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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흘루’로서 공적개발원조와 ‘공동체’: 
미얀마 새마을운동 ODA 사업 현장에 관한 민족지

김 희 숙*
1)

Ⅰ. 문제제기

이 논문은 새마을운동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

하 ODA) 사업의 현장인 미얀마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된 이래 주민사회에서 발생한 갈등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하게는 개발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

는 두 인물의 대립에 초점을 맞추되, 이들의 대립을 두 사람이 공히 

속해 있는 모체로서의 마을 혹은 ‘공동체’의 작동원리와 관련하여, 

그리고 개발 사업이 현지사회에서 실행되는 방식이 가진 문제점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1970년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민

들의 협업을 바탕으로 개발의 과제를 완수해가도록 설계된 개발 모

델이다. ‘공동체’ 개념은 집단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조

건으로서 전제되어 있으며, ‘마을’이라는 개발의 단위는 이러한 공동

체 개념이 구체화된 사회적 실체로서 가정된다. 그러나 공동체란 추

상적인 사회적 구성물(Mansuri et al. 2004: 9)이지 자명하게 존재하

는 실체는 아니다. 집합행동이 가능한 토대로서 공동체에 대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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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자체가 검토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가정을 전제했을 때만 

성립된다. 조화롭고 통일적인,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작동하는 공동

체에 대한 가정이다. 대개 식민통치 이전, 또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전 단계의 전통사회를 특징짓는 것으로서 마을 공동체에 대한 가정

이다. 무질서한 현재에 대한 대립물로서 낭만화된 과거(Roseberry 

1989: 58) 속의, “항상 멀리 보이는 마지막 언덕 너머에 시간을 초월

하여 존재하는 농촌 공동체”(Williams 1973 [Mosse 1999: 308에서 

재인용])의 이미지로서 공동체는 상상되곤 한다.

1990년대 이후 국제개발의 정책담론에서 새롭게 힘을 얻어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낸 공동체 개념이 바로 이처럼 낭만화된 

공동체의 이미지에 기초하고 있다(Li 1996). 이러한 공동체 이미지

는 국가 주도 아래 추진되었던 하향식, 외부 전문가 중심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대안모델로서 등장한 참여적 개발(Cooke et al. 

2001: 5)이 당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삼림

이나 방목지, 공동어장과 같은 공유자원의 관리와 관련, 국가 관리의 

비효율성 및 시장논리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주체로서 공동

체는 중요한 위상을 확보한다. 해당 자원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야말로 이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가장 절실히 느

끼는 주체이며, 따라서 지역 공동체가 보유해온 전통적인 제도와 규

범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을 입증하는 여러 사례들과 사회이

론이 이러한 접근법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Brosius et al. 1998; 

Mansuri et al. 2004; Mosse 2006).

국가와 시장에 맞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낸다는 전략 차원

에서 이상적인 공동체의 이미지를 내세웠던 점은 정치적으로 유의

미한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다. 언제나 도덕적 가치를 내포한 것으로

서 암묵적으로 가정되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이미지는 개발의 정당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후원기관이나 단체를 설득하는 데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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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또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서 전유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상적인 공동체

의 이미지는 “의미를 둘러싼 투쟁”에서 전략적 유용성을 지닌다(Li 

1996: 505).

그러나 이후 제3세계 도처에서 수없이 복제된 개발프로젝트들에

서 초기의 급진적 의미는 퇴색되고, ‘주민 참여’와 ‘역량강화

(empowerment)’ 등의 슬로건은 단지 허울 좋은 수사로만 기능할 뿐

이다(Cleaver 1999). 공동체 기반 개발모델이 만병통치약처럼 내세

웠던 공동체 전래의 지식과 제도는 변화한 현실에서 이미 유용성을 

잃은 것이거나, 때로 개발주체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굴, 조작된 경우

도 있다(Mosse 1999; Kelsall et al. 2003). 제도화된 지식이나 규범이 

공동체 내부의 권력관계와 지배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정치

적 구성물일 수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시 공동체 내부의 사회적, 경

제적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여러 연구자들

은 경고한다(예를 들어, Cleaver 1999; Cooke et al. 2001; Kelsall et 

al. 2003; Mosse 1999).

참여 자체에 도덕적 가치와 합리성을 부여하는 참여적 개발의 논

리는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

력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Cooke et al. 2001). 더욱 우려스러운 것

은, 이러한 참여의 논리가 개발 사업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와 시장에 대한 대립물로서 전략적으로 구

축된 공동체의 이미지가 신자유주의적 개발의 전략으로 둔갑할 수 

있는 위험은 이 외에도 여러 형태로 잠재해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간

과한 채, 혹은 국가 및 시장과의 관계에서 지역 주민이 설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한다는 ‘전략’ 차원에서 이를 은폐한 채 개발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본래 이 모델이 목표로 내세운 ‘약자를 위한 개발’은 

성취되기 어렵다(Choi 2016; Cleaver 1999; Kelsall et al. 2003; Mo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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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참여적 개발의 공동체 개념을 비판하는 연구들은 이처럼 여러 사

회범주들이 중첩되어 있고, 또한 불균등한 권력관계가 자리하고 있

는 공동체의 ‘내부’를 드러내준다. 몇몇 연구들은 이를 확인하는 데

서 더 나아가, 조화로운 것으로서 가정되는 공동체가 각자의 이해관

계를 실현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집단 간의 정치가 이루

어지는 장이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예를 들어, Agrawal 1994; 

Mosse 2006). 이들의 연구는 이전까지 국가와 시장에 대립되는 가치

를 지닌 것으로서 가정되었던 공동체 논의를 뒤엎고, 오히려 내부 

행위자들이 공동체 내에서의 세력 다툼 과정에서 국가와 같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동체 내부의 정치가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확장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이러한 연구들은 개발을 매개로 외부 힘이 주민사회에 침투

하거나, 또는 주민사회가 외부 힘을 끌어들임으로써 내부 권력관계

가 재편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개발

로 인해 활성화되는 마을정치를 이해관계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 

간의 주도권 다툼이나 기존의 권력관계가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주요 행위자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다수의 주민들이 왜 ‘그들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또

는 암묵적으로 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

러낸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적으로 개발 과정에서 주민사회에 작용하는 

여러 힘들을 구별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개발 현장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은 대개 국가이거나 아니면 외국의 지원주체-둘 중 하나, 

아니면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힘으로서 간주된다. 특히 공여국과 수

원국, 두 개 국가의 공조체제 아래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두 힘은 서로 구별되지 않은 채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수원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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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도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물자와 자금, 기술 등을 제공하는 공여국 

측이 개발현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

문이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힘의 불균

형이 개발현장에 작용하는 힘을 단일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함

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개발현장에 작용하는 힘은 비록 동시

에, 그리고 차별화된 힘으로서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

나가 아니고, 그 힘의 효과 또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고려될 필요

가 있다.

개발현장에 작용하는 힘의 시간적 범위는 개발이 이루어진 시점

에 한정되어서는 곤란하다.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은-적어도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 동안은-현지사회를 개발 목표에 맞추어 재배

열시키는 특수한 국면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현장

을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태인 양 가정하게 되면 개발의 효과는 물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제대로 분석하

지 못하게 된다. 그보다는 시간지속을 달리하는 여러 종류의 힘이 

켜켜이 쌓여 있는 역사적 공간으로서 현장을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

하다. 특히 미얀마와 같이 오랜 세월 국가 폭력이 존재해온 사회에 

관한 연구에서는 ‘국가’가 현지사회에 현존해온 방식과 그에 대한 

주민들의 적응이라는 측면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제

도적 힘으로서 국가의 작용력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작용

력이 개발 사업과 함께 새로이 부상한 힘과 충돌하는 지점을 포착하

지 않고서는, 개발의 과정에 저항하여 주민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 행동하게 되는 동학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개발과정에서 발생하

는 주민사회의 갈등은 이해관계를 둘러싼 주요 행위자들 간의 경합

으로만 분석될 우려가 있다. 그 결과 그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다수의 주민들이 왜 그들의 정치에 가담하게 되는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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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주민들이 서로간의 사회적 관계들을 재확인하며 하나의 ‘공

동체’로서 행동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개발현장에 관한 기존연구들이 부수적인 것으로서 제쳐놓은 ‘국

가’의 작용력에 주목하여 이 논문은, 새마을운동 ODA 사업과 같은 

참여적 개발이 당연시하는-흡사 국가 없는 사회의 원시공동체 모델

과 같은-공동체 가정을 반박하는 한편으로, 마을을 하나의 공동체로

서 보이게 하는 사회관계의 형성원리가 오히려 강력한 국가가 현존

하는 상황에서의 살아남기 전략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민족지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개발 사업이 어떤 점에서 

살아남기의 전략으로서 주민들이 체화해온 사회문화적 규범에 대한 

위반으로서 인식되는지, 그리고 이 위반에 대한 감각은 어떤 점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공동체’의 입장에서 개발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묘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의 궁

극적인 목표가 분배의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점을 밝히

고자 한다.

Ⅱ. 연구 상지역  연구과정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T 마을은 2005년 11월, 현 수도인 네삐도로 

이전하기 전까지 미얀마의 수도였던 양곤 시내로부터 남동쪽으로 

20k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162가구, 총 693명의 주민

이 살고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마을로, 2012년 하반기부터 시작

된 미얀마 새마을운동 ODA 사업 대상지 두 개 마을 중 한 곳이다. 

마을에서 시행된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총 두 건이다. 2012년 8월

부터 2014년 7월까지 한국의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의해 <새마을운동 

세계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이 시행되었고, 이어 이 사업의 종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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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년 가량 앞둔 2014년부터 3년 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의해 

<미얀마 농촌개발 및 영농기술 전수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해당 사

업의 시행주체는 각기 다르나 해외 농촌개발 ODA 사업 모두를 ‘새

마을운동’으로 통칭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둘 다 새마을운

동 ODA 사업으로 범주화된다.

마을에서 시행된 사업항목들은 실상 1970년대 한국에서의 새마을

운동과 기본적으로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크게 환경개선

과 소득증대, 정신계발의 세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사업항목별

로 세부사업항목들이 구성되어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농어

촌공사에 의해 각각 추진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사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사업 시행주체별 T마을 새마을운동 ODA 사업내용

새마을운동 앙회 한국농어 공사

환경개선

[2012] 교량건설(1개), 지붕개량
(48가구), 지하수 개발(3개소)

[2013] 안길 포장, 지하수 개발
[2014] 안길 포장, 교량보수, 지하
수개발

[2014] 안길 포장
[2015] 마을회관(농기계 보관 창고 
겸) 건축, 지하수 개발

소득증
[2013] 돼지 분양(50두)
[2014] 공동양계장(500수)

[2014] 벼 시범포 조성
[2015] 두류 시범포 조성, 농기계 
지원, 양어사업

이상과 같이 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요 사업

항목 외에 양 시행주체 모두 ‘정신계발’ 차원의 사업항목으로서 새

마을정신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위한 한국에서의 교

육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연수원에서 열

흘 내지 2주 정도 일정의 ‘새마을교육’을 이수한 주민들에게는 ‘새마

을지도자’라는 명칭이 부여되며, 이 새마을지도자들로 조직된 ‘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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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회’가 한국 측 프로젝트 담당자를 도와 실질적으로 마을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역들로서 활동하고 있다. T 마을에는 총 세 차례 한국

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온 16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으며, 이들 가

운데 선출된 한 명의 대표자가 사업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

마을에서 시행된 첫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시행주체였던 새마

을운동중앙회 소속 한 전문가는, 이 마을이 과거 한국에서 새마을운

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마을과 근사하게 200가구 이내의 작은 

규모의 마을이라 주민 단합이 잘 이루어져 새마을사업 역시 성공적

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마을 안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마을 내에서 새마을사업을 총괄하고 있던 새마을지도자는 홀로 고

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상한 것은 새마을지도자의 이러

한 고전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와 

대립각을 세우며 번번이 반대 입장에 서는 마을 오초예흐무[이장]의 

시선을 의식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을 

사업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두 사람은 어째서 번번이 대립하

게 된 것이며, 또한 주민들은 어떤 이유에서 오초예흐무의 편에 서서 

새마을지도자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일까? 개발 사업과 관련한 주민

회의석상에서는 어김없이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필자가 보

기에 이는 ‘마을’이라는 사회적 공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주민들

의 선택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마을이라는 공간을 움직여가는 힘

의 원리는 무엇이며, 개발 사업은 어떤 점에서 이전까지 무리 없이 

1) 한국에서 새마을 연수를 받고 돌아온 주민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새마을지도자’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이들 새마을지도자들로 구성된 조직을 이 논문에서는 
‘새마을회’로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회에 속해 있는 회원들 모두를 ‘새마을
지도자’로 지칭하는 것은 자칫 이 조직의 대표자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논문에
서는 편의상 새마을회의 대표자만을 ‘새마을지도자’로 지칭하고, 나머지 새마을지
도자들은 ‘새마을회원’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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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어오던 주민사회 내에 균열을 야기하게 된 것일까-이 연구는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13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당시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추진되

던 두 개 마을을 번갈아 조사해야 했던 데다, 이 마을의 경우 외국인

인 필자가 마을에 머무는 것을 마을의 오초예흐무가 탐탁지 않게 여

겼던 까닭에 보통 일주일에 1~2회 마을을 방문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조사 후반부의 몇 달 동안에는 어린 학생들과 

사원 스님의 요청으로 마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어 하룻밤씩 

묵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마을에 오가는 시간과 교통편 사정으로 

인해 놓치곤 했던 시간대의 마을을 지켜볼 수 있었고, 주민들과도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지원하는 개발 사업이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덕에 필

자는 비교적 쉽게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 마을의 

역사나 주민들의 생계활동, 농업여건, 사회관계 등에 관한 공식 인터

뷰 외에 오며가며 주민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등의 

비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

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대부분 종교행사-나 주민회의, 한

국 측 프로젝트팀이 방문하는 가운데 개최된 사업 관련 회의, 마을 

사업이 추진되는 현장 등에서의 참여관찰은 현장의 미묘한 분위기

와 여러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포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논문의 본론에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마을 내부의 갈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꺼려했다. 누군가로부터 새어나간 이

야기로 인해 이웃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을 염려한 탓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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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마을에 들어온 지원 사업이 철회될 것에 대한 염려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도로 포장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측 전문가

로부터 직접 이러한 위협의 말을 듣기도 했던 터였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두 사람의 주요 행위자들 간 대립이 주민사

회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구비의 우회로를 탐색

해야 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민들은, 예를 들어 마을 안길을 포장하

는 공동작업 과정에서 통역 없이 마을을 방문하여 지시하는 전문가

에게 어려움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필자에게 부탁하거나, 필자

와 따로 개별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는 자신들의 생각

을 솔직히 말해주곤 하였다. 필자가 한국인으로서, 마을에서 만나게 

되는 지원주체와 자유로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는 얼마간 꺼려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은, 이미 여러 모로 도움이 되고 마을 사업이 더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속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다. 이 논문은, 주민들의 이런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불통(不通)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으

려는 시도이다.

Ⅲ.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나의 은 나의 형제”

T 마을의 오초예흐무 모카잉과, 한국에서 지원하는 새마을운동 

ODA 사업을 이끌어가는 새마을지도자 딴쬬는 형제이다. 처음 이 사

업이 시작된 2012년에는 현재의 새마을지도자인 형 딴쬬가 오초예

흐무였고, 동생인 모카잉이 새마을지도자였다. 그러다 2013년, 마을 

행정관 선출방식이 바뀌어 모카잉이 오초예흐무가 되면서 새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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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를 다시 선출하게 되었고, 두 차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끝에 

현재와 같이 딴쬬가 새마을지도자 직을 맡게 되었다. 마을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오초예흐무의 자리와, 지원 사업의 총괄 책임자 자리 

모두가 이 두 형제에게 맡겨져 있으니, 이 두 사람이 마을 사업의 

주역인 셈이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이가 무척 좋지 않다. 오초예흐

무 모카잉은 새마을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서기 일쑤이

고, 새마을지도자인 딴쬬는 마을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동생이 반대

하고 나서는 바람에 계획대로 일을 밀고 나갈 수 없어 많은 경우 

화가 나 있는 편이다. 주민들도 이 둘이 회의 때마다 으르렁대며 싸

우곤 한다고 말한다. 형제간이지만 각자 생각하고 있는 바가 달라 

그것을 관철시키려다 보니 그렇게 싸우곤 한다는 것이다. 남들에 대

해서라면 의견이 달라도 말을 삼가는 편이지만 둘은 형제이다 보니 

더 그렇게 대놓고 싸우는 것이라고도 덧붙인다.

미얀마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두 시범마을 가운데 더 좋은 평가

를 받고 있는 이 마을에서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두 사람 

간에 불화가 있다는 사실은 외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업의 

추진주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측에서는 이 마을이 주민들 간 단합

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유능한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사

회를 잘 이끌고 있기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

한다. 사실 2년 동안 새마을운동 코디네이터로서 마을 사업을 추진

해 온 한국인 담당자가 이 두 사람의 대립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욕심 많은 동생이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 불만을 품고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이런 이유로 그

는 “약삭빠르게 머리 굴리는 눈빛”의 동생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형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일처리도 분명하여 신뢰할 만한 사

람이라고 평가한다. 그의 이런 평가는 2012년 처음 사업이 시작되던 

당시 마을 오초예흐무였던 형이, 새마을지도자로서 사업에 대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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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책임을 맡고 있던 동생보다 더 신뢰할 만한 면모를 보여주었던 

데 있다. 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다리 건설 사업이었다.

이 마을은 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변 가까이로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고, 생계기반인 농지의 상당부분은 마을을 에돌아 흐르는 작은 강 

너머에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은 강 위로 놓인 외나무다리를 건너거

나 작은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 건너 농지에 가곤 하였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되면 외나무다리가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 강 건너

에 사는 어린 학생들이 마을 안에 있는 학교에 오거나 주민들이 농사

를 지으러 농지에 가는 일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이 반

영되어 첫 해의 새마을 사업으로 새로 튼튼한 다리를 놓기로 되었다. 

그런데 이 다리를 놓는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건설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초과분은 주민 측에서 부담해야 했고, 

이에 그 자신 역시 새마을회의 일원이자 마을의 오초예흐무로서 공

동으로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던 형은 부족분을 주민들이 조금씩 모

아 해결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의 공동책임자로서 당시 

새마을지도자로 있던 동생이 이를 거절하였다. 다리 짓는 데 들어갈 

경비 계산을 잘못한 것은 오초예흐무 본인이니,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질 일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이 계산 착오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애초에 한국 측에서 다리를 지어주겠다고 하자 주민들은 이를 논의

하기 위해 주민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원비 한도 내에서 가능한 다리

의 규격과 경비 등이 이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회의에

서 결정된 규격으로 다리를 짓다 보니 너무 좁아 소 수레 하나도 

지나다니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논의 끝에 다리 폭을 처음 

계산보다 조금 더 넓게 만드는 쪽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추가 경비가 발생하였다. 마을 내의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논의한 결

과의 착오였고, 또한 기왕 만드는 김에 쓸모 있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아흘루’로서 공적개발원조와 ‘공동체’  61

주민들이 함께 결정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계산 착오의 책임이 전적

으로 오초예흐무에게 있다고는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전술한 대로 

동생은 추가경비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한 책임을 오초예흐무의 계산 

착오로 돌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돈을 걷을 수

는 없다고 단언하였다. 결국 오초예흐무와, 당시 새마을 부지도자였

던  쪼뉴 두 사람이 적지 않은 돈을 부담하여 부족한 공사비를 메꾸

게 되었다.

형 딴쬬에 대한 한국 측 사업 담당자의 신뢰에는 이와 같이 개별 

사업들의 시행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책임감 있고 희생적인 면모에 

대한 평가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형이 새마을지도자가 되고부터 

현 오초예흐무인 동생과 충돌하는 일이 잦아졌다. 앞서 기술한 대로, 

두 사람은 마을 사업 관련 회의가 열릴 때마다 번번이 사업의 내용이

나 실행방법을 두고 대립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일관된 성격을 띤다. 

새마을지도자인 형이 지원주체가 요구한 방식대로 개별 사업항목들

을 추진하려 하는 데 대하여, 동생은 이른바 ‘마을의 입장’에서 사업 

내용을 수정하려 드는 경향이 있었다.

가령 첫해 마을 사업으로 지어진 다리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부식되기 시작하자 형인 새마을지도자는 이를 지원주체에게 보고하

였고, 그에 따라 보수비용이 책정되어 마을로 내려왔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오초예흐무인 동생은, 다리는 그대로도 얼마간 버틸 수 있으

니 농지 쪽의 길을 포장하는 데 지원비를 전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형은 다리 보수비로 나온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거절하였고, 동생은 마을을 위해 더 필요한 일의 우선순

위를 모르는 채 곧이곧대로만 일을 처리하려 든다며 형을 비난하였

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소득증대사업 항목의 하나로 마을공동의 양

계사업이 시작되어 계사를 짓는 과정에서도 같은 식의 문제가 되풀

이되었다. 동생은 마을 안에 계사가 있으면 위생상 좋지 않다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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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땅을 마련하여 계사를 지으라며 형을 압박하였다. 형의 말에 

따르면, 동생은 계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냄새가 나지 않는

지를 수차례 물어가며, 혹시라도 냄새가 나거든 자신에게 알리라는 

등 간접적으로 ‘주민들을 들쑤셔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은 끊이

지 않고 일어났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민들이 두 사람 간의 대립

이 있을 때마다 형이 아닌 동생의 편에 서서 그의 제안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마을 내의 주요 사안을 결정할 때면 꼭 참석하여 자문 역할

을 하는 야미야파, 즉 마을의 원로들2)이 동생의 편을 드는 바람에 

형인 새마을지도자는 매번 분통을 터뜨렸고, 급기야 마을 길 포장공

사 방법을 논의하는 회의에서는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불미스러

운 일까지 벌어졌다. 원칙에 따라 꼼꼼히 일처리를 하는 새마을지도

자에게 왜 동생은 매번 반대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주민들은 왜 동

생의 편을 들어 새마을지도자를 계속 고립시키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사이가 좋지 않은 두 형제간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일방적

으로 동생의 편에 서서 새마을지도자인 형을 무력화시키는 주민들

의 태도가 다소 이상하다. 만약 그것이 오초예흐무라는 직위가 갖는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2012년 개발 사업이 시작되던 당시의 오

초예흐무였던 형에게도 그만한 지지가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형은 오초예흐무를 하던 시절이나 새마을지도자인 

지금이나 계속, 그의 표현에 따르자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매

2) 미얀마의 마을의 공식 행정기구는 오초예흐무와 서기(싸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직책은 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의 월급이 지급된다. 이외에 무급의 자문기구(아타
웃아꾸쀼아포에아씨)가 있어 마을행정과 관련하여 논의할 사항이 있을 시 회의에 
참석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마을의 원로 5인으로 구
성된 ‘야미야파’(‘마을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 마을에서 거
의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가 마을의 어른으로서 발언권을 행사한다. 새마을운
동 ODA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는 지원주체로부터 새마을회에 전달된 개별사업항
목들에 대한 논의가 이상의 조직과 함께 마을사무소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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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퇴짜만 놓는” 동생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만약 

형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주민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고 있는 동생을 지지하는 것일까? 이는 두 형제 개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 각자가 주민들과 맺고 있는 사회관

계의 성격 차이에 따른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모두 제한적인 설명력

밖에 갖지 못한다면, 혹시 이는 두 사람의 개인특성 및 사회적 관계

가 묻혀 있는 더 큰 집합체이자 모체, 즉 하나의 ‘공동체’로서 마을의 

조직과 작동 원리가 갖는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

렇다면 일단 하나의 ‘공동체’로서 마을주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가 

갖는 주요한 성격들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Ⅳ. 공동체, 혹은 공모체

1. 마을: ‘공동체’와 그 ‘외부’

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연히 대립하고 있는 두 사람 가운데 어

느 한쪽을 주민들이 편들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까닭은, 일차

적으로 주민 대부분이 친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최근 인근 마을에서 이사해 들어온 인도계 한 가구가 힌두교도인 점

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불교신자이고, 또한 대부분 친족관계이다 보

니, 마을에서의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한 가족의 일처럼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마을 일에 관한 결정에서는 야미야파, 즉 

마을 웃어른들의 발언이 존중된다. 그렇지만 이 사실은 같은 친족거

리에 있는 두 형제에 대한 차별적인 지지를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렵

게 만든다. 무엇인가 다른 층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한 층을 다시 파고 들어가 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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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그 친족기반은 두께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딴쬬와 모카잉 두 사람 모두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

고 주민 대부분과 친족관계를 맺고 있지만, 두 사람의 친족기반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다른 마을의 여성과 결혼한 형과 달리 동생은 

같은 마을의 여성을 아내로 맞았다. 미얀마 사회에서 이 차이는 얼마

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얀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위계서열이 분명하다. 테라바다 불교

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퐁’, 즉 힘과 명예를 더 많이 가진 존재로 

여겨진다. 어떤 사람이 퐁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가 

전생에 많은 공덕을 쌓았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이는 뭇사람들로부

터 존경받을 만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미얀마 사회에서 극진히 존경

받는 승려들을 가리켜 ‘퐁지’, 즉 퐁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불교의 공덕체계에서 남성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가 전생에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는 여성과 달리 날 때부터 퐁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된다. 

이런 이유로 여성은, 설령 가족 간이라도 남성의 퐁을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전승되는 여러 금기들을 지킨다.

이러한 퐁의 위계는 기본적으로 양변출계 원리를 따름에도 불구

하고 처가거주제가 지배적인 거주양식으로서 자리 잡는 결과를 낳

았다. ‘퐁을 많이 가진 사람’인 승려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성에 비해 

퐁을 많이 가진 남성이다. 한 가족이나 친족 내에서 퐁지, 즉 승려를 

배출한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로 생각되며, 출가하여 항구적으로 사

원에 거주하는 승려가 되지 않더라도 미얀마의 불교도 남성들은 언

제라도 출가하여 일정기간 사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하

는 기간 동안만 해도 마을 주민들 가운데 여러 가족의 남성 가장이 

출가하여 사원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남성 가장이 출가하게 되면 그 가족의 생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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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되는가? 내쉬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남성들의 일시적, 또는 영구

적 출가로 인한 가장의 부재는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어머니-딸

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Nash 1965: 51). 여성은 항상 

집에 남아있고, 따라서 남성의 부재가 미칠 수 있는 생계 위협에 대

한 대안으로서 결혼 후 남편이 아내의 가족이 있는 마을에 들어와 

사는 처가거주제가 확립되었다는 설명이다. 아내가 남편의 부계 친

족들이 있는 마을에 와 살고 있는 딴쬬의 예처럼, 물론 이것은 반드

시 지켜지는 거주양식은 아니다. 그러나 마을 내 상당수 가구가 이와 

같은 처가거주제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딴쬬와 모카잉은 바로 이 친족기반에서 차이가 있었다. 같은 마을

의 여성을 아내로 맞은 모카잉의 경우, 그 사회적 기반을 자신의 부

계 친족과 함께 아내 쪽의 친족까지 겹쳐진 이중의 친족관계가 지탱

하고 있다. 주민들이 왜 형인 딴쬬보다 동생 모카잉의 말을 잘 따르

는지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대하여 딴쬬의 아내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바로 이 친족기반의 차이이기도 하였다. 동생 모카잉의 처가 

쪽 친족기반은 두 형제에게 공통인 부계친족 기반을 약분하고 남은, 

미얀마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회관계의 한 요소이다.

물론 이 차이가 두 사람과 주민들 간의 사회관계에서 나타나는 차

이를 결정짓는 요소라고는 말하는 것에는 일정한 위험이 따른다. 다

른 성격으로 얽혀 있을 수 있는 관계들을 축소하고 단순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차이를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 

마을 출신이 아닌 딴쬬의 아내라는 사실이 이 위험을 배가시킨다. 

두 형제 자신이나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다른 주민

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과는 다른 그녀 자신의 ‘해석’일 수 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위험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두 형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균등한 처우에 대한 그녀의 해석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타향 출신



66  동남아시아연구 26권 2호

인 딴쬬의 아내가 느끼는 차이는 그 본성상 다른 마을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그녀는 이 마을 출신

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본토 출신인 사람은 

말하기는커녕 느끼기조차 못할지도 모르는 모종의 배타성이 주민사

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지점

은 조사 초기부터 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 “이 마을 사람이 아니

기 때문에”라는 말로 주민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한 인물과 깊이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새마을회의 

부지도자인 쪼뉴이다.

몇몇 주민들은 딴쬬와 모카잉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쪼뉴 때문이

라고 말하기도 한다. “집에서 사이좋게 놀고 있는 닭 두 마리 중 한 

마리에 검댕이를 칠하면 둘이 서로를 몰라보고 싸우게 된다”라는 미

얀마 속담이 세 사람 관계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서 쪼뉴는 사이좋던 두 마리의 닭 중 한 마리, 즉 딴쬬에게 검댕이를 

칠한 사람으로서 비유되었다. 어떤 연유에서일까?

쪼뉴는 본래 외지 출신으로, 읍내 시장에서 쌀가게를 하다 9년 전

쯤 이 마을에 들어와 도정공장을 차렸다. 벼농사가 주된 생계기반이

던 이 마을에는 그가 들어오기 전까지 도정공장이 없었다. 농민들은 

수확을 마친 벼를 멀리 있는 도정공장에 가지고 가 빻아야 했기 때문

에 마을에는 도정공장이 필요하기도 했던 터였다. 이러한 지리적 이

점을 잘 활용했던 덕에 그는 조그맣게 시작한 도정공장을 크게 키우

고 3에이커에 불과하던 농지도 20에이커로 늘리는 등 단기간에 큰 

부를 쌓았다. 또한 마을에서는 유일하게 양계를 시작하여 그로부터

도 상당한 수익을 내는 등 재산을 불리는 수완이 좋았다. 이처럼 사

업에 밝은 쪼뉴와 새마을지도자 딴쬬는 여러 방면에서 서로 뜻이 잘 

맞았고, 두 사람의 아내가 같은 마을 출신이기도 하여 더욱 친밀한 

관계를 쌓아갔다. 딴쬬가 오초예흐무로 재직하던 시절 시작된 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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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업에서 한국으로 새마을연수를 받으러 간 사람 중에는 쪼뉴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한국에 가있던 당시 그는 함께 간 주민들 가운데 

부지도자로 뽑혀 마을 일을 함께 하게 되었다. 그는 현 새마을지도자

인 딴쬬와 함께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있으

며, 첫해 사업이었던 다리 건설 사업에서 추가로 발생한 경비를 딴쬬

와 함께,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놓기도 하였다.

나름 마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쪼

뉴를 주민들이 좋지 않게 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같은 새마을회

의 일원이자 쪼뉴와도 친한 한 주민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마을 사

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 가지 실수를 했다. 한국에서 새마을교육을 

받는 동안 마을에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데 대하여 그가 

답한 것들 가운데 하나에 문제가 있었다. 그가 거론한 몇 가지 주민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가 전기 가설 사업이었다. 아직도 미얀마에서

는 전기 보급률이 낮아 전기가 들어오는 마을이 그리 많지 않다. 배

터리를 이용한 충전식 전기용품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것도 이 때

문이다. 이 마을에도 역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쪼뉴는 여러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전기 

가설사업을 제안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범사업 수준인 이 사업

의 예산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기에 사업항목에 반영될 수 없

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일을 두고, 그가 주민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사업을 주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요구했다고 비난하였

다. 전부터도 이 마을에 대한 전기 가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다. 

그러자면 주민 측의 상당한 자부담이 요구되는 일이어서 주민들로

서는 감히 이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쪼뉴가 

한국에 가서 이를 요청한 것은 주민들이 자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부담을 부자인 그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불가능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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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을 하는 바람에 더 필요한 일이 사업 항목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냐

는 의혹을 사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당시 한국에 있었던 그가 미얀마에 있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인 것도 아니다. 문제는 이 ‘실수’가 한 번이 아니라 

마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반복되었다는 데 있다.

마을 사업은 대체로 새마을회가 주축이 되어 지원주체인 한국인 

사업 담당자와 논의하여 추진되었다. 이따금 마을을 찾아올 뿐 많은 

경우 양곤에 있는 자신의 숙소로 새마을회원들을 부르는 현지 사업

담당자의 업무 처리 방식 때문에 회원들은 마을에서보다는 그의 숙

소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마을에

서 추진 중인 사업에 관한 지시와 보고가 주로 양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마을에서의 논의란 대체로 양곤에서 지시한 내용을 실행하는 

방법에 관한 정도였다. 사실 양곤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주민 입장에

서 수행하기 힘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마을에서 다시 논의하

여 조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개는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세부사업들

이 추진되었다. 주민들이 두 사람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

는 지점-적어도 말에 따르면-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렇다면 주민들과 

함께 논의했어야 할 일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는 어느 정도나 

문제가 되는 것일까?

딴쬬나 쪼뉴에 대한 주민들의 냉담한 태도를 이상히 여긴 필자가 

주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답을 얻기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두 형제

에 관하여 말하기를 꺼렸다.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 내부의 좋지 않은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가서는 안 된다는, 일종

의 묵계가 이러한 거리낌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당나

귀 귀 임금님의 비밀을 털어놓을 이발사의 대나무 숲은 어디에나 있

는 법이다. 이 마을의 경우 사원이 그러한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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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반드시 들렀던 곳이 사원이었다. 마

을사원에는 본당에 상주하시는 큰스님과 작은 스님 외에도 장ㆍ단

기 출가한 여러 주민들이 머물고 있었다. 연중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종교행사가 아니어도 주민들은 사원에 자주 드나든다. 매일 사원에 

딸린 연못의 못을 길어가기도 하고, 또 승려들의 식사 시중을 거들거

나 사원을 청소함으로써 작으나마 공덕을 쌓기 위해서도 주민들은 

사원을 찾는다. 이렇게 늘 주민들과 접촉하는 이유로 스님들은 마을

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소상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스님들로부

터 딴쬬-모카잉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이 걸렸다. 큰스님조차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험한 일을 당할 수 

있다”며 말을 삼갔기 때문이다. 차츰 더 친밀한 관계를 쌓고, 또한 

수차례에 걸친 우회적인 질문 끝에 어렵사리 스님들로부터 조금씩 

두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조차도 다소 알쏭달쏭

했다. “딴쬬 뒤에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

두 형제와 같은 친족 간인 한 주민의 말에서도 스님의 말은 비슷하

게 되풀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더 구체적이었다. 그녀의 말

에 따르면, 딴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할 뿐 자기 스스로는 뭔가

를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반면 모카잉은 위에서 

시키더라도 마을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주민들과 상의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위에 올려 원만히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또

한 딴쬬는, 가령 마을길을 포장할 때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게 뭐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사업비에서 한 푼도 쓰려 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모카잉은 흘루간3)을 하여 걷힌 돈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3) 흘루간은 크고 작은 종교행사가 있을 시 기부금을 모집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통 몇 사람이 큰 확성기를 수레에 싣고 거리를 돌며 개최될 종교행사에 관한 정보
를 알리며 기부를 요청한다. 이름 난 승려들을 모시고 설법을 듣는 종교행사가 부쩍 
더 많아진 근래에는 곳곳에서 떠들썩하게 음악을 틀어놓고 흘루간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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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음식을 대접했다. 또한 두 사람은 농사를 위해 고용한 일꾼을 대

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매사를 곧이곧대로 처리하려드는 딴

쬬의 경우 작업을 위해 고용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혼쭐을 내

는 반면, 모카잉은 늦게 온 사람에게 늦은 만큼 조금 더 늦게까지 

일해 달라고 좋게 말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로 볼 때 딴쬬와 모카잉은 주민들과

의 관계 맺기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두 사람 간 충돌은 ‘외부 대 내부’의 구도

에서 설명될 성질의 문제가 된다. 즉 한국 측 지원주체가 지시한 대

로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딴쬬는 마을 안의 

사람이기는 하나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다. 반면에 모카

잉은 마을의 오초예흐무로서 외부 지원주체가 지시한 대로만 일을 

처리하려드는 딴쬬에 대항하여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

람이다. 또한 그는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고, 이 관계에 힘입

어 마을 공동의 일을 원만히 처리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주민들이 평가하는 두 사람의 차이점은 외부에 대항하는 공동체 

특유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만든다. 지원 사업이기는 하나 그것이 전적으로 지원주체 측의 

프로그램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을에서 필요

한 일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면 응당 주민

들의 요구가 수용될 여지가 있어야 하고, 또한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 역시 주민들의 결정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 주민들은 새마을

운동이 바로 그런 사업이라고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주민들과 상의 없이 

마을 일을 결정했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있는 쪼뉴의 예와 함께 고

려할 때 더욱 확증적인 것이 된다. 외지 출신인 딴쬬의 부인이나 쪼

뉴 부부가 배제의 이유로 거론하고 있는 모카잉의 친족기반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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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마을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들을 ‘외부’로서 인식

하게 되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딴쬬와 쪼뉴에 대한 주민들의 냉담을 단순히 마을의 자율

성과 자치에 대한 공동체 본연의 요구와 배타성 때문이라고 결론짓

는 것은 현실의 공동체가 어째서 그와 같은 배타성을 통해 구성되는

지에 대한 답은 되지 못한다. 또한 그렇게 구성된 공동체가, 그것이 

‘외부’로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과 달리, 어떠한 가치와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주지도 못한다. 따라서 단순히 친족기반의 차

이와 외지 출신이라는 드러나는 특성으로서 공동체의 배타성을 주

지의 사실로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이면에서 주민들의 사회관계를 

움직여가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마을에서 외부성이 어떤 점에서 이전까지 주민사회 내부의 사

회관계를 유지시켜온 원리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2. 공모체: 공동체의 내부

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모카잉의 집은 마을로 들어오려는 사

람이라면 누구든 그 앞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검문소 

같은 인상을 준다. 그의 집 옆, 마을로 들어서는 첫머리에는 그의 

사촌과 아내의 여동생이 결혼 후 차린 상점이 자리하고 있다. 상점 

앞에는 오토바이 캐리로 돈벌이를 하는 마을의 청년들이 항상 자리

를 차지하고 앉아 밖으로 나갈 손님을 기다리거나 자기네들끼리 오

락을 즐긴다. 모카잉의 집에도 대체로 늘 주민들이 자리를 벌리고 

앉아 차를 마시거나 꿍4)을 씹으며 담소를 나누곤 한다. 그의 집은, 

4) 베텔(betel) 잎에 석회를 바르고 빈랑 열매와 담뱃잎 등을 넣고 만, 일종의 씹는담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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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회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개는 잠겨 있는 마을사무소를 대

신하여, 마을의 오초예흐무로서 그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집무소이

기도 하다.

마을행정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긴밀히 상호작용할 필요가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외에 딴쬬와 비교하여 모카잉이 주민들과 관계 맺

는 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그의 집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 말해주고 있듯이 그가 마을의 젊은이들과 친밀한 관계

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의 정신교육 차원에서 

늘 강조되곤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새마을대청소의 경우가 마

을의 젊은이들과 맺는 두 사람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곳곳을 돌며 확성기로 대청소날임을 알린 딴쬬의 새

마을대청소에는 그를 포함하여 새마을회원 세 사람만이 나와 청소

를 할 뿐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모카잉은 마을을 돌며 방송을 할 

것도 없이 어느 날 순식간에 30여 명의 젊은이들을 모아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연못을 청소하였다.

사실 모카잉은 미얀마의 불교신도들이 따라야 하는 계율을 지키

며 살아가는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인다. 우선 그는 평신도들

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5)에서 금하고 있는 술을 

마신다. 그와 어울리는 사람들 역시 술을 마신다. 모카잉 자신이 전

엔 직접 술을 팔기도 하였으며, 오초예흐무가 된 후에는 그의 집 옆 

상점에서 술을 파는 것을 묵인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마시곤 한다. 

물론 이런 행위들은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주

민들끼리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딴쬬와 쪼뉴가 그에 대해 

5) 불교도가 지켜야 할 계율은 ‘우보’라 칭하며, 평신도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 계율은 살생과 도둑질, 거짓말, 음주, 간음에 대한 금계이다. 승려들은 
이외에 점심 이후 식사를 하지 않는 등 다섯 가지 계율을 추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일반인들 중에도 보름마다 돌아오는 ‘우보네이’에 사원에 가 명상을 하며 승
려와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계율을 추가로 지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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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하는 것 가운데 하나 역시 그가 술 마신다는 것이기도 하다.

술을 마신다는 것 외에도 그가 불교신자로서 그리 신심이 깊은 사

람은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 측면에서 드러난다. 그는 보름마다 돌아

오는 우보네이에 계율을 지키는 생활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히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원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 어느 

날 그의 집 앞을 지나는 필자를 불러 어디에 가느냐고 물은 그가 

사원에 간다는 필자의 말에 빈정거리며 한 말은 다소 충격적이기까

지 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퐁지한테는 가서 뭐하게!”라고 말한 

것이다. 소위 ‘킷퐁지’로 불리는, 수행과 관계없이 신도들의 공양으

로 편히 먹고 살려고 승려가 된 이들에 대해서도 미얀마 사람들은 

겉으로일망정 존경의 예를 표한다. 그런데 그는 마을사원에 30여 년 

동안 머물고 있는 큰스님을 가리켜 이와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던 것이다.

하지만 주민 거의 전부가 불교신도라고 하여 모두가 불교의 율법

에 따라 생활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응당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두가 공유하는 규범이기는 하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덕이라는 게 따로 있게 마련이다. 사회적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공동체를 규정짓는 것은 종교가 제시

하는 우주관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의 인간관계이며(Pirie 2006: 180), 

사회생활의 규범을 지탱하는 세속의 도덕은 종교의 이상과 분리된 

채 존재할 수 있다(Obeyesekere 1967: 216 [Pirie 2006: 182에서 재인

용]). 전술한바, 농사철에 고용한 일꾼을 대하는 딴쬬와 모카잉은 이

러한 도덕률에서 차이를 보인다. 딴쬬는 늘 마을사람들이 “씨깐”, 즉 

규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곤 한다. 그가 시간을 지키지 않는 

일꾼을 대하는 태도가 엄격한 것은, 그 자신이 그처럼 씨깐을 중시하

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모카잉에게 일꾼들은 그와 어울리는 동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농을 섞어가며, 늦게 나온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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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일해 달라고 말하고, 상대 역시 이를 부담 없이 수용한다. 씨깐을 

중시하는 딴쬬가 농번기에 일꾼을 구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데 비

해 모카잉이 좀 더 쉽게 일꾼을 구할 수 있는 것도, 두 사람이 주민들

에게 적용하는 도덕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마찬가지로 불교 계율에서 벗어난 행위이긴 하나 마을에 죽은 사

람이 있어 아두바[장례식]가 열릴 때 상가에서 이루어지는 도박도 

현세의 도덕일 수 있다. 한국의 상가에서 화투판이 벌어지는 것처럼 

미얀마의 아두바에서도 낮부터 밤까지 도박판이 벌어진다. 해가 저

물고 나면 상가 주변으로 주민들이 직접 좌판을 벌여놓고 술을 팔기

도 하는 등 아두바의 도박판은 때 아닌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은 망자의 가족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도박판에서 딴 돈의 5% 정도를 떼어 상가에 주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아두바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으레 외지에서도 도박꾼

들이 모여드는데, 근래에 땅을 판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도박판의 판

돈 규모도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필자가 현지에 머물

고 있던 2014년 11월에 마을에서 열린 아두바의 총 판돈은 무려 한

화 6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 도박판의 관행으로 보았을 때 상주는 

적어도 3백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았을 것이다. 미얀마에서 3백만 원은 

10에이커의 농사를 지어 남는 순수익에 맞먹는 금액이다. 모카잉은 

낮부터 밤늦게까지 이 도박판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고, 딴쬬

는 도박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였다. 두 사람의 도덕

은 분명 다른 세계에 발을 딛고 있다.

모카잉과 주민들의 관계는, 그들의 종교가 부과하는 계율에는 어

긋나긴 하나 개인들 간의 관계와 그들이 속해 있는 세속의 공동체가 

잘 움직이게 하는 호혜적 관계 맺기를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기준을 

가진 딴쬬나 쪼뉴 같은 이들에게 이는 부도덕하기 짝이 없는 ‘공모’

일 뿐이다. 실제 두 사람은 모카잉과 그의 주요 지지자들이 연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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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몇 가지 의혹들을 제기한다. 근래에 불거져 나온 가장 큰 일은 

마을 얀봉응웨이[공동기금]의 행방이다. 본래 이 얀봉응웨이는 마을 

공유지를 팔아 축적해둔 돈이었다. 이렇게 공동기금을 축적할 수 있

게 된 것도 최근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얀봉응웨이는 2014년 7월에 외지인에게 땅을 팔아 생긴 

돈이었다. 오초예흐무인 모카잉이 이 돈 2천8백만 짯을 일단 맡아 

보관하기로 하였다. 그 후 마을 사업으로 농기계보관창고를 겸한 새

마을센터를 지을 부지를 마련하는 데 이 돈 중 7백만 짯을 사용하고, 

또 1백만 짯을 마을사무소를 수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리고 남은 

돈을 야미야파가 맡아 관리하기로 하였는데, 모카잉은 1천만 짯만을 

야미야파에게 넘겼을 뿐 남은 돈 1천만 짯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

다. 이상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야미야파가 그에게 남은 돈을 

독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딴쬬에 의하면 이는 야미야파 또한 맡아

둔 1천만 짯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주민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민들로부터 “이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는 말로 지시되는 

쪼뉴의 편에서는 이 공모관계를 한층 확신할 만한 몇 건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몇 년 전 모카잉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있었다. 당시 

모카잉은 오초예흐무였기 때문에6) 계약서 없이 모카잉 소유의 작은 

집터 두 곳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모카잉이 이 돈을 갚

지 않자 둘 사이에는 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담보로 잡혔던 집터 두 

곳 중 한 곳만을 쪼뉴에게 넘기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쪼뉴

는 모카잉뿐 아니라 야미야파 중 한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준 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역시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밤에 쪼뉴의 

6) 이전까지 이 마을의 오초예흐무는 모카잉이었는데, 2011년 떼인세인 대통령이 취임
하면서 딴쬬가 상급기관의 지명에 의해 오초예흐무가 되어 2년 동안 직을 수행하였
다. 그 후 2013년, 10가구 단위 구역 관리자인 10호 관리자(쎄에잉흐무) 10명에 의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다시 변경되면서 모카잉이 새로 오초예흐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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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찾아와 욕설을 퍼부으며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그는 모카잉과 

사이가 좋고, 마을 사업에 관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야미야파의 의견

을 모카잉 쪽으로 몰아가며 딴쬬를 압박하는 주요 인물이기도 하다.

주민들 전부가 모카잉을 편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카잉은 원

하는 바를 얻는 과정에서 항상 짝패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입지

를 다진다. 한 예로, 그가 사원의 종교행사를 위해 흘루간을 하여 

모은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자. 

보통 흘루간은 종교행사와 관련하여 사원의 일을 돕는 조직이 꾸려

져 이들이 마을을 돌며 주민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형태로 이루어진

다. 그런데 모아진 돈의 일부가 사원에로 가는 도중 사라졌고, 이와 

관련하여 오초예흐무인 모카잉이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흘루간 

조직과 모카잉 사이에 모종의 공모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 공덕을 쌓기 위해 주민들이 기부한 돈을 빼돌리는 행위는 대단

히 불경하고 부정한 일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짝패들과 함께 “나

누어 먹기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다. 이것이 새마

을사업과 관련한 모카잉과의 대립에서 딴쬬가 번번이 궁지에 몰리

게 되는 비밀이다. 개별사업의 실행방법을 두고 딴쬬와 대립할 때마

다 모카잉은 마을에서 중요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야미야파를 끌어

들였다. 이로써 자신은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야미야파와 딴쬬 간의 

다툼으로 대립구도를 교묘히 조작한다. 대부분 친족관계로 얽혀 있

는 주민사회에서 이러한 대립구도가 딴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

하는 것은 물론이다.

모카잉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주민사회 내부의 공모관계는 사뭇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 술과 도박을 하는 등, 종교 계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그릇된 행위들이 서로의 묵인 아래 주민들 간의 호혜적 

관계를 더욱 원활히 작동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종교 계

율로부터 일탈인 술과 도박이 어떤 경우에는 이웃 간 상호부조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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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이 되기도 하고, 또한 야미야파가 돈놀이를 하고 있는 공동기금은 

현금 압박에 시달리는 이웃의 숨통을 얼마간이나마 틔워줄 수도 있

기 때문이다. 사원으로 흘러들어 가야 할 재화의 흐름이 차단되는 

것은 분명 공덕 쌓기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

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가로채기가 종교적 명목으로 흘러나가는 

세속의 재화를 다시 공동체 내부로 회수하여 분배하는 효과를 만들

어낸다는 점에서 유익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회수된 재화가 모두에게 균등히 분배되지는 않

는다는 사실, 즉 공모관계의 짝패들과 침묵하는 다수 주민들 간에 

불균등한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계의 거의 전부를 현금에 의존하는 가난한 주민들은 공모자들이 

빼돌린 돈을 빌려 다급한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본질

이 착취라는 사실은 여전히 남는다. 사원에 와 공모자들의 비리를 

은밀히 폭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행태의 부당함을 분명히 인식하

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차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모관계의 바깥에 존재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왜 침묵함으

로써 암묵적으로 모카잉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지를 물어야 한다.

V. ‘아흘루’로서 공 개발원조와 ‘ 반’으로서의 폭력

1. 공동체 속의 폭력

생각하는 사람인 코이너 씨가 넓은 방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폭

력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을 때, 그는 자기 앞의 사람들이 뒷걸음

질을 치고 도망치는 것을 알아차렸다. 사방을 둘러보니 그의 등 

뒤에 바로 폭력이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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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지금 무슨 얘길 했지?”하고 폭력이 물었다.
“난 폭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하고 코이너 씨는 대답했다.
코이너 씨가[폭력이(필자 수정)] 가버렸을 때, 그의 제자들이 그

의 용기에 대해 물었다. 코이너 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난 얻어터질 용기는 없어. 나는 폭력보다 오래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브레히트, 상어가 사람이라면중 <폭력에 대한 조치> 중에서

모카잉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딴쬬와 쪼뉴를 한편으로 몰아 공

격하는 담론들의 이면에는 마을 내부의 다층적인 사회관계들이 자

리한다. 그것은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동체

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부 힘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마을의 ‘관행’을 강조하는, 두터운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의 처지

를 이해하고 다독이는 공동체적 면모 아래는 마을 공동의 재산을 나

눠먹는 것과 같은, 특정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일부 집단의 공모 

또한 자리한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씨깐을 중시하는 딴쬬와 대조

적으로 주민들과의 관계 맺기에서 나타나는 모카잉의 유연성과 그

로부터 얻는 신뢰는, 실제로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서라기

보다는 공공의 재화를 이리저리 옮기는, 일종의 요령에서 비롯된 것

에 가깝기 때문이다. 가령 마을길을 포장하는 공동 작업에서 모카잉

이 작업하는 이들을 대접할 때 쓴 비용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또한 작업시간에 늦은 일꾼

을 채근하지 않더라도 그가 작업시간을 감해주는 것은 아니다. 아마

도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그의 유연성과 친밀함은 더 많은 노동

시간을 짜내는 데 훨씬 효율적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주민들도 모카

잉이나 야미야파가 쪼뉴에게서 빌린 돈을 떼어먹은 일이라든지 마

을 공동기금이 부당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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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주민들은 왜 딴쬬의 씨깐보다 그의 부드러운 말 한 마디를 

더 좋게 바라보고 그를 따르는 것일까?

“딴쬬 뒤에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스님의 말씀 다음에는 “모카

잉 뒤에는 아무도 없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이 뒤따랐다. 그는, 오초예흐무로서 모카잉은 힘을 갖고 있으며, 

내킨다면 ‘도카’[고통 또는 어려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덧붙

였다. 오초예흐무가 가진 힘을 가리킬 때 그가 사용한 ‘쑹아’ 또는 

‘아나’라는 용어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힘, 즉 권위와 

비슷한 의미인 ‘오자’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강제와 처벌의 의미를 

내포하는 힘이다. 사법적으로 작동하지만 사법외적이기도 한 힘으로

서, 마을의 치안과 행정을 모두 관리하는 오초예흐무에게 고유하게 

부여되는 힘이다. 애초에 이 힘은 독립 후 반군들이 들끓어 치안이 

어수선하던 시절에 부여된 권한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군부정권

이 지속되는 가운데 마을의 행정관은 항상 그 ‘위’에 있는 무시무시

한 힘을 상기시키는 존재였고, 그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이란 행사되지 

않을 때조차도 잠정적으로 늘 두려움 갖게 하는 것이었다. 모든 오초

예흐무가 다 이런 힘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힘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모카잉이 그런 사람이다.

오초예흐무의 힘은 주민 일상의 거의 모든 범위에 걸쳐 행사된다. 

미얀마에서는 마을에 외부인이 들어오면 오초예흐무에게 신고해야 

한다. 집에 손님을 들이는 데도 오초예흐무에게 먼저 신고해야 하고, 

만약 그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손님이라도 마을에 머물게 할 

수 없다. 또한 오초예흐무는, 가령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을 크게 하

여 신고가 들어갈 경우 해결의 대가로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요구한 돈을 내지 않는다면 집에 있는 소를 끌고 갈 수도 있다. 실제

로 모카잉이 남의 집 소를 끌고 가거나 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오초예흐무의 자리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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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오초예흐무 모카잉이 실제로 

여러 모로 ‘도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주민들은 그간의 

여러 경험을 통하여 확신한다. 일례로 그는 경찰과 잘 아는 주민 한 

사람과 함께 마을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빗거리를 크게 부풀려 경찰

을 끼고 돈을 받아낸 일이 있었다. 두 사람이 짝패가 되어 경찰을 

끼고 있으니, 작심을 하고 뭔가를 하려고 들면 피할 길이 없다는 점

을 주민들은 잘 안다. 그가 가진 ‘쑹아’, 곧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란 

바로 그러한 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도 오초예흐무의 직책은 힘을 가질 수 있

는 자리이다. 2011년경부터 활발히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을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공식적으로 토지거래가 불법이던 

과거나 토지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진 최근이나, 마을에서 토지의 양

도나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오초예흐무를 거쳐야 한다. 

중개인을 통한 거래라도 오초예흐무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 대가로

서 오초예흐무는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챙긴다. 더

구나 농지의 전용을 불허하는 현행 농지법상 실거래가 이루어진 경

우라도 부재지주들이 당분간 구매한 농지를 그대로 마을 관리 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있는 오초예흐무는 거래된 

농지의 관리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땅을 판 주민과 

오초예흐무의 관계에 따라 팔린 농지는 원래의 소유주가 임대료 없

이 그대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료를 

내고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 임대료는 보통 에이

커당 2만 쨧 정도가 지불되는데, 이 임대료가 부재지주에게로 가는

지 아니면 관리를 맡은 오초예흐무에게로 가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

렇게 모카잉은 근래의 농지거래 덕분에 자신의 농지 15에이커에 부

재지주의 농지 85에이커를 합하여 총 100에이커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그 외에 추가로 주민들에게 임대된 100에이커의 농지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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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물론 오초예흐무이기 때문에 그는 임대료 없이 농사를 

짓는다. 오초예흐무의 힘과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이처럼 크다.

“모카잉 뒤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스님의 말씀은 오초예흐무로서 

모카잉이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인 힘의 범위를 마을 내로 한정시킬 

경우에는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초예흐무로서’ 행사하

는 힘이라는 점에서 그가 행사하는 힘은 제도화된 힘이며, 그 ‘뒤’에

는 국가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을에 소속

되어 있는 주민 전체는 하나의 ‘오쑤’[집단]로서 국가 통치의 최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초예흐무는 이 오쑤의 관리자이자 대

리인이다. 한 개인으로서 오초예흐무가 폭력적인 힘을 행사하든 그

렇지 않든, 오쑤는 이미 통치하려는 의지를 지닌 국가에 의해 연대책

임을 지는 하나의 덩어리로서 호명된 집합체이며, 따라서 하나의 오

쑤에 소속되어 자신의 집 벽에 적을 번지수를 받는 순간부터 잠재적

으로 국가 폭력에 노출된다.

이처럼 거대한 폭력이 뒤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의 오초

예흐무는 어떤 사람이 맡는 것이 더 나을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일을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강압적이기는 하나 일사불란

하게 주민들을 관리하면서 국가 앞에 마을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

는 사람일까? 주민들은 오초예흐무 모카잉이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도 주민들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좋게 말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

도록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비록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도카’를 줄 수 있는 자이기도 하나 그는 여러 

층위에서 주민들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민들 편에서도 그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롭다. 또한 오초예흐무의 직위가 보

장해주는 여러 이점을 감안하면 모카잉 역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

지기반으로서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를, 가령 바쓰가 묘사한 바의 팍툰 지도자와 그의 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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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맺는 관계와 같이 서로의 이해관계 실현을 제일원칙으로 하

는 합리적 거래행위 모델(Barth 1959; Asad 1972 참조)이라든지, 통

합적인 체계로서 공동체를 지탱하는 공유된 가치규범에 준거하는 

‘도덕경제’(스콧 2004)로서 분석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오초예흐무 

모카잉의 권력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을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국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의식은 다양한 형태로 

그들의 삶에 위협을 가해온 이 외부에 대한 감각을 통해 형성되어 

왔다. 호혜성과 도덕경제는 주민사회 내부의 다층적인 사회관계의 

한 차원으로서 여전히 파묻혀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을 작동시키는 

힘의 본질이 폭력이라는 점은 재차 강조될 필요가 있다. 주민사회 

내부의 호혜적 관계들은 한편으로는 ‘폭력에 대한 공포’에 의해, 다

른 한편으로는 폭력보다 오래 살아남기 위한 전략인 ‘공모’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국가권력을 상기시키는 공동체 속의 폭력 모카잉이 

원하는 것을 갖게 허용하는 대신 그로 하여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길들이는 전략-이것이 공모체로서 공동체가 유지되는 

비밀이다.

2. 반: 공동체 머의 폭력

두 형제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주민들 상호

간의 호혜적 관계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주된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딴쬬의 씨깐이 아니라 모카잉의 폭력이다. 딴쬬의 씨

깐 모델-원자와도 같은 각 개인들이 하나의 규율에 따라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것-로는 복잡한 사회관계를 통해 그나마 간신히 지탱되

는 생계에 대한 위협을 감당해낼 수 없다. 딴쬬나 ‘그의 뒤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모카잉은 이 뒤

엉켜 있는 삶과 그것을 지탱하는 원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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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한다. 그는 오초예흐무로서 자신이 행하는 폭

력이 오랜 세월 국가의 폭력 아래 살아온 사람들에 의해 당연시되고, 

따라서 묵인되는 폭력이라는 점을 잘 안다.

이렇게, 폭력과 함께 살아가면서 폭력보다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한 

현실감각을 길러온 사람들에게 이미 면역된 폭력은 폭력이 아닐 수 

있다. 그보다는 폭력에 부대끼며 만들어온 어떤 규범에 대한 ‘위반’

이 더 폭력적인 것으로서 느껴질 수 있다. 두 형제의 대립으로 표출

된 갈등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종류의 위

반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위반’을 

규정하는 사람들의 감각 또는 규범이라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주민들로부터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 “꼬리야가 흘루다”이다. ‘한국이 흘루한 것’이라는 뜻이다. ‘흘

루’는 ‘흘루디’, 풀이하면 ‘기부하다’ 또는 ‘증여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어근이며, 이것의 명사형은 ‘아흘루’이다.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주민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증여, 그것도 무상원조라는 

점에서 되갚을 의무가 없는 순수한 증여가 된다. 그런데 미얀마에서 

이 ‘아흘루’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의 뜻 이상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의미를 함축한다.

‘아흘루’라는 용어는, 가령 사원이나 파고다를 건립하는 등의 일이

나 승려들에 공양을 하는 등 내세를 위한 공덕을 쌓기 위해 행하는 

기부 또는 그것이 행해지는 의식( 式)을 가리키는 말이다. 크든 작

든, 주최자가 개인이든 집단이든 아흘루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

는데, 이때 매우 인상적인 두 가지 의식을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승려가 설법하는 동안 모여 앉은 사람들의 무리 앞에서 찻주전자의 

물을 한 방울씩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리는 의식이다. 이는 “예삿

차 아흐먀외디”, 풀이하면 ‘물이 끊임없이 떨어지듯 (공덕을) 나누어 



84  동남아시아연구 26권 2호

가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이다. 다른 하나는 승려의 설법이 

끝난 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제창하는 “아흐먀코디”, 즉 아흐먀[나

눔]를 부르는 의식으로, 사람들은 이때 아래와 같은 구절을 세 번 

제창한다.

알롱짜짜따흐먀 아흐먀아흐먀아흐먀 유도무짜바꽁도 따두따두

따두

(모두들 들으세요. 나눕니다, 나눕니다, 나눕니다. 모두 떨어질 때

까지 나눕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흘루에서는 반드시 이 ‘아흐먀코디’가 함께 행해지며, 이렇게 하

여 개인적으로 공덕을 쌓을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흘루

신’[아흘루의 주최자] 덕분에 공덕을 나누어 가지는 기회를 얻게 된

다. 이런 점에서 아흐먀코디는 아흘루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공평히 

공덕을 나눈다는, 사회관계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규범으로서 평

등과 호혜성의 원칙이 종교의식을 통해 공식화된 것으로서 볼 수 있

다. 그러나 이 연결지점이야말로 종교가 이상화하고 있는 규범의 도

식을 빌어 세속의 도덕이 끼어드는 틈새이기도 하다.

아흘루-아흐먀의 의식은 공덕을 쌓고 이를 나눈다는 종교적 차원

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부유한 사람들이 경제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그것의 나눔을 통해 위신을 얻는, 사회적 위계가 

공식화되는 장이기도 하다. 아흘루를 통해 아흘루신과 참여자들 사

이에는 후견인-피후견인 관계와 유사한 관계 맺기가 이루어진다. 미

얀마의 정치인들이 대대적인 아흘루를 개최함으로써 지지기반을 확

보하는 것이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필자가 현지조사를 수행

한 다른 한 마을의 경우 이웃마을 출신 장관이 매년 몇 차례씩 중요

한 종교행사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필기구와 교복을 선물하고, 또 노

인들에게 용돈 조의 금전과 론지7) 등을 선물하는 성대한 아흘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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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곤 하였다. 주민들은 그를, 출세한 후에도 고향 사람들을 잊지 

않고 챙기는 든든한 후견인으로 여기는 듯했다.

그런데 종교적 공덕을 쌓고 나눈다는 목적 이외의 다른 의도를 담

은, 순수하지 않은 증여로서 아흘루의 속셈을 사람들은 간파한다. 이

렇게 아흘루를 개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장관 자신의 사재에서 나

온 것인지를 묻는 필자에게 주민 한 사람은 이렇게 답하였다.

그도 여기저기 꼼빠니[기업] 같은 데서 흘루 받는 거지요. 장관에

게서 힘을 얻으려고 여러 곳에서 흘루한 걸 여기 와서 나누고 

…. 그게 다 선거 때 표를 많이 얻으려는 뜻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흡사 성대한 포틀래치와도 같은 이러한 아흘루의 자금

과 물자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아흘루에 기꺼이 동참하여 공덕을 나눈다. 아흘루의 재화

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든, 또 아흘루신이 어떤 사람이든, 적어도 나

눌 줄 아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 나은 법이다. 그것이 순수한 

증여인지 아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만 더 많이 가진 자는 아

흘루를 통해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그것이 그들의 폭압적인 정

부 아래 살아온 사람들이 종교의 우산 아래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아흐먀코디’를 통하여, 체화한 현실감각이요, 도덕규범이다. 그리고 

이 규범은 응당 나누어야 할 자가 나누지 않는 것을 ‘위반’으로 규정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았을 때, 주민들에 의해 ‘아흘루’로 표현되

는 마을에서의 개발 사업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이 당연

한 것으로서 여기는 규범을 위반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 보자.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위반은 쪼뉴에 

대한 주민들의 배제에 내포되어 있는 위반이다. 마을에서 개발 사업

7) 미얀마 사람들이 입는 하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참고로, 미얀마에는 어른들에게 과
자와 론지를 선물로 올리는 풍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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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되기 전까지 딴쬬와 모카잉 형제는 별로 싸울 일이 없었던, 

“집에서 사이좋게 놀고 있는 닭 두 마리”였다. 그런데, ‘위’에서 시키

는 대로만 일하려 들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닌 딴쬬가 쪼뉴와 

어울리면서 검댕이가 묻게 되었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대체 왜 주민

들은 쪼뉴를 그처럼 밀어내는 것일까? 그가 마을 일을 상의 없이 처

리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다소 빈약하다. 오히려 그에게서 돈을 빌

렸던 모카잉 등과 다툰 일이 그를 밀어내게 한 원인이라고 추정해보

는 것이 더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모카잉 등이 숨기고 있는 이 

불순한 내막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쪼뉴를 밀어내기 위해 만들어낸 

구실들이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전술하였듯이 쪼뉴는 마을에 들어와 큰 재산을 모은 사람이다. 그

런데 그의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었던 데는 한국의 지원으로 이루어

진 개발 사업의 공도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을의 첫 사업으로 

지어진 다리가 쪼뉴의 도정공장이 있는 강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

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에도 사람들은 쪼뉴의 도정공장에서 쌀을 빻

았지만, 농지 대부분이 다리 건너에 있었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치 

않았다. 그런데 개발 사업으로 다리가 건설되면서 사람들은 이전보

다 훨씬 수월하게 수확을 마친 벼를 실어 나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이었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재산이 보여주듯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쪼뉴였다. 마을에 들어온 이래 이미 

상당한 재산을 모았던 쪼뉴는 이렇게 다리 건설로 인해 더 큰 부를 

쌓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훗날 그가 다리 증축으로 인한 추가경비 

중의 상당금액을 부담한 일을 주민들은 대수로운 일로 여기지 않았

다. 어차피 쪼뉴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쪼뉴는 몇 가지 일에서 주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규범을 위반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첫해 마을 사업으로 시행된 지붕

개량 사업 때의 일이다. 총 48가구의 지붕을 덮을 수 있는 양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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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었던 이때, 너나할 것 없이 가난한 마을에서는 무엇인가 나눌 

것이 있을 때마다 행하던 제비뽑기로 양철을 받을 가구를 추첨하였

다. 당첨된 여러 사람들 가운데는 쪼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양

철을 받아 자기 소유 도정공장의 지붕을 개수하였다. 양철 제비를 

뽑지 못한 사람들은 전생에 쌓은 공덕의 양이기도 한 ‘깐’[업(karma), 

또는 운]에 딸린 일이라 생각하며 한편 체념했겠지만 마을의 제일 

부자인 쪼뉴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고 양철을 차지한 데 대해

서는 좋게 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쪼뉴와 친하고, 쪼뉴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그를 변호해주곤 하는, 건강상의 문제로 새마을지

도자 자리를 퇴임한 전 새마을지도자 툰르윈은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나는 9에이커 땅에 농사를 짓고, 또 제재소도 가지고 있다. 나는 

마을에 기부금이 들어오면 잘 사는 사람은 받지 말고 못 사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못 사

는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잘 살겠다는 마음도 가지게 된다. 나는 

다른 집들에 비하면 잘 사는 편이니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한국이 지붕 양철과 지하수 등을 지원해 주었

다. 나는 물질적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두 양보했다. 없는 사람들에게 양보해 주어야 내가 그 사람들

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내가 틀린가, 옳은가? 
그런데 우 쪼뉴는 물질적 지원을 받았다. 지붕개량사업 때 양철

을 받았다. 우 쪼뉴는 부자지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는 다르다. 
그의 도정공장 지붕은 모두 새마을에서 지원해 준 것이다. 사람

이라는 게,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양보해 주어야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이런 

생각이 맞는가, 틀린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 이런 것이며, 이는 본래의 ‘아흘루-아흐먀’의 도덕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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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 실현되는 방식이다. 쪼뉴는 이 규범을 위반한 “외지사

람”이다. 아마도 이 ‘외지사람’이라는 표현은 그가 이 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지시하기 위해 사람들이 손쉽게 끌어올 수 있는 개념이었을 

것이다.

국제개발원조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두 번째의 위

반은, 주민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과는 다른 여러 “씨깐”들이 강요된 

데서 발생하였다. 사실 딴쬬가 강조하는 바의 씨깐들이란 대부분 지

원주체 측에서 부과하는 규정이나 지침들이다. 개발원조의 시행주체

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개발계획은 이미 완성된 프로그램으로서 

현지사회에 도착한다. 세부사업항목이나 그것의 실행방식에 주민들

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반영한다 해도 

개발 주체가 설계한 청사진에 부합하는 항목만이 수용되고 그에 따

라 예산이 배분된다. 이렇게 한 번 수립된 개발 계획은 여지없이, 

원칙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딴쬬-모카잉 형제가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격렬하게 충돌하였던 

마을 안길 포장공사 당시의 일은 지원주체가 정한 원칙에 따라 사업

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

는 사건이었다. 두 사람의 충돌로 딴쬬가 새마을지도자 직을 사퇴하

겠다는 뜻을 알리자 지원주체는 관련 인물들을 불러 모아 ‘여기서 

일을 맡아 추진하는 한국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네들 뜻대로 할 것인지 잘 상의해 보라. 만약 우리가 하

자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 한국으

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위협이다. 결국 딴쬬가 주장한, 즉 “몇 

십 년 경력의 고속도로 전문 기술자”인 한국 전문가가 지시한 방법

으로 작업은 마무리되었지만, 이는 그의 등 뒤에 있는 ‘외부’에 주민

사회의 갈등을 노출시킴으로써 마을로 들어온 아흘루가 회수될 수

도 있는 위기를 겪은 끝에 얻은 승리였다. 그러나 그의 이런 승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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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

한국의 고속도로 공법으로 마을 안길을 포장하는 데는 막대한 비

용이 들어갔지만, 책정된 예산 한도로 인해 당초 계획하였던 480미

터가 아닌 388미터만을 포장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대형 트럭이 

오가도 끄떡없는, 몇 십 년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국 전문가는 말했지만, 실상 마을에는 아직 그런 도로가 

필요치 않다. 포장하지 못한 채 남은 구간을 같은 공법으로 주민 자

부담에 의해 포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그렇게 포장한다 해

도 그 길의 끝에는 좁고 허술한 나무다리가 놓여있다. 그 너머에는 

우기가 닥치면 길조차 사라지는 농지가 펼쳐져 있다. 주민들에게는 

고속도로 같은 마을안길보다는 농로를 포장하는 쪽이 더 유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의 이러한 사정을 지원주체는 고려하지 않는다. 

계획에 따라, 그리고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사업을 실행할 것이 요구

되었고, 딴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 일을 관철시켰다. “딴쬬 뒤

에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주민들의 말은 이러한 일방적인 사업 

추진방식의 온당치 못함에 대한 지적이었다.

한국은 분명 마을에 ‘아흘루’를 베푼 ‘아흘루신’이다. 그렇지만 아

흘루신과 수혜자의 관계는 호혜적이면서 평등해야 한다는 게 원칙

이다. 아흘루신이 아흘루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신의 공덕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다. 나눈다는 것은 

그가 더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아흘루의 참여자들

은 그의 공덕을 오히려 더욱 크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이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평등하다. 그렇지만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동

안 주민들은 ‘아흐먀’의 불균등과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력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부유한 사람을 더 부유하게 하고, 

비록 폭력이 내재된 것이었으나 이전까지 이 사회관계를 지탱하던 

도덕률을 위압적으로 개조하려 드는 것이었다. 이야말로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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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한 ‘위반’, 또는 공동체 속의 폭력보다 더 큰 폭력이다. 딴쬬-모

카잉 형제에 대한 주민들의 차별적인 지지는, 마을이 만약 하나의 

공동체라면 공동체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답을 폭

력에 부대끼며 살아온 삶 속에서 터득한 그들의 감각을 통해 드러내

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Ⅵ. 결론

딴쬬-모카잉 형제의 대립을 개인들 간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은 

두 사람이 공히 속해 있는 모체로서 마을이라는 사회적 관계의 장이 

지닌 성격과, 두 사람이 차별적으로 맺고 있는 외부와의 관계가 권력

의 효과를 생산해내는 동학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든다.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난 두 형제의 대립은 마을에 작용

하고 있는 두 개의 힘이 주민들에게 불균등하게 경험되고 있음을 드

러내주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보아야 한다. 개발 사업이 추진되

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갈등관계가 발전되어왔고, 그에 따라 마을 

내부의 정치적 장이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 분석의 출발점이 되어

야 한다. 이를 출발점으로, 두 형제에 대한 주민들의 차별적인 지지

가 말해주는바, 개발의 과정이 어떤 점에서 그들이 익숙해져온 삶의 

환경을 시정하려드는 위반이자 폭력으로서 지각되기에 이르렀는지

에 대하여 답해야 한다.

원칙에 따라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딴쬬와 달리, 종교적 규범

이 바람직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카잉을 주민들은 더 친밀하게 여기고 신뢰한다. 실제 마을 

안에서 그는 마을공동기금을 감추고 사원으로 들어가야 할 돈을 빼

돌리는 등 여러 종류의 부정과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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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딴쬬가 상급기관의 지시로 오초예흐무를 맡기 전에도, 그리고 다

시 주민에 의해 선출하게 되었을 때도 주민들은 모카잉을 오초예흐

무로서 선택했다. 왜일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가령 바쓰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지도자를 

선택하는 스왓의 농민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인 행동

은 아닐 수 있다. 언뜻 후견인-피후견인 간의 호혜적 관계로 보이는 

이 관계의 본성이 착취인 한(Asad 1972), 누가 지도자가 되건 가난하

고 힘없는 사람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을 그 나름의 호혜적 관계에 의해 지탱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본

다면, 이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완전히 배제했을 때라야 가능

하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고립된 채 살아온 역사 없는 사람들

(울프 2015)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깊숙이, 그리고 전 지구적으

로 작용해온 힘에 부대껴온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국에 의한 식민통치와 일본군의 점령, 그리고 독립 후의 내전과 

길고 폭압적인 군부독재 등을 차례로 겪으며 위태로운 삶을 살아온 

미얀마 사람들에게, 외부란 항상 얼마간 평화로운 시절에조차도 안

심할 수 없는 직접적, 잠재적 폭력으로서 경험되어왔다. 마을은 이러

한 외부에 의해 식별 가능한 최소의 통치단위로서 구성되었으며, 그

것을 하나의 사회조직으로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힘은 다름 아닌 

통치 권력이 행사하는 폭력이었다. 이런 조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을 뿐더러, 누가 되어

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그나마 나은 사람을 고르겠다고 번번이 지

도자를 바꾸는 것 또한 합리적인 판단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착취

적, 폭력적 관계를 내부에서 길들여 더 큰 외부의 폭력에 방비하는 

편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국가라는 거대한 폭력을 상기시키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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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작은 폭력 모카잉에 대한 주민들의 모순적인 태도가 이러한 살

아남기의 전략을 보여준다.

아흘루-아흐먀의 의식 또한 폭력적인 상황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어떻게 지배의 코드를 자신들의 문화에 융화시켜 견딜만한 것으

로서 변형시켜 왔는지를 보여준다. 지배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장치

인 종교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의 도덕적 명령”(살린스 2014: 

293)으로서 재공식화하는 이 의식은, 흡사 국가 없는 사회의 원시공

동체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의한 부자의 착취”(끌라스트르 2009: 

274)를 정당화하는 사회적인 힘의 한 차원을 보여준다. 미얀마 사회

에서 불교는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이되, 일관되고 통합적인 체계라

기보다는 정치경제적 지배질서 안에서 살아온 경험과 감정, 관계들

이 어수선하게 뒤섞인 채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Roseberry 1989: 75)으로서 보아야 한다. 즉 문화체계로서 

사람들의 실천을 안내하는 체계적인 도식(기어츠 1998)이라기보다

는, 차라리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능으로부터 길러진 하나의 ‘감

각’이라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각은 어떤 점에서 마을에서 진행된 개발 사업

을 새로운 형태의 폭력으로서 지각하는가? 주민들의 삶에 지속적으

로 작용해온, 그리고 앞으로도 작용할 국가의 힘은, 개발 사업이 진

행되는 동안 차라리 호혜적인 것으로서 인식되었다. 이에 반해, 지원

주체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개발 사업을 실행해가는 새마을

회, 특히 이 조직의 지도자인 딴쬬와 쪼뉴는 오로지 지원주체의 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위에서 내린’ 지시대로 이행할 것을 강요하고, 그

들이 한국에서 교육받은 ‘새마을정신’과 달리 행동하는 주민들의 삶

을 비난하였다. 지원주체 측에서 강조하는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

라 형식을 갖춘 주민회의는, 실상 모카잉이 비난하듯 “참석한 사람

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참석한 모든 사람이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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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찬성한다고 동의한 양 회의 전에 먼저 모두에게 서명을 하도록 

하는” (지원주체 측에서 회의 증빙자료로서 요구한) 참석자 명단처

럼, 실제로는 전혀 민주적이질 못하다. 원칙과 지시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사업 추진방식은 각자 생계벌이에 바쁜 주민들을 동원해

야 하는 공동 작업에서조차 주민들의 사정이나 의견이 반영될 여지

를 허용치 않는다. 공동체로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조’와 

‘자립’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이 참여적 개발에서 ‘참여’란, 그야말로 

주민들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동노동에 의해서만 실현되고 있

는 셈이다.

단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만 개발 사업이 문제적인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적 경험을 통해 길러진 감각으로서 아흘루-아흐먀의 도덕규범

이 보여주는 바의,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나눈다는 원칙을 거스

른다는 점에서 이 개발 사업은 ‘위반’이다. 새마을회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원주체와 각별히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분명 공정치 못한 일이다. 

마을 제일가는 부자인 쪼뉴는 지붕 양철을 마땅히 더 가난한 다른 

주민들을 위해 양보했어야 했고, 또한 사업으로 지어진 ‘풍요의 다

리’ 덕분에 더 많은 부를 쌓게 되었다면, 그 부를 마을을 위해 베풀어

야 했다. 하지만 마을에 들어와 살면서 부를 쌓게 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그는 마을을 위해 어떠한 ‘아흘루’를 하는 일도 없이 홀로 부유해

져갔다.

이런 쪼뉴로 인해 ‘검댕이가 묻은’ 딴쬬는 어떠한가? 그도 쪼뉴를 

따라 양계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마을공동사업으로 책정된 양계사업 

자금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두 배 규모로 양계장을 지었고, 그 양계

장은 그의 집 뒤에 자리하고 있다. 물론 그는 마을 사업용 계사와 

자신의 계사를 분리하여 운영하면서 꼼꼼히 사육현황과 투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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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을 적어두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 

눈치이다. 양계장에서 냄새가 나거든 자신에게 알리라고 모카잉이 

주민들을 들쑤신다고 딴쬬는 주장하지만, 이렇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은 모카잉 한 사람만은 아니다. 주민들이 모카잉에게 공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마을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자리하

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그것은, 가령 친족관계이고 

같은 종교를 공유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즉 동원의 대상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참여의 사회적 의무를 이

행하기는 하되, 그러한 의무를 다한 대가로서 나누어받을 권리 또한 

갖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공동체이다. 딴쬬-모카잉 형제에 대한 주민

들의 차별적인 지지는,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

는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의 문제라는 점을 보

여준다. ‘아흘루’로서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아흐먀’에 대한 요구와 

결합된 실천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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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흘루’로서 공적개발원조와 ‘공동체’: 
미얀마 새마을운동 ODA 사업 현장에 관한 민족지

김 희 숙

이 논문은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미얀마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된 이래 주민사회에서 발생한 갈

등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개발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개발

현장에 작용하는 힘은 대개 단일한 하나의 힘으로서 상정된다. 그 

결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사회의 갈등을 이해관계를 둘러

싼 주요 행위자들 간의 경합으로만 볼 뿐, 이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하

지 않는 다수의 주민들이 왜 이들의 정치에 가담하게 되는지를 설명

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이 논문은 ODA 사업의 공여국 측 지원주체

와 수원국 국가라는, 시간지속을 달리하는 두 종류의 힘이 개발현장

인 마을에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국가의 힘이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작용해온 마을에서 주민들 간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어

온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개발 사업을 통해 작용하는 새로운 외부 힘

에 대한 대응으로서 ‘공동체’의 관념이 어떻게 정치적 동력을 갖추

게 되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사회 내부의 갈등이 현지사회의 사회문화적 경

험 속에서 형성된 분배의 정의(正義)에 관한 규범과 밀접히 연결되

어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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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ODA, 새마을운동, 국가, 개발프로젝트, 정치과정, 마을, 공동

체, 아흘루, 아흐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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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munit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id 
as ‘Ahlu’:

Ethnography of Saemaul ODA Project Field in Myanmar

KIM Hee Su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nature and meaning of conflicts among 

the villagers, which have occurred in Myanmar rural village since the 

Saemaul ODA project was implemented.

Previous studies on the development, assume that the power 

relations at the development field is simple and of one origin. As 

a result, these studies interpret the conflicts only as a competition 

between the main actors, and they could not explain why the rest 

of villagers, who do not share the direct interests with the main actors, 

are involved in the main actor’s politics.

In contrast, this paper shows that there are ‘two different origins 

of power’, functioning in the development project site: one from 

donor country’s development agency and the other from the state of 

recipient country. This article examines the way in which social 

relationship has been built in a village as a community, where the 

power of state has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And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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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ues that the social conflict, which was caused by a new external 

power dur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project, is deeply related 

with justice of distribution.

Key Words: ODA, Development Project, Saemaeul Movement, State, 

Political Process, Village, Community, Ahlu, Ahm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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