 

의 정당화를시도하는)정치 체제란주민들의 삶의 방식과그들의 세계 

표현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을수없다는것이부르디외의생각이 

다. 그의 초기 조사들이 보여주는 것이 그러한데， 그는 물론 이 조사들 

에서 식민지개발이 많은경제적·사회적 악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지 

적하지만 아직은 알제리의 독립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는다. 

하지만그의 몇몇 작업들의 출판은하나의 사회 연구가사회적 (그리 

고 정치적) 상황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저자가 이미 만들어진 이론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한정된 현실에다 덧 

붙이는것이아니라，사회적사실들로부터출발하여피할수없는정치 

적 현실에 이른다는점 때문에 그러하다. 그정치적 현실이란돌이킬 

수없는방식으로식민지개발을규탄하는데 있다.왜냐하면겉으로보 

기에는추상적인분석이“가장까다로운정치적문제들을해결하는데 

하나의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부르디외， 2000: 9) 

전쟁에 반대하고 독립을 지지하는 굳은 참여적 정치 지향이 나타나 

는 것은 60년대가되어서다알제리에서의 전쟁과사회적 변동Guerre 

etmutationsocialeen AlgérieJ , r 혁 명 적 전쟁 에 서 혁 명 으로De laguerrηTe얀révo뼈h따u띠l“때t 

na뼈Ja찌a띠ire à때à la révo뼈U떼lω때u띠띠tμion때1u」h，/r 혁 명 속에서 의 혁 명Révolution dans la révolutionJ (Esprit, 
Etudes méditerranéαmes와 콜레주 드 프랑스의 교수인 프랑수아 페루Fran

φis Perroux가주도한 공동 저서언 『내일의 알제리L꺼19，뻐e de demain~(1962) 

에 발표됨) 또한 이 시기를 특징짓는다. 

4) Cahiers Internationaux de Sociologie, 19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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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그의 작업의 이 부분을관통하는두개의 축을도출하기 위해 

서는 이 초기의 연구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축이， 민족학자가 

경제와문화사이의 관계를설명하려고시도하는 1959년의 논고들에 

서 보듯이， 전쟁과 그에 뒤따른 변화들에 직면한 알제리 사회의 현재와 

관련 있다면(이것이 우리의 관심을끈다)， 어떤 관점에서 보자변 화폐와 

의 관계 연구는우리가알제리 농촌의 사고를구조화하는시간성，공간 

성，명예，교환，분할，증여，대여，요컨대 이익 동의 개념들이 의미하는 

바도 이해해야만 온전한 의미를 획득한다. 이 논고들은 유익하다. 왜 

냐하면 이미 어떻게 부르디외가알제리에 대한인식의 핵심인，상이한 

경제적“합리성”이라는개념을부각시키려고시도했는지보여주기때 

문이다.그는이것을그의 연구들중일부를출판한『알제리의 노동과 

노동자들』과 『뿌리 뽑힘Le DéracinementJj 에서 과학적 도구들(특히 통계， 

인터뷰， 사진)을 이용해 다시 다듬었다. 

반면그의작업을구성하는두번째축은사회에대한더욱더날카로 

운 분석에 할얘되어 었다.(1972， 1980) 이번에 부르디외는 지중해연안 

의 신화-의례 체계와관련된 인류학적 토대의 연구를시도한다. 이것 

은 물론 초기의 조사들에서도 드러나지만 추후에(1972， 1980) 분석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 두저작과그“초고"ix)들에 대한사회과학사학자의 흥 

미가발동한다. 이것들이 한편으로는과학적인‘작업 방식’을，다른한 

편으로는그의 작업과사회적 행동의 특정인‘급진성’을포착할수있 

게 하기 때문이다.(비앙코， 2003) 진정한 과학적 · 지적 투자 없이는 (알 

제리대의의수호에있어서)실효성을보증할수없다는것이부르디외 

의 생각이다. 이 역사의 증언자의 펜 아래에서 전쟁은 구조를 이루는 

구조들을드러내 보이는돋보기가되었으며，동시에 식민지개발과잠 

재된 인종차별주의로 특징지어지는 민족학과 사회학의 위상을 변화 

시켜 분석자로 하여금 이 학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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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둥관계를백일하에드러내는것은그자체로식민지체제의거부가 

된다.그렇기때문에권력과무관하지않은대학사회의심기를건드리 

는사상을배척하는움직임이 생겨났다. 

인류학은가장오래되고가장억압된의례들에의거해서농촌문화 

를복권시키는데도구로사용될것이다.알제리에서이러한행동은상 

징적 혁명의 형태를띤다. 왜냐하면 같은시기에 (알제리 현실과간격올 

두고 있는) 미래의 국가는， 현실과는동떨어진 서구화파의 담화의 영 

호t을받은알제리지도자들에의해아주추상적으로그려지고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부르디외의 태도는화파지식인들의 태도와구 

분된다.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고유문화의 “파괴”라는 국민국가들의 

무의식적 기획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 

을다르게 지각하도록돕는것이기 때문이다.부르디외 자신의 뿌리 뽑 

힘이의례와같이“원주민”전통중에서도가장인정받지못한연구대 

상들에 특별히 관심을갖고이것들을복권시키려는노력을기울인 이 

유라고할수있다. 

먼저 연구 대상으로 적합한 것들의 세계의 의례를 배제하고 이러한 

의례에 자리를 마련해주는 모든 작업들을 의심하도록 나를 이끌었던 

그“복권”에의 의도가 1958년 이후로나로하여금그것을거짓된원시주 

의적 배려로부터 끌어내고 인종차별주의적 경멸(인종차별주의적 경멸 

은 그 피해자들에게 성공적으로 강요한 수치심을 통해서 그틀이 자신 

들고유의문화를알고인정하는것을금하는데기여했다)을무너뜨리 

도록 충동하지 않았다변 나는 결코 의례 전통의 연구로 올 수 없었을 것 

이다.실제로하나의문제나방법이과학의장에서매우정당한것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는것이 의식적으로보다는무의식적으로만들어낼수 

있는 부양의 효과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쟁이라는 비극적 

인 상황속에서 수행된 의례에 대한조사의 무례함， 심지어 터무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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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전히 잊게 할 수 없다.(부르디외， 1980: 10) 

부르디외의 학문적인 참여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치적 함의의 차 

원에서가아니라，알제리 문화에 대한명확한지지의 차원에서 이해되 

어야 한다.(비앙코， 2003) 알제리에서의 그의 지위는 신분을 감추지 않 

는이상정치적 함의를허용하지 않았다. 

전시戰時에조사하기 

전쟁의 발발과함께 이제 알제리 사회가경험하는폭력은특히 1956 

년이후군대가대대적인수색과공중폭격을시작한농촌에서도나타 

난다. 1957년유명한알제 전투의 경우처럼 폭력은도심의 한가운데를 

강타했고， 테러행위와 그 진압이 알제리 시민들의 삶을 점철한다. 이 

러 한 극도로 분열된 분위 기 속에서 두 가지 주요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도시 세계에서의 노동의 개념에 할애된 『알제리의 노동과 노 

동자들JJ X)이고，다른하나는프랑스군대의 발의로만들어진 집단이주 

민 수용소centres de r，앵roupement에서의 농민pays뻐띠té의 개념에 할애된 

(부르디외-사야드， 1964， 코르나통， 1998， 로카르， 2003)， Ii"뿌리 뽑힘』이라 

는의미심장한제목이 붙은저작의 중추를 이루는 연구(부르디외-사야 

드， 1964)이다. 

『알제리의 사회학』의 연장선상에서 구상된 이 초기의 연구들은 피 

에르 부르디외의 알제리와 카빌리아에 대한 저서의 생성에 없어서는 

안되는중요한기여를한다. 이 초기 연구들은잘알져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큰중요성을갖는다. 겉으로는보기에는서로구별되지만， 

사실 이 두 연구는출판시기가보여주듯이(1963， 1964) 같은시기， 즉 첫 

번째는 1959년에서 61년， 두 번째는 1959년에서 60년을 배경으로 하며， 

각각의 연구가고유한방향을가지고는 있지만 같은계획의 일부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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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되었다.고용에 대한조사는 역시 집단이주민수용소에서도진행되 

었다.(부르디외 et al. , 1963: 13) 

ARDES(인구및 경제·사회 연구단체)의 요청으로알제리 발전 기금la 

Caisse 려g떠때ne de dévelop휴ment의 지원을받아이루어진 이 조사들은공 

통적으로 통계와 그래프， 자료들뿐만 아니라 인터뷰와 직접 관찰， 사 

진들xi)과 같은 수단을 동원한다. 마치 연구자와 협 력자들이 자신의 운 

명 즉개별적이고집단적인“미래”에 마주한가난하고무력한주민들 

에 작용하는정세의 힘을증명하고자시도하는것처럼.처음으로알제 

리 학생들이 유럽인들이 이끄는 연구팀에서 협력한다. 멜 아지Melle Azi， 

모하메드 아지Moh빠uned Azi， 세둑 라메르Sedoukμhmer， 아메드 미스라 

위Ahmed Misraoui, 마푸드 네 셈M빼foudN따lem， 티 타와 제칼Titah et Zek -

kal, 마리 에메 엘리Marie Aimée Hélie, 레이몽 엘리Rayrnond Hélie, 레이몽 

시폴랭Rayrnond Cipolin과사뮤엘 게강amuelGuedj는 첫 번째 조사에 참 

여했고， 사야드， 알랭 아가르도Alain Accardo, 물라 에닌Mo버ahH떼ine， 트 

라드Trad는 그들 중 일부에 합류하여 수용소에서 조사를 이끌었다. 

이미 경제에 대한문화의 무게를감지한(1958， 1959) 피에르부르디 

외는 대도시(알제， 오랑， 콩스탕틴)와 중소도시(마스카라， 벨-아베스， 트 

램센)에서조사를수행한덕분에도시세계에서자본주의의가혹한법 

칙에마주한실업자들에어려움없이접근할수있었고，현실적상황과 

열망들사이의커다란부조화앞에서의그들의동요를더잘이해할수 

있었다.그부조화로인해환멸과전통의절망속으로의도피가생겨나 

는 것이다.(부르디외， 1977) 그리하여 자본주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시간과의 관계처럼 경제와밀접한관계에 있는문화를포착할필 

요가 있다. “토착 농민les paysans empaysannés" (다시 말해 토지 와 그 가치 

틀에 애착을가지는)들은모든문화와모든개인적 결정권，세상에 대한 

모든이해가능성을박탈당하게된사람들이다.왜냐하면확실히그들 

은 이 세계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세계 속에 갇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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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집단 이주민 수용소에서 서로 만나게 되고， “탈농촌화 된 사람 

들1es dépaysannés'’은 대도시의 판자촌과 임시 주거지의 하충 프롤레타 

리아를형성한다. 

그리하여 도시 세계를아는것은하충프롤레타리아의 위기가어디 

에서 비롯되 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사회사와문화사를 거슬러 올라갈수 있게 한다. 방향을상실하고 적웅 

을잘하지못하며 하늘과땅사이에 걸려 있는이사람들은사실비효 

율적이라평가받은조상전래의 문화를 버린 것에， 그리고 그들이 사용 

할만한 “문화적” 도구들이 없는 까닮에 습득할 수 없었던 자본주의 문 

화의 “합리적인”관리 방식의 도래에 맞설능력이 없다는것에 고통받 

는다.따라서그들은말하자면끊임없이일자리를찾고있기는하지만 

실제로는 오직 식민주의만이 (그리고 그 파생물인 원시적 자본주의만 

이) 응답하는 사회적이고 실존적인 정착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부 

르디외가증명해보인것은바로이명백한상황이었다.즉경제주체들 

을 오직 객관적 구조들의 단순한 반영으로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적 조치 

들의 기원과그 기원의 경제적 · 사회적 조건들의 문제"(부르디외， 1977: 

7)에 대한 칠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경제 인류학(실업， 고용)에 대한 논고들과는 반대로 r알제리에서의 

형 태 적 급변과 문화적 변동I않.es bO!때n…씨u띠4μlever앤'Sements 11101 

tωurelsenA찌4아19b짧상e이J(부르디외-Àλ사}。야t드， 196μ4)xi치씨ii비i)에 대 한 논고는 비록 같은 시 기 

에 완성되었지만 전복적이라고 평가되는 내용 때문에 출판되지 않았 

다，xiii) 그리하여 1964년， 다시 말해 알제리 독립 2년 후에 뒤늦게 『농촌 

연구Etudes rurales.J] 에 실린다. 

그러나노동에대한이첫번째조사는부르디외에게집단이주민수 

용소로이주된주민들을만나고인터뷰할수있는기회를제공했고，이 

어서 사야드와함께 연구를 진행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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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화를 입은지역들(콜로，카빌리아，우아르스니스)에서 이루어진 직접 

관찰은도전이라할수있다.부르디외는프랑스인군인들과민족해방 

전선FLN의 엇갈리는 명령을 무릅쓰고 카빌리아 사람들이 말하듯이 

“구멍 속의 뱀을 간질이는” 시도를 한다. 목격자로서의 이 사회학자는 

역사의힘에의해중개자가되는데，중개자에게는증여와반증여소송 

에서처 럼 ‘지금 여 기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관찰과분석 사이에， 말과행동사이에 일시적인 격차를두는것이 절 

대적인 필요가된다.증언은즉각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데 비해，사 

실들의 과학적 연구는사실 확인과걸러내기 작업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러한두세계 가운데에 있는상황은，요컨대 모호한것으로보일수 

있지만， 그래도유익하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없이는조사(그리고조 

사자)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예외적인조건들，특별히 어려운(그리고위험한)조건들속에 

서 작업해야했는데 그조건들이 끊임없이 경계심을불러일으킴으로써 

내시선을날카롭게하지않을수없었던것이분명하다.조사가진행되 

면서 끊임없이，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제기되던 매우 실질적인 문제들 

은 조사의 근거와 존재 이유에 대해， 조사자의 동기와 의도에 대해， 실증 

주의 방법론이 본능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간주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게 했다."(부르디외， 2000: 9) 

전쟁의 한 중간(1959-1960)에 집단 이주민 수용소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배자쪽으로도(행정부， 군인들)， 피지배자 쪽으로도(토착주 

민들과 그들의 보이지 않는 지도자들) 대 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인 민족학자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더운 지역에 머무를 수 없었 

다.5) 카빌리아에서처럼 관찰 대상인 주민들에 내밀하게 파고들기 위 

5) Pierre Bourdieu, op. cit. 

피에르부르디외와알제랴또는참여사회학의 기원 207 



해서는그들에게 호의를가지고 있다는증거와알제리 대의를지지한 

다는증거가필요했다. 몇몇 마을들에서 실제로그러했는데 왜냐하면 

이사회학자는사람들의암묵적인후원없이는나아갈수없기때문이 

다.잉v) 

알제리 사회는 19세기 말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농촌사회였다. 심각 

한구조붕괴의 원인인 식민지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회는자신 

의규칙들，특수한생활과저항방식들을가지고있었다.대규모공용정 

수와뒤이은조치들(바르니에 법안，원로원 결의)은필연적으로사회적 

균형(부족의구조들，즉부족의계보，족장관할구역，가족구성)과정신 

적균형의상실로이어졌다.그바랍에믿음의체계와상징적·문화적가 

치들의 체계가산산조각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제적·국가적 현상들이 덧붙여진다. 제2차세계대전(1939-

1945)과 입에 답기 어려운 알제리 전쟁(1954)이 그것인데， 그로부터 조 

직화된 프롤레타리아(유럽에서처럼)가 아니라 대립적인 두 체계 사이 

에 분산되고 우왕좌왕하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하충 프롤레타리아가 

출현했다. 

뿌리뽑흡!:흔란스러운세계의 표상과현실 

위기의 농촌 세계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알제리에서의 형태 

적 급변과문화적 변동J이라는제목의 연구는한시기(57-6이에 집중되 

어 있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는가차없는폭력을동원한사회적·경제 

적 구조들의 철저한해체와붕괴의 과정을가속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많은새로운요소들이 기술된다. 이것은집단이주민수용소정책의 기 

원이된다. 

집단이주민수용소는주민들의움직임을，특히밤이면은신처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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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받는항불지하운동가와주민들의관계를더잘통제하기위한정책 

의 산물이다. 이러한사회조직의 체계적인 파괴는사회학자에게 알제 

리의 형태적·문화적토대의 하나의 역사를지켜낼수있는기회를제 

공한다. 아마도“사회의 외과수술la chirurgie sociale" (이 표현은 1958년 『알 

제리의 사회학』의 초판본에서부터 이미 쓰였다)， 또는 1964년의 간행물 

에서 기술되고상세히 분석되었으며 『뿌리 뽑힘.!](1964)에서 다시 다루 

어진“문화적 변화의 병적인 가속화”라고불리는 이 파괴적인 대재앙 

이 없었다면 그는 이 역사를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는 아마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가장 가시적(처형， 고문 둥)이고 우발적 

인 혐오스러운폭력을초월해야할필요성이 고개를들었다고말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이것이 바로오랫동안지속된 한사회 전체의 구조 

붕괴의 원인인사회적-정신적 기능장애의 기원이다.그리하여 공간성 

과시간성에 대한인식과이 인식이 농민특유의 세계관에 선견지명과 

예지로서 가져올 것에 중요성이 부여된다.xv)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는“보이지 않는”지배의 메커니즘에 대한관심이，다른한면으로는나 

중에구조를이루게하는구조들이라고불리게될것에대한관심이생 

겨난다. “토착농민”이 그 어떤 경우에도수용소나판자촌에서 자신의 

태도를바꿀수 없는것은，부르디외에 의하면， 이주자나다른문화적· 

정신적 세계에 일찍 뛰어든 사람(예를 들면 학생)과는 반대로 그는 그 

가머무는사회적·문화적 구조들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이다. 

알제리의 독립을지지한다고표명(1961)하기 전에 부르디외는공간 

을 해체하고 사람들의 재산을 수용하며 물물교환제를 대체하기 위한 

화폐의체계적인도입을유리하게만들려는목표를가지고있는식민 

지개발의 정치적·경제적 토대들을 명백하게 밝혔다. 이 정책의 결과 

는치명적이고， 알제리인이 토대로삼는것에 미친 효과는비극적이다. 

알제리 사회를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이 초기의 분석들은비평적인 

차원에서도 물론 식민지배자들의 지배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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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그결과로고발하는데)기여했고，정치적해방을추구하고부정된자 

신들의 문화를 되찾으려 시도하는 피식민지배자들에게도 논거로 사 

용되었다.전쟁상황에있는알제리에대한명석하고도비판적인이시 

선은냉철하다는바로그점에서해방사회학에결정적인이바지를했 

다. 문화를 되찾는 것 또한 진정한 정치적 해방에 다가가는 데 필수적 

이다. 

우리도알다시피，당시의 권력에 비추어보아체제의 지배 방식들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정치적 동원만람이 

나위험하다.왜냐하면전쟁상황에서는뉘앙스를좋게보지않기때문 

이다.그러나그렇기때문에독립직후프롤레타리아와농민충과는단 

절된 소부르주아지로서는감당할수 없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선택 

들에 마주하게 된 알제리 사회를노리고 있는위험들을지각하지 않는 

다는것은부르디외로서는생각할수없는일이다.xvi) 

민족학적 차원 외에도 이 초기 작업들은 정치 인류학의 시조이다. 

창-폴 사르트르나 프란츠 파농과 같은 몇 몇 참여적 지식 인틀과는 다르 

게 피에르부르디외가 객관화도구들(통계，그래프， 인터뷰， 기록，사진) 

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전문화된 지식인intellectuel s야cifique’인 젊은 

그로서는갈등관계를뒤집는데 기여하는특별한방법이기 때문이다.6) 

피지배자들에게 정치적 · 문화적 차원에서의 해방을 위해 사회학적으 

로 근거를 갖춘 논거들을 제공하는 것이 그 전략이다. 

혁명을주장하는유토피아주의 엘리트와동요된대중사이를갈라 

놓는심연을매우일찍간파한부르디외는사회학에대한그의복합적 

이고명석한관점으로다른사람과구별된다. 알제리에 대해서 쓴다른 

사람들과달리，그는감정이입이나이데올로기적 입장에 근거한원칙 

들을앞세워 고발만을중시하는것이 아니라xvii)주민들이 경험한현실 

에서 출발해서 식민지 체제의 폭력들과 이 정책이 초래한 기능장애를 

6) ibid., p. 54. 

210 



보여준다. 

〈주〉 

i) “나는이 전쟁과이 전쟁의 목적에 대한프랑스지식인들의 입장들사이의 

단절에 놀랐다.또한군대에서 또는신경이 날카로워진‘알제리 출신 프랑스 

인들’사이에서 겪은일은물론이고쿠데타，백인들의 폭동，드골에의 불가피 

한 의지에도 놀랐다."(부르디외， 1986, 3: 38) 

ii) 이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쓰였다. 왜냐하면 알제리 사회는 매우 높은 문맹 

률을 특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 

수의 학식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진다. 

iii) 아롱은당시에 튀니지에 자리 잡은장퀴즈니에Jean Cui않너er도뽑았다. 

iv) 알제리 공산당PCA는 프랑스 공산당PCF의 부속기구처럽 생각되었다. 

v) 비 밀군사조직 O싫(Org와tisation de 1’라mée 똥따te): 알제 리 에 있는 프랑 

스군의 일부로， 공포를 퍼뜨리고 이 나라의 독립에 유리하게 체결한 협정들 

을 취소하도록 정부에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vi) 사회문제 사무국le Secréta디at Social은 “이슬람” 공동체와 유럽 공동체의 친 

목을도모하기 위한교회 부속 연구 기관이었다. 

찌i)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시적인primitif'과 ‘문명화된civilisé’이라는 대립항 

에 대해 갖는 표상은 (이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경우에도 그렇고) 관찰자와 

피관찰자사이의 관계가 인식과 행동， 해석과사용， 상징적 지배와실질적 지 

배， 논리적인 논리(다시 말해 객관화의 모든 축적된 도구들로 무장한 논리) 

와 실천의 보면적으로 전논리적인 논리 사이의 관계의 한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난다. (부르디외， 1980: 37) 

viii) 당연히 학식 있는사람이라는돗에서의 지식인이다. 왜냐하면 식민지개 

발하에서 알제리인 학생 수는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ix) 저자의 표현. 부르디외는 출판할 때 연구의 상태로 있는 것을 초고로(또 

는 관용적인 표현을 쓰자면 work in progress) 또는 수정으로 생각했지 완결 

된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객관화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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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현상들을 통해 심화되고 명확해진 분석을 거치게 

해서 사상을 다듬으려고 이미 쓴 것에 되돌아오는 고집을 보여준다.(텔소

리비에르， 2(01) 

x) 피에르 부르디외는 알제리의 노동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독자적으로 결정 

하지 않았다. 그에게 알제리 국민을 연구하기 위해 국가가모집한 통계학자 

들 팀에 사회학자로서 합류하여 작업할 기회가주어졌다 

xi) 부르디외는 메모가 많이 불충분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사진기가 뒤를 잇 

게 되고 사진가가 사회학자를 대신한다. 이미지는 기억이 간직할 수 없는 

표현들이나 상황들을 고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1 ，000여장에 이르는 사진 

들은약 7년동안한사회에서 일어났던일의 진정한증언이 된다. 

xii) 이 조사에 참여한 알제리 학생들과 프랑스 학생들 연합에 대해 알려야 

한다. 알랭 아카르도， 모하메드 아지， 살라 부드마그， 레이몽 시폴랭， 모하메 

드 데루이쉬， 사뮤엘 게즈， 마푸드 네셈， 아메드 티타， 알리 트라드. 몇몇은 

실업에대한조사에도참여했음을알수있다. 

xiii) 집단 이주민 수용소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던 학생 중 한 명(물라 에닌) 

이 OAS에 의해 살해되었다 w뿌리 뽑힘」의 두 저자는 이 책을 그에게 헌정 

했다. 

xiv) 프랑스로의 알제리인의 이주를 전공으로 하는 사회학자 압델마헥 사야 

드는 최초의 알제리 학생 중 하나이다 그는 『뿌리 뽑힘』의 조사자 중 한 명 

으로， 부르디외와 함께 이 책의 공동 저자이다. 다음을 참조할 것. Abdel

malek Sayad, Hist이're et recherche i뼈ltitaire， 5떠nt-Denis， Bouchène, 2000. Pier

re Bourdieu, Pour Abdelmalek Sayad, P따is， Institut du monde arabe, 1998. An

n띠ire de l'Afriql때u Nord, xxxvn, 1998, Paris, αJRSE며tions， 2000, pp. 9-13. 

xv) 압델마헥 사야드보다는 부르디외의 경우가 더 그러하다. 공간 구조들과 

시간 구조들에 대한 관심은 부르디외가 r알제리의 사회학」을 구상하는 중 

에 생겨났다.그는후에 『알제리 60AIgéηe60~에서 이것을다시 다룰것이다. 

xvi) “‘열망 속에서 몽상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수사에 사로잡힌’ 소부르주아 

지로서는독립과유럽인들의 철수가모든기대의 충족을의미한다.관공서 

나 사기업의 간부， 자유직을 가졌거나 교수단의 일원인 ‘현대의 부르주아 

지’는， 자기 자리를 마련한 소부르주아지의 방식을 따라， 자신에게 우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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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장해주는 이 절반쯤 이루어진 혁명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 

한상황에서 유일하게 혁명의 목적을합리적인 언어로규정할수있고도시 

의 하충 프롤레타리아와 프롤레타리아화한 농민들을 급진적인 변화의 과 

업에 동참시킬 수 있는 혁명의 인텔리겐치아를 만들어내고 카리스마있는 

예지주의를 합리화를 위해 활용할 것인가.?"(부르디외 et al., 1963: 389) 

xvii) “나는 물론 학대를 반대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몇몇 지식인들(사르트르， 

장송， 비달-나케)의 입장에 동감했다. 그리고 나는 내 방식대로 기여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나는 유토피아주의적 견해에 불편함을 느꼈다. 왜냐하 

면내생각으로는독립한알제리라하더라도 알제리사회에대한신화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도 나는 지 

식인으로서 두개의 입장사이에 위치했다."， Axel Honneth, Hermann Kocy -

ba, Bernard Schwibbs, πle Struggle for symbolic order, an interview with Pierre 

Bourdieu, Theory, Culture and Socieηr Series, Sage publications, 1986, p. 38. 

번역 : 한경진(서울대 불문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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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디외의 서한1) (별첨 #1) 

첫번째서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주어서 정말 고맙네. 또한 내 글에 대해 정확하고 소중 

한 비평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네. 나는 진정한 우정의 표시 

를볼수있었네. 

내가겉으로는찬사를보내면서 속으로는악의와비난의 뜻이 담긴 

말을 수없이 들었다고 말하면 놀라겠는가? 자네는 알제의 소위 “전문 

가들"(“홈”이라고 말해야겠지!)이 나에게 상냥한 척하면서도 적대적인 

암시들을아끼지 않았다는 것을잘알겠지.(‘상냥한척하는’이란형용사 

가 기막히군. 내가누구를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하리라 믿네 ... ) 그들은서 

둘러 나의 작은책에 대해 획일적인 평가를내렸지.(r렉스프레스」지의 

장 에펠Jean Eiffel의 삽화 참조) 이 것은 순전히 책만 보고 쓴 것이고 이론 

적(대단한용어다!)이며 알제리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이 부재한 

다는둥둥.유럽인들에 대한그런 식의 단평이라니. 아무튼， 이렇게도 

나이 지긋한(이제는더 이상이들을“늙은이”라고부르지 않고“소리와빛 

의 쇼만 남은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아는가?) 전문가들이 있는데 

알제리에대해서말하겠다고참견하는이어린본국인둥둥.자기는상 

치를먹지 않으면서 남들이 먹는것을내버려두지 않는정원사의 개가 

생각나는군. 

1) 50α:ologiedel꺼19érie( 1958) 출판과관련하여 피에르부르디외가앙드레 누시에게 

보낸 서한.(1958년 가올로 추정) 이하 주석은 모두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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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고， 나는 대학에서 회의 중에 에므리Emerit가 주인공이었 

던 대단한논쟁을목격했네. 나는그사람에게 매우호감이 생겨서 그 

를좀알고싶다네.하지만그의 비판이 두렵군.그의 비판은근거가탄 

탄하고 정확할 것이니까. 기회가 닿으면， 내가 그를 찾아가 그의 판단 

을물어볼수 있도록그에게 내 이야기를좀해줄수 있겠나? 

나는자네가제시해준수정사항들을살펴보았네.성가시게하고싶 

지는않지만몇몇 사항들을같이 되짚어 봐도될까?카빌리아“문화권” 

과 관련해서는， 문화권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집단들 속에서[여백에: 

아틀라스미티지앵산악지대，혜누아지방，밀리아나산악지대，우아르스 

니스지방，트라라지방l 지속적으로둥장하는몇몇특성들(한곳에서는 

기와지붕，다른곳에서는수목재배，또다른곳에서는모여 있는마을둥둥 

장소에 따라서 결코 똑같지는 않지만)과， 아랍어권 문화에서 빌려온 특 

성들이 도입됨에 따라사라지는다른특성들을우리가어떻게 관찰했 

는지를보여주는것이내의도였네.쥐르쥐라산맥지역의차빌리아가 

내가보기에는문화권의“중심”인것같았지.왜냐하면다른곳에서고 

립된 채 발견되는 모든 특성들이 이곳에는 모두 모여 있기 때문이네. 

이 모든내용이 자리가부족해서 사라져버렸네. 

나는부스케Bousquet의 분석들을알고 있고그것을고려해보기도했 

다네.하지만내가보기에는그분석들은핵심을포착하지는못한것이 

네. 

나는 니프nif2)와호르마horma3 )에 대해서 자네가 일러준 뒤앙스를 주 

목했네. 웰오Chelhod의 책(~이슬람 사회학 입문Infroducfion à la sκiologie de 

l’1s1am,lh pp. 32 nO 2와 38)에는니프에 대한매우흥미로운지적들이 담겨 

있더군.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라면나는완전히 방향을잃었네.나는유언이 

2) 비유적 의미로 명예심， 자존심 

3) 성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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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상속의경우만을검토했는데이것은잘못이었어.내게실상을명 

확하게 알려줄수있겠나?차빌리아여성들은유언이 없이도사유지4) 

를 상속받는가? 아랍 여성들은 어떤 경우든 간에 사유지를 상속받는 

가? (여성들의) 상속권을 박탈하기 위해 하부스habou강) 절차를 밟지 않 

는가? 

더 명쾌하게사실을알고내 어리석은실수들을수정할수있도록도 

와주게. 

- 28 페이지:카루바Ia kharrouba6)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줄수 있 

겠나?이것에 대해우리는이미 논의한적이 있는데 내가잘못이해한 

것인가? 

귀족 계급의 부재. 나는 섬세하게 접근하던 르네 모니에René Maunier 

의 작업을 신뢰했네. 하지만 대체로 차빌리아의 사회구조가 아랍어권 

사회구조보다 덜 귀족적 인 것이 맞지 않을까? 나에게 모크라니M여rani 

와몽모랑시Montmorency의 역사책이 많이 유익했다네. 

- 36 페이지:자네가옳아. 아무래도전체 문단을삭제해야겠네.(이것 

이 유일한 인용이었는데 그 이유는， 폰경하는 최고참자에게는 선택의 여 

지가 없기 때문이지.(나중에 이야기하지.)) 

-61 페이지:도시에대한글은전적으로다시손봐야하겠네.자네의 

설명을 많이 기대하고 있네.(나는 믿을만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차라 

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 나는 특히 르투르노Letoumeau의 책을 활용했 

네. 

몇 가지 질문. 알제에서는 모스크가 상업지구에 있지 않았던가. 다 

른 곳에서도 그렇지 않은가? “종교예배는 시장이라는 바로 그 장소에 

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4) 사유지terremelk(←→ 공유지terre arch) 

5) 용익권이 이슬랍종교단체나자선사업으로돌아가는재산 

6) 곡물의계량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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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전에 관해서는 자네의 반론을 참고하겠네. 

-도시-농촌간의 관계에 있어서는，나는모든관계를부정하지는않 

았네-

- 62 페이지: 나는 도시가 옹호하는 동질성을 강조하네.(“동업조합에 

의 입회승인”둥) 

-63 페이지: 나는도시와농촌사이의 밀접한관계를강조하네. 반론 

이 있는가?주변 농촌과의 경제적 관계에도불구하고대체로도시 사 

회가 하나의 따로 떨어진 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가? 

-64 페이지: 하캠lehakem7l에 대해선 동의하네. 삭제하지. 

이글을쓰면서나는하나의주장을머리속에가지고있었는데그것 

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정도로 그쳤지.(그러길 잘한 것 같네) 왜냐하면 

그주장은사실에 기초한토대가매우약하다는걸알았기 때문이지 

므잡 도시áté mozabite8l(시장과 대 립적 인 모스크)와 아랍 도시(모스크와 

시장이 함께 있음， 하캠 등)의 대비. 

대체적으로 말해서， 그리고 아마도 알제의 “사회학자들"(그걸 말이 

라고!)의 맥 빠지고복잡한비논리성에 대한반발로나는체계적인 독 

단주의 쪽으로 기울었네. 

- 66 페이지: 농민들의 무지함에는 동의하네.(그러나 시골 사람이 도 

시 사람보다갚댄점으록 학식이 적다는 것이 맞지 않는가?) 

-77 페이지:나는그렇게미묘한차이를표현했네. (게다가그생각을 

나는제대로표현하지못했네.“틀림없이그러하다.하지만그들은소유가 

만들어내는 관계와는 다른 관계로 그것과 연결되었다. 그리고 일꾼과 토 

지와의관계는주인을거친다고말하는것이과장되지않은가어떻게생 

각하는가?) 

- 78 페이지: 카메사트le khamessat9l는 아랍어 사용자들이 사는 지역 

7) 알제리가터키와프랑스의지배를받던시절정치와행정올책임지던총독 

8) Mzab: 알제리 중부 사하라 사막의 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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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보다 카빌리아에서 단든물좌 않은가? 

-79 페이지:카메사트와관련하여， 나는 이것의 본질적인 특성이 동 

좌렌 명예의 논리로도(베르크Be띠ue 참조) 이익의 논리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데 있다고생각하네. 달리 말해， 이것은모호하고붐악적하구 

조이며， 나는 이것이 전前자본주의 정신의 특성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 

네. 공공연한 이익의 논리로의 이행， 다시 말해 자본주의 논리로의 이 

행은 더 안적적 ?1 새로운 균형에 이를 수 있게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네의 생각들을 알아보았을 테지.(79 페이지 마지막 문 

단， 80 페이지) 

나는 내가 원어보지 않았던 라르쉐Larcher와 렉탕발드Rect앉wald의 

책을 읽을(그리고 인용할) 생각이네. 자네의 논문은 발표되었나? 가능 

한한빨리 그것을 원고내 다음작업에 인용하고싶군. 

자네가기꺼이해준비평을내가얼마나고맙게생각하는지모를거 

야나는많은실수들에도불구하고무언가유익한것을했다는생각이 

든다네.(내 책을울궈먹던알제 라디오는지난번에 어쨌든“므잡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는 한 내 작업을 개선하고 싶 

네.좋은부분들이 터무니없는잘못들로인해 망쳐지지 않도록말이야 

나는 크리스마스 때 파리로 갈 생각이야. 자네에게 할 이야기가 많 

을거야.신문을통해선거가어떤양상을띠고있는지보았겠지.나는 

마르세Ma때E가 입후보한 것을 높이 샀는데， 그는 얼마 전부터 자유주 

의자인양처신하고있지.그가군대의도움을받는다는것은아마도모 

를 테지.(좀 더 정확히 말해 구소Goussa버t， 라쉬루아Lacheroy， 살랑S허an. 최 

근에 구소는 “우리는 장관직에 로리올Lauriol과 마르세 두 사람의 후보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지) 최근 소식에 의하면， 이 애정 관계가 끊어지고 

이 공모자는자기 군대로돌아칸것으로보이네. 나는 「르몽드」지가 

이 친애하는 최고참자를 소개하는 문장이 마음에 들었네. “Ph. 마르세 

9) 프랑스인들이 오기 전 알제리에서 혼하던 소작제 (수확의 5분의 1이 소작농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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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랑스 학파의 최고의 아랍 전문가 중 하나인 W. 마르세의 아들이 

다모든걸다말한셈이지.멋지군.요컨대모든것이 5월의상황과아 

주유사한상황으로흘러가고있다네.물론우리는 r렉스프레스」지나 

r르 카나르」지를 원을 수 있지. 하지만 겉모습뿐인 복종은 모든 것이 

계속되거나 악화된다는 것을 감출 수는 없어. 사회문제 사무국&σé

tariat Socí매의 책을위해“알제리의 저개발상태”에 대해 내가쓴논고가 

그 책에 실리는 대로 하나 보내주겠네. 나는 결론에서 훨씬 멀리까지 

밀고나가네. <크세주?) 시리즈에서의“조심성”은편집자가강요한것 

이었네. 미뒤 출판사Editions de Minuit의 책에서는 훨씬 더 단호하게 나 

갈생각이야. 그때까지 자네의 논문을 원고논거를찾을수 있게 되기 

를 바라네. 크리스마스 때 내 원고를 보여주지. 고백하건대 나를 많이 

짓눌렀던 민족지적인 세부사항들은완전히 버릴 것이야.그리고문제 

들을더 종합적인 방식으로접근할것이야.“솔직히 말해 사회학적 분 

석이 무엇인지 하나도알지 못하는교활한전문가들”의 신랄한비판에 

빌미를줄여지를줄일생각이야. 

알제리로 돌아올 생각인가? 이기적으로 말하자면 그러길 바라네. 

솔직히 요즘처럼 외롭다고느낀적이 없었어. 책이 거기에 한몫했지. 

사람들이나를일종의공격적인연민을가지고바라본다네.내가쓴모 

든것이완전히무가치하고잠이나자는것이나았을것이라는생각이 

들정도로말이야.다행히도나에게는그모든소중한사람들의저작들 

의 기억이 있어. 그리고 내가 그틀을 많이도 성가시게 했다는 생각이 

나에게 힘을준다네. 이런 것이 내 기쁨이야. 서글프군. 

자네는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네. 다시 한번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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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디외의 서한 (별첨 #2) 

두번째서한 

친애하는친구에게 

자네가 보내 준 장문의 편지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 자 

네의 비판은정곡을찌르는군.자네가나의 “보잘것 없는저작”에 대한 

자네의 의견을내게 일러주었으므로，나도이렇게 신세를지고만있지 

는 않겠네. 다음이 자네 논문에 대해서 알제에서 이야기되는 것이네. 

(지방 기록보관소 부관장에게 들은 이야기네.)[여백에: 그는 여기저기에 

서 들은 견해들을 말해주었지] (특히 생활수준의 저하에 관련된) 자네의 

비관적인 결론들은콩스탕틴 지방에서만유효한 것이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농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알제 지방은 그보다 

더심각한현상은아닐망정그와유사한현상을겪지않았다고믿는것 

인가? 요컨대 자네 이름이 매우 큰 존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내 

인정해야겠지만，그래도자네는아주난처하게 하는군. 나는에므리와 

도의견을나누었네.이사람은아주친절한사람이었고，내보잘것없 

는책에 대해서 의견을개진해 주었지.그의 첫 번째 견해는그다지 호 

의적인것은아니었어.왜냐하면내가역사연구에그다지많은부분을 

할애하지않았다고그는생각하더군.두번째견해는훨씬더호의적이 

었어. 왜냐하면 그가 “저는 사실상 사회학자인 당신을 역사학자가 아 

니라고 나무랐던 셈 입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네. 자네가 나에 대해 

서 했던 이야기가그의 첫 번째 견해와두번째 견해 사이에 놓여야한 

다고보는 것이 내 생각이네… 그는특히 내가도시에 관해서 쓴문단 

224 



들을비판했네…그문단들을반드시다시손봐서좀덜창피스러운것 

으로 만들어야겠네. 자네의 참고문헌 목록은 고맙네. 시간이 되는 대 

로그부분에 대해서 작업을해보겠네. 

누에고치의 켜와같은범선이란이미지가아주좋더군. 내가출처를 

언급하지 않고 그 이미지를 다시 사용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이제부터배가떠나가야한다는것도말일세…내가얼마나심술꽃은 

지! 존경하는 전엄 모씨의 견해에 대해서는 나도 많이 웃었네. 그러나 

그견해는얼마나그나름대로의논리가있는지，생각해보니놀라운일 

도아니더군 

내가 전통주의를 기술할 때 알제리 전통주의의 특정들을 강조하지 

않고보편적으로기술했다고자네가비판한것은옳다고생각하네.난 

일부러 그랬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지. 나는Q.5.에서 대 략적으로 써놓 

은분석을 이어서 전개할셈이야.그것은 이슬람과전통적인 구조들사 

이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조화에 대한분석이지. 이렇게 하는것은알 

제리에서 관찰되는모든현상들을이슬람으로，오직 이슬람으로설명 

하는것을이제그만끝내기위해서네.나는다음을밝히고자하네. 

[여백에: 이 장의 제목은 〈알제의 학교와 이슬람〉이네(!)] 

1./ 전통주의 정신은 어느 때고 도처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막스 

베버Max Weber는 산업혁명 초기의 독일 노동자들의 태도에 대해 기술 

하면서，우리가알제리에서 관찰하고 있는특정들과아주유사한특정 

들을발견했다.다른예로노동과임금에대한태도.또다른예로는뤼 

시앵 페브르Lucien Febvre의 라블레론. 

2./ 이슬람으로늘설명되고 있는또다른특정들(예를들어서 전례 고 

수주의，그리고모랄의외재성)은다른문화에서도발견된다.그예로루 

스 베네댁트Ruth Benedict는 일본 문화를 연구(W국화와 칼.11)하면서， “수 

치 문화shame cultures"와“죄의식 문화guilt cultures"를 구별한다. 수치 문 

화의 특정들이 알제리 문화에 들어맞는다. 그리고 코르네 이유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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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나호메로스의 인물둥동의 모랄에서도같은특정을발견할수 있 

다. 

[여백에: 나는 또한 거의 이슬람화 되지 않았거나 근래에 이슬람화 된 

지역들(예를들어 카빌리아둥둥)의 연구에서논거를가져올수있을것이 

라고 생각하네.(그다지 확신이 서질 않네. 자네 의견이 듣고 싶군.)] 

그렇기때문에결론은: 

1./이슬람은알제리의사회학적현상들에대한충분한설명이되지 

못한다. 

2./ 이슬람과심충구조들사이에는유연하고가역적인 관계가，즉 

대화와조화가성립한다. 중세의 기독교 참조. 이것도 전통주의적인 

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회 구조들이 변화할 때， 종교는 새로운 

해석을내놓아서 우리는종교 메시지에서 단릎깅을 찾아낸다. 예를 들 

어서 루터와 칼뱅은 같은 종교 메시지에서 자본주의 윤리에 부합하는 

모딸을찾아낸다. 

그렇다고해도아무튼나는이슬람과심충구조들이어떻게늘선록 

를깎화시켰는지，또어떻게이슬람이알제리전통주의에그것만의특 

징을 부여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네. 

또한(자네가나에게 지적해주었듯이) 이러한구조들의 파괴가어떻 

게 종교적 문맥의 철저한 소멸을 동반하였는지 밝히려고 하네. 

드파라디v. dePara버s의 비판은 한쪽으로만치우쳐진 것이며 꽤 예 

외적인 것임을 알고 있네. (쇼Shaw， 페이소넬Peyssonnel， 데풍텐느Desfon

taines 둥둥에게서도 비슷한 비판을 찾아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비판이어떤정신상태나태도의한전형으로언급될만하지않다고생 

각하는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동시에 부스케Bωsquet와 고 

티에Gautier를궁지로몰아넣을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네. 자네는 어떻 

게 생각하는가? 주석에 그러한 비판들 외에도 얼마든지 더 영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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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일 수 있을 것이네. 

그래， 양탄자에 대해서는 찬성이네. 내 분석이 많이 확장되고 강화 

되었어. 

내 뺏뺏한어조를섬세하게 만들고부드럽게 만들도록노력하겠네. 

가끔은화가나서 공격적인과장을쓰는경향이 있는것이사실이지. 

좌파의 반식민주의와 제르벤 틸리옹-Gennaine Tillion에 관련된 사항 

도동의하네. 

I여백에: 조심스럽게 표현해보겠네.] 

나도 자네처럼 틸리옹이 정당화하길 명백하게 월한강늘 않았다고 

생각하네. 그러나바로그런 식으로그녀는다른사람들에게 이해된 것 

이지. (내가 이것을 주석에 적어놓겠네.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전적으로 

그녀의 책염이지. 그녀는자신의 글에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부여할지 예 

측했어야했네.) 

나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할 것이니， 자네를 곤란케 하지 않는다면， 

다시 내 글을 원어주고 비판해 주기를부탁하네. 

이곳 분위기는 (특히 군대가) 긴장되어 있네. 어리석은 일이 벌어질 

까 걱정되는군. 드루브리 에Delouvrier는 잘 한 것 같군. (그는 감히 도르 

제Dorget와 드크랩&σept을 해고했네.) 어떤 출구에 가까이 온 듯 하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모슬렘들은 D.G.에 대해 엄청난 기대와 (나 

를 걱정스럽게 하는) 대단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 어디에서건 간에， 사 

무원에서 교수에 이르기까지 말이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 

가?유럽사람들은꽤체념한것같고，아마도군대가바보같은짓만하 

지 않는다면스스로무너질 것 같네. 그렇지만모를 일이지. 어쨌거나5 

월까지는여기서무엇인가일이 일어나기를고대하고 있네.그때가되 

면 자네도 아주 차분하게 결정을 내 릴 수 있을 걸세. 

에므리가자네의 훌륭한논문의 출판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주었네. 

도웅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을 대고 련든Lindon을 찾아가도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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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하군. 

그사람이직접그런종류의연구서를출간하겠다고하지는않겠지. 

그 사람 방식이 아니거든. 그렇지만 교분이 많은 사람이니， 아마도 어 

떤 해결책을 찾아낼 결세. 

정말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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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Pierre et 1’Algérie 

ou lagen슨sed’une sociologie enga양 

Tassadit Yacine 

Dans cet article, Tassadit Yacine tente de retracer la t떼ectoire de 

Pierre Bourdieu en montrant 1’importance de 1’Al양rie dans la for

mationet d없1S 1’∞uvre du sociologue. Form다 dans une grande école 
(ENS), à Paris, pour 앉lseigner la philosophie, le jeune universitaire a 

dû se rendre, en 1955, en pleine gueπe pour y effectuer son service 
militaire. Nommé assistant à 1’Universit，강 d’Alger(1958) où il enseigne 

la philosophie et la sociologie, Pierre Bourdieu fait parall슨lementdes 

enquêtes sur le terrain pour comprendre la soci강té algérienne de 1’in
t하.ieur et pour démonter les m깅canismes de domination de la coloni -
sation. Les changements drastiques dont ce야e société a fait 1’objetont 
été 1’origine d'une véritable '‘chirurgie sociale" en raison de la guerre 

certes mais aussi de la monétarisation, de la conception des struc

tures spatiales et temporelles, de 1’acculturation leur corollaire. 

Cette connaissance d’un monde exotique n’a 깅t강 possible que grâce 

à un retour sur soi, à des prédispositions familiales et régionales do
min강es， prélude à une compréhension de 1’autre; d’oùcetted반narche 

qui a largement contribué à anéantir les clivages entre sociologie et 

anthropologie et à envisager une manière dif삶rente de pratiquer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1 est 강띠dent 대lξ dans le contexte d'une 

guerre d’ind강pendance， 1’engagement scientifique tel que le conçoit 

Pierre Bourdieu est ins강parablement lié à un engagement pol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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