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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집단의 종족과 국가에 대한 인식:
자카르타의 아쩨인 공동체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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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종족이 독자 인 문화를 발 시켜 온 다종

족(多種族) 국가이자, 체 인구의 약 88%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

이다. 이러한 실에서 인도네시아가 가진 다양한 문화는 학자나 여

행객에게 흥미로운 요소로 받아들여지지만, 인도네시아 내부 으로

는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여겨진다. 특히 빤짜실라

(Pancasila)의 통일 인도네시아 이념은 수하르토(Suharto)  통령

의 ‘신질서(Orde Baru)시 ’에 확고한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는다. 인

도네시아는 재까지도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하나의 인도네시아” 

혹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의식을 심는데 역 을 두고 있다(Smith 

2005: 132).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리와 독립을 요구하는 외방도서 종족

들과 자바족을 심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앙정부 사이의 갈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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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고 있다. 수하르토  통령이 1998년 물러난 후  통령인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에 이르기까지 격한 정치변

동과 사회폭력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하지만 국가  통일성을 유지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인 종교와 종족에 기 한 균열은 여 히 존재한

다. 이  아쩨 특별자치주(Nanggroe Aceh Darussalam)는 이러한 균열

을 잘 보여주는 지역이다.  

수마트라 섬 최북단에 치한 아쩨주는 인도네시아 체면 의 

약 2.7%를 차지하고, 인도네시아 인구의 2%인 400만명이 거주한다. 

주민의 85%가 아쩨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메카의 베란다(Serambi 

Mekah)’라고 불릴 만큼 이슬람교가 주민생활에 으로 향을 

미친다. 역사 으로 이슬람이 동남아시아에 처음으로 된 지역

이자, 인도네시아 군도에 이슬람을 확산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Riddle 2006: 49). 더불어 이 지역은 향료무역의 거 으로 인도

네시아 군도 서부지역을 비롯한 말라까(Malacca) 해 의 가장 부유

하고 강성한 왕국이었다. 19세기 들어서는 네덜란드에 항한 반식

민 투쟁의 거 이었고,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고 

시도한 지역이었다(Strange 1992: 209).

이상과 같이 술탄 시 의 번 과 식민지 침탈에 한 항의 역사는 

1950년  이래 분리독립운동의 역사  연원을 제공한다. 더불어 천연

자원 개발과정에 따른 심한 박탈감 역시 분리독립운동의 주요한 요인

이 된다. 하지만 2004년 발생한 쓰나미는 분리독립운동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한다. 쓰나미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분리독립운동 세력인 자유아쩨운동(Gerakan Aceh Merdekat, 

이하 GAM)간의 평화 상 분 기를 고양시켰다. 그 결과 양측은 2005

년 헬싱키평화 정을 맺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6년 아쩨지방정

부법(Undang-Undang Pemerintahan Aceh)이 만들어진다. 아쩨지방정

부법이 아쩨 지역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과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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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렬한 분리독립운동에 한 명분은 약화되었다(Heiduk 2006: 6).

아쩨 지역 역사는 아쩨인의 정체성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없는 

복합성을 담고 있다. 아쩨인의 번 , 정치경제  박탈, 분리독립운

동 그리고 평화의 역사  경험은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해왔다. 소수

종족으로 아쩨인의 정체성은 이러한 역사  맥락에서 지배세력인 

자바인과 때론 경쟁하고 때론 타 하는 정치  과정을 통해 형성되

었다. 아쩨인의 정체성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경험을 통하여, 어떤 

내용으로 형성되고 표출되는지를 단하기란 간단치 않다. 

이처럼 복합 인 정체성의 일면을 들여다보기 하여, 연구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1)에 거주하는 아쩨인의 모임인 따만 이스칸다

르 무다(Taman Iskandar Muda, 이하 TIM)에 주목한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아쩨 이주민의 정치 ㆍ사회 ㆍ문화  경험이 이들의 정

체성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 좀 더 구체 으로 본 

연구는 두 가지 목 을 가진다. 첫째, TIM의 구성원이 가지는 종족

과 국가에 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둘째, TIM 구성원이 

처한 정치경제  맥락과 사회문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종족정체

성을 어떻게 활용하고 표출하는지를 검토한다. 

Ⅱ. 이론  배경과 연구방법

1. 이론  배경

이 연구의 주된 배경인 인도네시아는 지역과 종족에 기 한 타자

1) 연구자는 연구 상을 자카르타 아쩨인의 모임이라고 하 지만, 실제 TIM 구성원이 

거주하는 지역은 인도네시아 수도권 지역인 자보드따벡(Jabodetabek: Jakarta, 
Bogor, Depok, Tangerang, Bekasi)이다. 하지만 TIM 공식 휘장에 TIM Jakarta를 사용

하기에 본고에서는 자카르타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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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심화된 지역이다. 타자화는 종족성과 국민통합담론간의 립

으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정체성의 정치’는 국민통합

에 한 개념을 살펴보는데 있어 핵심어구이다. 흔히 정체성의 문제

는 ‘타자’의 구별과 연 된다. ‘타자’와 ‘나’와의 구별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authenticity)'을 발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 기억, 주장 등을 특권화하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다른 배제의 체계를 만든다(고동  1999; 김경학 2006: 131 재인용).

를 들어, 1945년 인도네시아 독립과정에서 독립 주체세력은 수

카르노(Sukarno)를 심으로 하는 자바족이었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주체세력은 자바족으로 이들 집단은 지

속 으로 타종족에 한 통합정책을 펴 왔다. 이러한 통합정책의 근

간에는 ‘정체성의 정치’를 엿볼 수 있다. 즉, 자바족은 비자바족과의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진정성을 선 하고 제도권 내에서 권 를 

선 할 수 있다. 

물론 정체성의 정치가 단순히 제도  정치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특히 세계화와 국가화 된 시  정체성의 정치는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힐과 슨(Hill & Wilson 2003; 김경학 2006: 

131 재인용)은 정체성의 정치를 “공유된 는 특정한 자신들의 정체

성 개념에 기 하여 모든 사회 , 정치  제도와 집단 내에서 발견

되는 개인 권력과 집단 권력의 문제”로 정의한다. 주목할 은 정체

성의 정치가 단순히 제도  정치 외에도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속의 

일련의 담화나 행 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에서 언 한 자바족의 

정체성의 정치 역시 자바 문화담론의 형성과 보 에서 더욱 뚜렷하

게 나타난다.

이러한 자바족 문화담론의 형성과 배경에는 근  이후 나타난 그

리고 민족에 의해 ‘상상된’ 근  국민국가(National State)에 기 한

다. 20세기 들어 더욱 극명해진 근  국민국가 담론은 언어,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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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문화 등 이질 인 요소를 하나의 단일한 요소로 만드는 노력

이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주체간의 립으로 문화담론의 형성과 보

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국가 통합 이데올로기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는 원주민 

종족성이 약화되기보다는 여 히 이질 이고 다양한 원주민의 종족

성이 유지ㆍ강화되는가에 의문을 품고 있다(김세건 2003; 박장식ㆍ

김홍구ㆍ이 수ㆍ김경학ㆍ박정석ㆍ우제  2000). 이에 해 다

수의 연구는 종족성에 한 담론과 국민통합 담론에 한 허구성이 

있고, 이 자체가 “상상되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일상

의 역에서 종족성의 생산과 재생산은 꾸 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음으로 논의할 이론  배경은 이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는 종

족집단 그에 따르는 종족성의 재생산이다. 앤더슨(Anderson 1992)

은 근  기 규모 이주는 신속하고 안 한 장거리 운송수단과 

자본주의 발 으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에 어든다. 특히 근  기 

규모 이주 집단은 새로운 정착국에서 문화  동화를 형성하기 힘

들었다. 따라서 이들 집단은 게토(Getto)를 형성하여 모국에 한 향

수와 경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근 의 이주와 달리 최근의 이주는 세계화와 국가화된 상황에 

의해 주도되었다. 따라서 최근 연구들은 탈지역  하 집단 즉 디아

스포라 공동체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이정덕 1996; 채수홍 

2005; 김경학 2006; 박정석 2006; Ong 1998). 이 논문의 연구 상인 

TIM은 국가  성격을 가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

년  이  이주한 이주세 들에게 자바 지역으로 이동은 국가의 경

계를 넘는 이주라 불러도 큰 무리는 없다. 이는 1950년  아쩨인에

게 자바 지역은  다른 사회ㆍ문화  상이성이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주와 련한 최근 연구의 주요 논쟁은 이주를 한 집단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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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가 혹은 약화시키는가에 한 

논쟁이다. 이러한 논쟁에서 앤더슨(Anderson 1992)과 쉴러(Schiller 

et al. 2002)의 장거리 민족주의(Long-Distance Nationalism)에 한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 미국 거주 아이티 이민자의 사례는 이주자들

이 민족국가에 해 회의를 지니지만, 역설 이게 이주민은 정치  

권리의 재획득을 해 민족  주권 개념을 재구성한다. 즉 장거리 

민족주의가 기존의 국민국가의 개념에 항하듯 하지만 실제로 국

민국가의 유지에 더욱 힘을 쏟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 상인 아쩨인 역시 그들의 정치  권리를 

획득하기 해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그리고 아쩨인으로 정체성을 

실용 으로 근한 측면이 있다. 결국 이는 이주가 민족국가의 정체

성을 강화시키는가 혹은 약화시키는가에 한 논쟁에서 벗어나, 한 

종족의 정체성이 국가정체성과 어떤 연 을 가지는지에 한 논의

로 발 시킬 수 있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주된 연구 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 거주하는 

아쩨인 모임인 TIM이다. 연구 상 선정에 있어 아쩨족을 변하는 

TIM은 종족성과 국민통합에 한 논의를 하기에 합한 단체라고 여

겨졌다. 무엇보다 아쩨족 그리고 아쩨 지역이 가진 독특한 역사 더불

어 자카르타 이주라는 개인  경험은, 지배세력인 자바인과 경쟁하고 

타 하는 정치  과정들을 선명하게 보여  것으로 여겨졌다. 

지조사는 크게 세 번의 시기로 나뉜다. 첫 번째 시기는 2007년 

여름으로 비조사를 진행하 다. 이 시기는 본격 인 조사보다는 

연구 상과 주제를 설정하는 단계 다. 두 번째 시기는 2008년 1월

부터 2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시기는 TIM의 하부조직이자 아쩨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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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한 정치단체인 아쩨문제포럼(Forum 

Keprihatinan Untuk Aceh, 이하 Forka)을 조사하 다. 세 번째 지

조사는 2008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시기는  TIM의 사

무총장(Sekretaris Umum)인 Surya Darma와의 만남을 통해 TIM의 

정체성과 사회ㆍ문화  행 를 밝히고자 하 다. 

TIM 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문헌자료 

수집이다. 인도네시아 지에서 아쩨와 련된 문헌과 논문 그리고 

TIM 자체 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통하여 문헌자료를 수집하

다. 이 자료들은 아쩨 이주민의 역사와 TIM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둘째,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와 참여 찰을 하 다. TIM은 

10만명에 달하는 큰 단체이다. 하지만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엘리트 계층의 향력이 컸다. 4년마다 개최되는 무시와라 사르

(Musyawarah Besar, 이하 총회)에서 선출된 지도부는 연임과 직  

바꾸기를 통해 십여 년간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는 TIM의 엘리트 

계층이 공고화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TIM의 조사는 이들 

엘리트 계층을 심으로 조사하 다. 조사를 통해 TIM의 정치  활동

과 사회문화  활동을 살펴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종족과 국가담론

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실천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Ⅲ. 아쩨인의 자카르타 이주역사와 TIM의 형성

1. 아쩨인의 자카르타 이주역사

아쩨인의 자카르타 이주역사에 한 역사  사료를 찾는 것은 매

우 어렵다. 공식 인 조사가 국가기 을 비롯한 학계에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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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재 얼마나 많은 아쩨인이 자카르타에 

거주하는지에 한 인구통계학 인 자료 역시 구하기 힘들었다. 다

만, TIM이 비공식 으로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약 십만 명

의 아쩨인이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아쩨가 인도네시아와 병합된 이후 벌어진 역사

 사실과 TIM 구성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주 역사를 재구성하고

자 한다. 아쩨인 이주 역사에 한 재구성은 단순히 역사  사실을 

악하기 한 시도를 넘어, 이주 아쩨인이 가지는 정체성이 어떠한 

역사  상황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악하기 함이다. 

아쩨가 세계사 면에 들어선 시기는 15세기와 16세기이다. 이 

시기 아쩨 지역은 인도네시아에 이슬람을 시킨 략  치에 

있었다. 당시 아쩨에 한 역사 서술 부분은 후추, 정향, 육두구를 

비롯한 향료무역의 심지이자 말라까 해 을 지배한 술탄의 지배

력에 한 서술이 부분이다(Mckinnon 2006: 23). 다만 아쩨인에 

의해 이슬람이 인도네시아 군도로 되었다는 사실에서 유추 할 

수 있듯이, 당시 일부 아쩨인이 재 자카르타 지역으로 이주했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세워졌다. 과거 19세기 

말 네덜란드령으로 정해진 토에 한 소유권을 주장한 민족주의

자들에 의해 아쩨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하나의 주가 되었다. 물론 

그에 한 항 역시 존재하 지만, 교류는 더욱 빈번하게 이 졌다. 

특히 1950년  아쩨 지역에 일어났던 분리독립운동에 의한 공공시

설의 괴는 당시 많은 수의 학생이 자카르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 : 학생 시 (1954년) 어떤 이유로 자카르타로 이주하셨

나요?
Ramly : 1950년  아쩨인은 수카르노 통치방식에 불만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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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1953년 다우드 버르흐(Daud Bereueh) 사건까지 있어 당시 

아쩨 지역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모든 시설이 괴 되었지. 
당시 내가 다니던 학교는 물론이고 교통편을 비롯한 거의 모든 

것이 괴되었지. 그래서 당시 아버지는 나와 동생의 교육을 해 

자카르타로 우리를 보냈지(2008년 2월 4일 Forka의 사무총장인 

Ramly와의 인터뷰).

1969년 북아쩨 아룬(Arun) 지역에서 발견된 액화천연가스는 아쩨 

지역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당시 심각한 경제 기를 겪고 있던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아쩨 지역의 천연자원은 경제 발 의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자원으로 인한 이익은 정작 개발지역인 아쩨인에게 

제 로 분배되지 않았고, 아쩨인의 상  박탈감은 더욱 심화되었

다. 이러한 사회ㆍ경제  요인은 결국 하산 띠로(Hasan Tiro)를 심

으로 하는 분리독립운동의 원인이 되었다.

분리독립운동에 항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양한 술을 내세웠

다. GAM을 시로 한 무장세력에게 군사  제제를 가해 분리독립

운동을 무력화 시켰다. 한편으로 과거 네덜란드와 일본 식민지 시기 

료를 지냈던 울 바랑(Uleebalang)세력과 아쩨울라마총연합

(PUSA, Persatuan Ulama-ulama Seluruh Aceh)의 일부 울라마에게 

경제 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아쩨 지역을 리하게 하 다. 더하

여 당시 소  “수하르토의 장학생”으로 불리는 많은 수의 아쩨 학생

을 자카르타 지역으로 이주시켜 학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하 다. 

이러한 연유로 1960년 와 1970년  아쩨인의 이주는 정부의 유화

정책에 따른 이주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1980년 의 이주는 이 시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의 이주는 경제  이유로 인한 이주가 주를 이루었다. 수하르토 

정권시기 아쩨 지역에는 “부유한 이민자의 게토(Getto of the Rich 

Immigrant)”라 불리는 자바인 거주 지역이 있었다. 이들 집단은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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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원으로부터 생된 수익의 부분을 가져갔고, 실제 농사와 고

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간 아쩨인은 경제발 으로 인하여 더욱 빈곤

해져 갔다(Kell 1995: 16). 

당시의 경제  어려움은 1970년 와 1980년  GAM 세력 동조자

를 양산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  목 을 한 이주도 양산하 다. 

물론 그들 부분이 이주하기 이  직업  문성이 없기에 자카르

타로의 이주 후에도 변변한 직업이 없거나 세업을 하는 공통  

역시 발견된다. 1990년  이후의 이주의 양상은 경제  이유와 학 

진학 등이 주요 이유가 된다. 특히 TIM의 아쩨 학생기숙사(Fond 

Oentoek Bantuan Aceh, 이하 Foba)와 아쩨인의 복합문화센터

(Menasah, 이하 므나사)는 자카르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상 으로 

용이하게 하 다.   

아쩨인의 자카르타로 이주는 시기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별된

다. 더불어 이주의 양상이 계  성격을 띠면서 구별된다. 1950년

 부유층 자제의 학업을 이유로 하는 이주, 1970년  “수하르토 

장학생”으로 불리는 집단의 이주 그리고 1990년  경제  이유와 

학업을 이유로 하는 이주이다. 아쩨인의 자카르타로의 이주는 500

년 부터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이주의 양상은 시기와 계 에 따라 

달리 나타나지만, 종족공동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과정

에서 TIM이 설립되었다.  

 

2. TIM의 역사와 조직

TIM은 1950년 8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설립된 사회단체로서 약 

십만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TIM에서 T는 따만(Taman)의 임

말로서 인도네시아어로 공원을 의미한다. 공원이 모든 사람에게 개

방된 장소이자 만남의 장소로 사용된다는 에서 단체의 정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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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한다. 즉,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아쩨인이 정치 , 사회  그리

고 경제  이해 계를 떠나 아쩨인이라면 구나 이 단체에서 활동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스칸다르무다(Iskandar Muda)는 

1607년에 즉 한 아쩨의 술탄이다. 이스칸다르무다는 아쩨인을 비

롯하여 다른 종족에게도 잘 알려진 아쩨의 웅이다. 결국 이스칸다

르무다를 단체의 상징인물로 내세워 이 단체가 아쩨인과 련된 단

체라는 것을 보여 다. 

TIM은 이슬람에 한 강력한 믿음(Aqidah Islamiah)을 기본으로 

한다. 이슬람에 한 강력한 믿음은 아쩨인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인식되는 가장 강력한 정체성의 표 이다. TIM의 문장(<그림 1> 참

조)도 이 같은 사실은 보여 다. 

<그림 1> TIM 문장(紋章)(TIM 2004)

   출처: TIM 2004

쫑(Rencong)2), 쿠피아 므우쿠톱(Kupiah Meukutop)3), 빈탕

(Bintang)4) 그리고 붕옹 (Bungong Jeumpa)5)가 있는 문장의 표

2) 아쩨인을 표상하는 둥근 손잡이가 있는 단검이다. 아쩨인들은 그들의 땅을 ‘ 쫑의 

땅(The Land of Rencong)’이라 부른다. 
3) 아쩨의 통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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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아쩨족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이슬람에 한 믿음을 보여 다. 

결국 TIM 성립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고향을 떠나 타지에

서 만들어진 향우회  성격이다. 둘째, 단순한 친목 모임을 뛰어넘

어 아쩨인이 자카르타에 거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

움을 주는 사회 단체  성격을 지닌다. 셋째, 이슬람 통에 기 한 

가족 성격이 짙은 단체이다. 이슬람이라는 공통의 종교에 이슬람 

통인 ‘가족’에 기 해 만든 단체이다. 

연구자 : TIM은 어떤 이유로 만들어 졌습니까?
Surya Darma : 1950년  당시 교통이 불편했기 때문에, 자카르타

에서 아쩨는 무 먼 거리 지. 당시 아쩨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하나의 주 지만, 일부 아쩨인은 하나의 주가 아닌 아쩨를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고향에 한 그리움도 해소하고, 더불

어 아쩨인 스스로 하나의 큰 가족처럼 교류를 하기 해서 만들었

지(2008년 2월 8일 TIM의 사무총장인 Surya Darma와의 인터뷰).

TIM은 앙조직과 지역조직으로 나 어 리한다(<그림 2> 참조). 

4년마다 열리는 총회를 통해 회장(Ketua Umum)과 부회장(Wakil 

Ketua Umum)을 비롯한 집행부가 선출된다. 집행부는 앙사무처 

7개 분과(Bidang)로 나뉜다. 7개 분과는 각각 사회(Bidang Sosial), 

종교(Bidang Agama), 정보(Bidang Infokom), 문화(Bidang 

Kebudayaan), 교육(Bidang Pedidikan), 청년(Bidang Pemuda&OR), 여

성(Bidang Kwanitaan)이다. 그 외 회계부(Bendahara), 사무국

(Sekretariat), 회계감사단(Bandan Pemeriksa Keuangan)이 있다. 조직

도 상에서 7개 분과로 나뉘지만 실제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회장 

4) 이슬람에서 ‘ 승달과 별’은 바로 유일신 알라께서 그들에게 새롭고 원한 ‘진리의 

빛’을 내려  순간을 상징한다. 
5) 아쩨 노래인 붕옹 (Bungong Jeumpa)는 아쩨인이 결혼식이나 생일 등 축하의 

자리에서 자주 불리어지는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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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각각의 분과장(Ketua)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림 2> TIM의 조직도

출처: TIM 2008a

TIM은 앙조직 뿐만 아니라 39개의 짜방(Cabang, 이하 지역조

직)을 두어 TIM 구성원을 리한다. 39개 지역조직은 리의 효율

성을 높이기 해 다시 5~6개 정도의 지역으로 묶어 7개의 구역으로 

나 다. 이 게 나 어진 7개 구역은 앙사무처 7개 분과의 장이 

지역분과의 장을 겸임함으로써 리된다. 세분화된 지역조직은 므

나사에 기반을 두고 활동한다. 재 자카르타에는 22개의 므나사가 

운 된다.  

TIM 조직 에는 외곽조직과 출신 지역별 조직 역시 존재한다. 

외곽 조직 에는 정치  조언을 한 Forka, 아쩨청년 학생회

(Ikatan Mahasiswa dan Pemuda Aceh, 이하 이마 ), 아쩨경제인회의

(Aceh Business Club)등 19개의 조직이 있다. 지역별 조직은 종족성

과 지역성을 유지하기 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즉, 아쩨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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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커다란 구심 으로 TIM을 만들었지만, 그 외 아쩨주 출신지

역별로 조직을 구성한다. 더불어 아쩨족 이외 다른 종족을 한 조

직 를 들어, 가요(Gayo), 가요 알라스(Gayo Alas), 싱길(Singkil)족

을 한 조직이 있다. 이상과 같이 TIM은 오랜 역사와 방 한 조직

을 기반으로 자카르타 아쩨인에게 종족공동체의 구심 으로서 역할

을 한다.   

Ⅳ. Forka의 활동을 통해 본 종족과 국가

이 장에서는 TIM의 외부단체이자 정치  역할을 수행하는 Forka

를 살펴본다. Forka의 활동을 통해 TIM의 정치  향력에 해서 

논의하고, 이를 통해 아쩨 이주민이 가지는  종족과 국가에 한 인

식의 단면을 살펴본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쩨주와의 계에

서 Forka의 역할과 쓰나미 이후 아쩨 평화를 한 역할을 살펴본다. 

1. 1998년 이후 Forka의 정치활동

아쩨 이주민의 종족과 국가에 한 인식의 단면을 살펴보는데 있

어, 연구자는 이 단체의 정치  활동을 살펴본다. 특히 TIM의 외부

단체  하나이자 정치 활동을 담당하는 Forka에 주목한다. 1998년

은 수하르토 체제가 몰락한 해이다. 특히 경제 기와 동반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 와 민 들의 민주주의 요구는 수하르토의 

사임을 불러 왔다. 수하르토의 퇴진 이후 신  민 행동이 연이어 

발생하고, 학생운동 세력과 신세  민주화 운동단체들도 선거 이

의 철 한 개 과 과거청산을 요구했다( 제성 2002: 61).

인도네시아 도서의 각 종족들 역시 그들의 자주권을 획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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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력했다. 특히 GAM을 심으로 한 아쩨 분리독립운동은 결국 

유 분쟁으로 치달았고, 1989년부터 1998년까지 군사작 지역

(DOM, Daerah Operais Militer)이 선포 되었다. 이 시기 군부는 

GAM 세력을 섬멸하기 해 1만 명에서 2만 6천명의 사람을 죽

고, 1999년 반에는 수천채의 집이 불타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었다(HRW 2000; Kingsbury 2006: 9 재인용). 

이 시기 TIM은 아쩨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모색하게 되고, 그 해

결 의 일환으로 Forka를 설립하 다. Forka는 하스발라(Hasballah 

M. Saad), 무스타 (Mustafa Abubakar), 우스만(Usman Hasan), 아민 

아지즈(Amin Aziz), 램리 가니(Ramly Ganie)가 심이 되어 설립하

다. 설립 이후, 2003년 아쩨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된 시기 Forka의 

정치  상은 극 화 다. 

국제 엠네스티와 인권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계엄령 시기 아쩨 지

역에는 과거 군사작 지역 시기와 같은 법 인 살해, 고문, 강제

이주 등이 행해졌다고 보고되었다. 당시 자카르타 아쩨인은 아쩨 지

역에 계엄령이 내려진 것과 그에 따른 정부의 인권탄압에 깊은 분노

를 느 다. 더욱이 군사작  지역 내 친인척들의 피해, 나아가 아쩨

인에 한 인권탄압은 그들의 분노를 더욱 강하게 하 다. 

당시 아쩨인에 한 새로운 신분증의 발행은 인권탄압의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상징 으로 보여

다. 계엄령 시기 아쩨인은 인도네시아인이 사용하는 일반  신분증

(Kartu Tanda Penduduk 이하, KTP)과 함께 아쩨인만을 한 신분증

(KTP Merah Putih6), <그림 3,4> 참조)을 가지고 다녀야 했다. 아쩨

인이 가지고 다녔던 KTP 메라 뿌띠의 첫 장에는 인도네시아 국기바

탕에 소유자의 사진, 사인 그리고 일련번호가 있다. 두 번째 장

6) 메라 뿌띠(Merah Putih)는 인도네시아어로 빨간색과 흰색을 뜻하고, 인도네시아 국

기를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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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름, 결혼여부, 종교 그리고 주소가 있다. 세 번째 장은 신분

증 유효기간,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자치단체장, 지역 군사령  그

리고 경찰서장의 사인이 있다. 네 번째 장은 빤짜실라의 다섯 가지 

건국원리를 어 놓았다. 

KTP 메라 뿌띠에는 다른 KTP와는 달리 인도네시아 국기가 있고, 

더하여 지역군사령 을 비롯한 세 명의 사인은 GAM과 일반 아쩨인

을 구별하기 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에 쓰여진 빤짜

실라는 이슬람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한 분리독립운동 세력과 공화

국 헌법에 의한 통치와의 분리를 천명한 것이다. 결국 KTP 메라 뿌

띠의 배포는 GAM에 한 아쩨인의 동조를 막고 분리독립운동 확산

을 막기 한 조치 다.  

<그림 3> KTP 메라뿌띠 1장과 4장

  

<그림 4> KTP 메라뿌띠의 2장과 3장

연구자 : 당시 KTP 메라 뿌띠와 련된 이야기가 있습니까? 
Nazar : 나는 당시에 아쩨 지역에 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지

만, 친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 경찰이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 

KTP 메라 뿌띠를 요구했다고 해. 만약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경찰

서로 연행해서 GAM과 련되어 있는지 잔뜩 겁을 주어 보냈다고 

해. 가끔씩은 지나가는 아쩨인에게 빤짜실라를 외워보라고 해서 

못 외우면 경찰서로 데려가서 겁도 주고(2008년 7월 22일 아쩨 

출신 학생인 Nazar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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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당시 TIM 구성원들 부분은 일상 활동에 제약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생을 비롯한 가난한 아쩨인은 일정 정

도 피해를 입었다. 당시 경찰은 아쩨 학생이나 추하게 하고 다니

는 아쩨인에게 KTP를 요구하면서, 만약 아쩨인이면 그들을 경찰서

로 잡아가 모욕을 주었다고 한다. 당시 신분증 검사를 요구받은 아

쩨인은 TIM 간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 히 아쩨 지역에서 일어난 모욕 인 행 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계속 되었다고 한다. 

개개인이 입은 피해에 해서 TIM은 효과 으로 처할 수 없었

다. 하지만 Forka를 시한 TIM 회원들은 메가와띠(Megawati 

Sukarnoputri) 통령을 비롯한 각 부 장 들에게 여러 가지 성명서

를 발표하여 아쩨 문제 해결을 구하 다(<그림 5> 참조). 당시 성

명서는 아쩨 평화를 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 아쩨 상황에 

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를 모색하기 한 다섯 단계의 방안을 

제시하 다. 

첫째, GAM과 군부사이의 무력충돌을 억제하고, 2002년 제네바에

서 맺었던 잠정 인 정 정 이행을 구한다. 둘째, 아쩨주의 경

제회복을 구한다. 셋째, 이슬람법에 기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한다. 넷째, GAM과 인도네시아 정부 사이의 화를 구한다. 다

섯째, 아쩨 지역의 민주주의 선거를 구한다.

연구자 : 2003년 아쩨주에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Forka는 어떤 

행동을 취했나요?
Ramly : 당시 아쩨주에 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자카르타의 아

쩨인에게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 다만 당시 우리 

고향이 계엄령하에 있었기에 친척이나 친구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지. 당시 Forka는 이 계엄

령을 해제시키기 해 국내외 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당시 우리는 정부에 우리의 의견을 담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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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02년 당시 아쩨 문제해결을 구하는 Forka 성명서의 표지. 

이 성명서는 당시 부통령인 함자 하즈(Hamzah Haz)에 보낸 

것이다. 

를 보냈지. 한 Forka 계자들을 방콕, 콸라룸푸르, 싱가폴, 스
웨덴, 워싱턴으로 보내 이 문제를 세계 으로 알리려고 했지. 물
론 우리의 정치 인 능력에 한계가 있었지만, 국외에 아쩨의 실상

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2008년 2월 4일 Forka의 

사무총장인 Ramly와의 인터뷰).

Forka가 내세운 성명서가 당시 아쩨 지역에 한 정부의 정책결정

에 향력을 발휘하 는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2003년 메가와

띠 정부하에서 아쩨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정부와 GAM의 화

는 완 히 단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orka의 역할

은 2005년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와 GAM과의 평화 정

출처: TI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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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Forka가 내세운 성명서의 내용이 그 로 반 되었기 때문이다. 

큰 틀에서 경제회복, 이슬람법 용, 특별자치구와 직 선거는 2005

년 평화 정의 주요 내용이자 2006년에 공포된 아쩨지방정부법의 

근간이 되었다. 

물론 Forka가 내세운 평화 모색을 한 다섯 단계 방안은 아쩨 

지방정부나 GAM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실 인 상안이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Forka의 상안 제시를 비롯한 정치  노력은 

TIM 구성원이 가진 아쩨인이라는 종족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유

지시켜 다. 특히 자바인에 비해 소수종족인 아쩨 이주민은 그들의 

정치  향력 역시 꾸 히 증 시키려고 하 다. 결국 이러한 활동

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쩨주 사이의 간자로서 그들의 치를 공

고화 시켜주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다.  

2. 쓰나미 이후 Forka의 역할

2004년 12월 26일 아쩨 지역을 비롯한 인도양 인근의 나라에 쓰

나미가 발생했다. 쓰나미로 인하여 아쩨 지역의 10%에 해당하는 마

을이 괴되었고, 아쩨 인구의 4%인 16만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거

나 사망하 다. 특히 아쩨주의 주도인 반다아쩨(Banda Aceh)는 도

시 시설 부분이 해안에 치해 있어, 도시 심부를 비롯하여 주

요시설이 괴되었다(McGibbon 2006: 347). 

세계 인 재앙으로 여겨진 쓰나미는 아쩨 지역 분리독립운동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계엄령시 철하던 기자와 외국

인에 한 통제 조치를 해제했다. 실제 쓰나미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통제 조치를 유지하다가 더 많은 사상자가 나자 이를 해제하게 된다. 

GAM 세력은 쓰나미로 인하여 무장력이 약화되었고, 더불어 구호품 

약탈을 자행하여 일반 아쩨인들의 비난의 상이 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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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괴된 반다아쩨 <그림 8> TIM의 주택 재건

출처: TIM 2008b 출처: TIM 2008b

아쩨인들은 쓰나미의 직 인 피해당사자로서  세계 으로 고

통의 상징으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고통은 자연스럽게 평화, 

경제회복, 재건, 인권 그리고 자치 등의 구호와 연결되면서 평화

정의 필요성이 야기되었다. 결국 국내외 인 압박과 재앙을 극복

해야 한다는 공감 가 형성되어, GAM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

년 8월 헬싱키 평화선언을 이끌어 냈다. 평화 상을 통해 아쩨인은 

자치권을 비롯한 많은 정치  성과물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주민의 삶은 여 히 쓰나미 피해에서 벗

어나지 못했다. 특히 주거와 학교 등 공공시설의 괴는 아쩨인의 

기본 생활마  하 다. 이런 실에서 TIM은 자신의 종족을 돕

기 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특히 2005년 2월 말 이시아에

서 열렸던 국제아쩨자문 원회(Aceh International Consultative 

Committe, 이하 AICC)는 아쩨의 상황을 해결하기 한 활동의 일환

이었다. 당시 AICC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는 아쩨의 재건과 그 방식

에 한 것이었다. TIM은 AICC 회의에 12명의 표단을 참가시켰

다. TIM 표단은 아쩨 상황에 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식 그리

고 구호 활동에 해서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TIM 자체 으로도 

아쩨 지역에 한 피해복구 활동을 진행하 다. TIM의 모든 자문단 

 학생조직인 이마 는 아쩨 지역으로 직  찾아가 자원 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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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재단(Yayasan Tim)의 산을 아쩨 지역 복구에 투입하 다. 

아쩨 문제에 한 TIM 구성원의 극성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표면 으로 이러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아쩨 지역에 인도  차원의 도움이 실 으로 아쩨 지역에 거주하

는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에 한 직 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도움의 기조에는 같은 종교(이슬람)를 믿는 신자로

서의 책임감이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공동체 안에서 생성되는 형제

애는 강력하다. 동지역 분쟁에 인도네시아가 깊은 심을 가지고 

외교 인 노력을 하는 것이 비근한 이다. 

이와 같은 표면 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TIM 구성원의 

아쩨주에 한 심과 인도  지원을 TIM 구성원이 지니는 복합  

정체성에서 찾고자 한다. 겔 (Gellner 1983)와 앤더슨(Anderson 

2002)은 민족이 ‘상상에 기 한’, ‘자의 인 역사  고안물’로 인식

한다. 즉, 국가와 민족은 근 국가 형성시기 민족주의 성향을 띤 엘

리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주권 국가 틀에 살고 있는 민족과 

종족은 자신들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상상된’ 공동체가 아닌 ‘실재하는’ 공동체로 인식된다. ‘실재하는’ 

공동체란 믿음에서 아쩨인은 자신들의 공동체 구성원을 하여 기

꺼이 자신들의 물 , 인  자원을 지원한다. 특히 쓰나미 같은 자연

이  재앙은 정치  원인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기에, 이

러한 도움은 더욱 더 자연스럽고 폭 인 도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폭 인 도움이 단지 ‘실재하는’ 공동체의 인식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여기서 TIM 구성원이 가지는 복합  

정체성의 한 측면이 나타난다. TIM 도움의 이면에는 카스텔(Castells 

2008)이 언 하는 기회  정체성(project identity) 역시 엿 보인다. 

즉, 사회 속에서 자신의 지 를 재정의 하기 해 이용 가능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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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사회구조 반의 환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기회  정체성이 TIM 구성원에게도 보여 진다. TIM 구성원

은 재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지 인 인도네시아 국민으로서 

그리고 자카르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획득한 지 를 유지하기 해 

아쩨 문제에 심을 가진다. 비록 그들이 아쩨 평화를 제로 인도

 차원의 도움을 우선시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쩨 분리독립운동에 

한 비 인 면도 살펴 볼 수 있다.  

이를 해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은 TIM 구성원이 가진 아쩨 분리

독립운동에 한 생각이다. TIM 구성원은 아쩨 분리독립운동에 

해 비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 분리독립에 한 TIM 구성원

의 단일한 의견을 모울 수 없고, 더욱이 비 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쩨 지역과의 단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평화 정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과거 GAM 지도자가 아쩨 주지사로 선출되는 등의 

일련의 정치  상황과도 결부된다. 즉, 아쩨 지역에서 GAM세력의 

정통성이 여 히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실에서 TIM 구성원

들이 분리독립운동에 비 인 입장을 표명하기는 힘들다. 이는 아

쩨 지역과의 단 을 의미하고, 나아가 TIM 구성원의 종족  근원과 

정치 인 상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음으로 자카르타 지역에서 TIM의 정치  상이다. TIM은 다

양한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상을 

획득하려고 한다. 비근한 로 TIM 구성원이 아쩨 지역에 한 논

의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표자를 만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  상을 재확인하는 활동이다. 정치  상의 재

확인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서도 끊임없이 실천된다. AICC 회의

에 인도네시아 표로 참여한 사례나 아쩨 지역에 견하는 군인과 

경찰에 한 교육이 TIM 구성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은 이러한 

실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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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TIM은 정치  항보다는 인도  차원의 자선활동이나 정책

자문을 활용하여 앙가주망(engagement)을 시도하는 집단으로 성격 

지워진다. 한 디아스포라 상황에 있는 이주민으로 장거리민족주의

(Anderson 1992; Demmers 2002)를 실천하고 있는 집단으로 상정할 

수 있다. 즉, 일방 으로 하나의 정체성을 선택하여 갈등을 유발하기 

보다는 양자의 계를 매개하는 간자의 역할을 선호하는 것이다. 

결국 TIM 구성원의 특정사건에 한 정치  활동은 이주자로서 가

지는 이  치에서 비롯된 것이며, 구성원의 종족정체성과 국가

에 한 인식 역시 이러한 범주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므나사의 활동을 통해 본 종족과 국가

TIM 구성원은 자카르타에 머물면서 그들의 종족정체성을 발 하

는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한다. 이장에서는 므나사의 역할을 통해 

나타나는 TIM 구성원의 종족과 국가에 한 인식과 활동을 살펴본

다. 특히 아쩨 지역에서 유래된 이 공간이 자카르타에 치하게 되

면서 변화된 양상을 살펴본다. 결국 변화의 과정을 통해 종족과 국

가에 한 이주민들의 인식을 검토한다. 

1. 므나사의 역할

아래의 사례는 Nazar가 고향인 아쩨를 떠나 자카르타 입성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Nazar는 학 진학을 해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그의 집은 부유

하지 않고, 자카르타에 친척이 있지도 않다. 아쩨 출신 학생의 



156  동남아시아연구 22권 2호

거주지인 포바가 있었지만 빈방이 없었다. 그는 앞으로 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에 한 기 보다는, 자카르타에 거처를 마

련하는 것이 더욱 요한 일이 되었다(2008년 7월 22일 아쩨 출신 

학생인 Nazar와의 인터뷰).

아쩨 출신 학생  매년 200여명의 학생이 자카르타에 소재한 

학으로 진학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쩨 학생들은 친구와 함께 방을 

빌리는 방법 등으로 학교를 다닌다. 이들  남학생은 TIM이 운

하는 포바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여학생은 포바에 거주할 수 없

기에 친구들과 함께 방을 마련하여 거주한다. 그 지만 Nazar의 사

례처럼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므나사는 아쩨 출신 학생

들에게 임시 거주지로서 역할을 한다. 

Nazar 역시 학 입학 당시 거주할 곳이 없어 마트라만(Matraman) 

지역을 총 하는 마트라만 므나사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므나사에

서 임시 거주하 던 Nazar는 이후 포바에 입사하 고 이곳에서 

학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이처럼 므나사는 아쩨인이 자카르타에 머

물면서 어려운 일 등이 생겼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장소이다. 따라

서 지역단 마다 치한 므나사는 TIM 구성원에게 있어 하고 

실질 인 도움을 주는 공간이다. 이는 TIM 구성원의 므나사 활동이 

그들이 지니는 정체성 그리고 사회ㆍ문화  활동과 련하여 논의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므나사를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힘들다. 이는 므나사가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다만 TIM 구성원이나 므나사 구

성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략 으로 복합문화센터(Multi-Cutural 

Center)가 가장 근 한 어구이지만, 이것 역시 므나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포 하는 단어일 뿐이다. 재 자카르타 지역에서 

TIM이 운 하는 므나사는 총 22개이다. 므나사는 TIM의 39개 지역

조직과 긴 하게 연결된다. 즉, 한 개의 지역조직에 한 개의 므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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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구조이다. 다만 실 으로 한 개의 지역조직이 하나의 므

나사를 가지기에 경제  어려움이 있기에, 규모가 작은 지역조직은 

인근의 규모가 큰 지역조직의 므나사에 포함된다.  

므나사는 과거부터 아쩨 지역에서 아쩨인의 지역커뮤니티 거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므나사는 아쩨주에서 기인한 공간이다. 통

으로 므나사는 뚜하(Tuha)4로 불리는 종교, 농업, 통, 법(이슬람 

법)의 기능을 행하는 장소이다. 므나사 운 에 있어 뚜하4는 므나사

의 정신이자 므나사의 역할을 보여 다. 더불어 의 Nazar의 사례

처럼 은이들의 임시거주지 역할도 한다.

자카르타 지역에 치한 므나사 역시 뚜하4에 기 하여 아쩨인들

의 지역공동체로서 역할을 한다. 다만 시 가 변하고 지역별 특성으

로 인하여 뚜하4의 기능  일부 기능이 제외되고, 때로는 외 인 

기능이 추가 되는 형식으로 운 된다. 특히 이슬람법 용은 1960년

 수하르토 집권 이후에는 거의 유명무실해 졌다. 1960년 이  아

쩨인 사이 갈등이 생기면 아쩨인은 므나사를 방문하여 크우식

(Keusyik)에게 보고하고, 이를 이맘(Imam)과 함께 토론하여 이슬람

법인 샤리아(Syariah)로 해결하 다. 하지만 수하르토 집권 이후 이

슬람법에 의한 처벌은 인도네시아 법률로 체되었다. 

재 TIM에 소속되어 있는 므나사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이

다. 첫째, 유치원과 등학교이다. 를 들어, 자카르타 서쪽 지역인 

끄분 룩(Kebun Jeruk) 지역에 있는 끄분 룩 므나사는 유치원생

들과 등학생들의 학교 역할을 한다. 둘째, 지역민을 한 ‘작은 

모스크’로서 종교시설 역할을 한다. 비록 므나사가 공식 인 모스크

로 인정되지 않지만, 므나사 인근의 주민에게 모스크를 신하여 기

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된다. 를 들어, 마트라만 므나사 2층

에 치한 기도 장소는 아쩨인에게 ‘작은 모스크’로서 활용된다. 셋

째, 매주 특정 요일에 아쩨 련된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모임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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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활용된다. 마트라만 므나사의 경우 매주 목요일 밤 아쩨와 이

슬람 련된 주제로 연설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각 므나사의 

치와 상황에 따라 아쩨인들의 휴식장소, 학생들의 공부 모임 장소, 

고민 상담 장소 그리고 임시 거주지 역할 등을 한다. 

므나사는 TIM의 앙조직과 비교하여 일상의 역에서 자카르타 

아쩨인에게 교류의 장이 된다. 결국 므나사의 역할과 TIM 구성원의 

인식은 사회ㆍ문화  상황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는지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2. 종족과 국가담론의 실천 공간 므나사

TIM에 소속되어 있는 므나사는 자카르타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

행한다.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하여 므나사가 하는 일을 몇 가지 부

류로 나 기는 힘들지만, 앞서의 논의처럼 세 분류로 나 는 것이 

보편 이다. 따라서 이 에서는 므나사의 역할에 집 하여 TIM 회

원들의 종족과 국가에 한 인식 특히 종족정체성과 국민통합의 

계를 살펴본다. 

첫째, 므나사가 지역 아이들을 한 학교로서 역할이다. 사례로 

들었던 끄분 룩 므나사는 오  시간에 유치원생들의 학교가 되고, 

심 이후에는 등학생들의 학교가 된다. 유치원의 경우 미술, 음

악, 어, 인도네시아어 등을 가르친다. 흥미로운 은 므나사가 아

쩨족만을 한 학교가 아니라는 이다. 아쩨인 2세나 3세뿐만 아니

라 다른 종족의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므나사마다 조 씩 

차이는 있지만 체 으로 10명  1명의 타 종족 아이들이 있다. 

끄분 룩 므나사의 경우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역시 아쩨 출신 

선생님이 아닌 자바 출신이다.7) 수업 진행은 인도네시아로 진행되

고, 정규과목에 아쩨어(Bahasa Aceh)와 아쩨 아닷(Adat Aceh)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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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끄분 룩 므나사에 치한 학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의 므나사의 학교 역할 그리고 학교 운 방식은 종족정체성

과 국민통합에 한 담론에서 다양한 함의를 지닌다. 우선 종족정체

성과 련하여 므나사 주  거주민이 므나사를 아쩨인의 학교로 인

식한다는 것이다. 실제 므나사 학생의 90% 이상이 아쩨족이다. 다른 

종족의 아이들 역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로 이들의 경제  여건이 

나았다면 일반 학교를 선택하 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므나사가 

인도네시아 공립교육정책에 근거하여 운 되지만, 여 히 아쩨족의 

학교라는 인식을 지역민이 공유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학교 곳곳에

는 아쩨 그리고 TIM과 련된 문장(紋章)이나 어구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나사 운 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민통합 

담론에 정 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규 수업

과목에 아쩨어와 아쩨 아닷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타종족의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는 여지를 남겨 둔다. 이는 므나사 리자들

이 므나사가 그 지역에서 홀로 남겨진 “문화  섬”이 아닌 교육  

문화 활동의 심지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이

는 국민통합에 한 므나사 리자 나아가 TIM의 정체성과 연 되

어 있음이 확인된다. 

7) 끄분 룩 므나사 이외 다른 므나사 역시 아쩨 출신 선생님을 찾기는 어려웠다. 
8) 아닷 아쩨에서 아닷은 통 혹은 습을 의미한다. 아닷 아쩨는 아쩨인 사회, 경제, 

문화,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 등에 한 실천 규범 등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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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의 ‘작은 모스크’로서 지역민을 한 종교시설로서 이

용된다. 므나사는 정식 모스크로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므나

사가 아쩨족을 포함하여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지역민의 모스크로 활용된다는 이다. 이슬람 신자는 의무배

를 포함하여 최소 다섯 번 이상의 배를 드린다. 이러한 배는 모

스크에서 드리는 것이 일반 이지만 때로는 불결한 곳이 아니면 어

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물론 아쩨인을 비롯한 부분의 이슬람 신자

들은 므나사 보다는 모스크를 선호한다. 하지만 모스크에 가기 어려

운 상황에서 므나사는 훌륭한 체제로서 역할을 한다. 이처럼 므나

사는 아쩨족과 다른 종족이 가지는 공통의 종교인 이슬람에 의해, 

아쩨족이 다른 종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셋째, 아쩨인들을 한 지역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한다. 를 들

어, 2008년 7월 5일 푸딴(Ciputan) 므나사에서 열린 포럼 카즈란

(Forum Kajlan)은 아쩨 학생 모임인 이마  회원들이 개최한 세미

나 다. 세미나 주제는 19세기 네덜란드와 쟁 시 아쩨의 웅인 

쭛 냑 딘(Cut Nyak Dien)에 한 것이었다. 이날 모임의 특이성은 

주제가 아쩨 웅에 한 것이었지만, 자바 출신의 학생 역시 참여

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례는 2008년 7월 10일 마트라만 므나사에서 열린  

연설이다. 마트라만 므나사는 매주 목요일 주민을 상으로  연

설을 개최한다. 이날 열린  연설에 10여명의 아쩨인이 참석하

지만, 타종족 출신의 주민은 참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므나사 측에

서는 이슬람과 련된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타종족이 참여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 이라는 언설이다. 

결국 이 사례들은 므나사의 역할에서 요한 함의를 가진다. 비록 

지 까지 므나사에서 열렸던 모임들이 부분 아쩨인 심의 모임

으로, 그들의 종족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차원의 것이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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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의 의지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종족과의 공통분모인 이슬람에 

한 주제 설정 등은 므나사가 타 종족에게도 열려 있는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자 함을 보여 다. 

이상과 같이 TIM 구성원에게 므나사는 그들의 종족정체성을 유

지하기 한 장소로 활용된다. 그 지만 의 사례들은 아쩨족이 므

나사를 단순히 자신의 종족 정체성을 재생산하기 한 장소로 활용

하지 않음을 보여 다. 그들은 자카르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통해 기

존의 정착민과의 “원활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 므나사를 극

으로 활용한다. 다른 종족과의 “원활한 삶”에 한 제조건은 무엇

보다 국민통합에 한 정 인 생각이다. 즉, 국가 운 에 있어 기

본 제인 국민통합 그리고 ‘하나의 인도네시아’ 기조에 찬성하는 

것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TIM 구성

원은 므나사를 국민통합의 기조 에 종족성을 실천하는 공공 역

(public arena)으로 기능시키려 한다. 

마지막으로 므나사 구성원이자 TIM 사무총장인 Surya Darma의 

종족과 국가에 한 인식은 자카르타의 아쩨인이 가진 정체성을 바

라보는데 주목할 만하다. 

Surya Darma : 나에게 국가(Nationality)-종족(Ethnicity)-가족

(Family)에 한 인식은 가족, 종족 그리고 국가의 순으로 요하

지. 하지만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쩨족이지만 엄연히 재 

나는 인도네시아 국민이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사용

하는 언어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이 다른 인도네시아인이 하

는 것과 비슷하지. 물론 어린 시  기억과 TIM 활동으로 내 종족의 

습을 실천 하지만, 이 역시 일상의 삶이 아니니까 가끔씩 발생하

지. 왜냐하면 국가의 존재는 종족보다 높은 차원에 있고 내 일상을 

지배하는 것이 종족과 가족에 있을 것 같지만 궁극 으로 국가에 

의해 결정되지(2008년 2월 8일 TIM의 사무총장인 Surya Darma와
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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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ya Darma의 언설은 다양한 사회  경험이 다층  치에 있는 

TIM구성원들에게 복합 인 정체성을 띄게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결국 주변 환경으로 인한 TIM 구성원이 지닌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사회  활동이 단순히 종족의 범주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말해

다. 즉, 더 높은 차원이라고 여겨지는 국가의 담론에 따라가고 결정

되는 것이다. 

Ⅵ. 맺는 말  

이주는 이주를 실행하는 집단이나 기존에 거주하는 집단에까지 

다양한 변화를 야기한다. 두 집단의 일상에서 이들이 어떠한 방식으

로 어울려 사는지는 한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두 집단이 정치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으로 불

평등한 권력 계에 있을 경우, 이들의 갈등과 화합은 사회 안정의 

주요 변수가 된다. 

본 논문의 주된 연구 상인 TIM은 아쩨 지역이 인도네시아의 

토로 편입되면서 자카르타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

카르타에서 그들의 치는 아쩨족이자 ‘인도네시아인’으로서 이

인 치에 처해 있다. 이 인 치는 어떤 정체성을 우선시하느

냐의 문제와 결부되어 개인과 집단 정체성에 향을 다. 더불어 

이러한 복합  정체성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긴장과 갈등

을 유발한다. 연구자는 TIM 구성원들이 행하는 정치  활동과 사회

문화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TIM 구성원이 생각하는 종족

과 국가에 한 념이 무엇이며 이러한 념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

되고 표출되는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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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의 정치  활동에서 가장 큰 향을  역사  사건은 50년간 

지속된 분리독립운동 과정과 2004년 쓰나미이다. 1953년 다우드 버

르흐에 시작된 분리독립운동은 아쩨인이 자카르타로 이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TIM은 지속 으로 인도

네시아 정부와 아쩨주와의 간 매개자로서 활동하며 그들의 치

를 보여주고 확인시켰다. 특히 1998년 설립된 Forka는 아쩨 문제에 

한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치를 공고히 한다. 쓰나미

를 계기로 GAM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화가 본격화되자, Forka는 

상 타결을 해 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역할을 매개로 

Forka는 평화회복을 추구했던 자신의 노선을 실화시킨다. 

이러한 TIM의 정치  활동은 이주자로서 가지는 이  치에

서 비롯된 것이며, 구성원의 종족정체성과 국가에 한 인식 역시 

이러한 범주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거리민족주의

를 실천하는 집단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이주민 집단이 기존의 국민국가의 개념에 항하듯 하지만, 실

제로 그들이 국민국가 유지에 더욱 힘을 쏟고 있음을 TIM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쓰나미 이후 Forka는 정치  활동보다는 고향에 한 인도  활동

에 매진한다. 이런 활동은 결국 고향에 살고 있는 아쩨인과의 동질

감을 확인하고, 집단 내부의 정체성을 강화해 가는 계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TIM과 Forka의 활동은 이 집단이 정치 으로 갖는 한계를 

역설 으로 보여 다. 인도  활동이 아쩨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인으로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결국 이슬람교도로서 그리고 아쩨 출신 인

도네시아인으로 갈등과 피해를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집단으로 스스

로 자리매김하려 한다. 

TIM의 조직  므나사의 역할은 이주민이 지닌 사회문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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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로 제시된다. 지역민의 교류장소로서 므나사는 종족과 국가

담론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교육, 사 그리고 사회활동을 통해 TIM

의 정체성이 발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먼 , 므나사는 유치원과 

학년을 한 등학교를 운 하고 있어 다른 종족에게 아쩨인의 

학교로 인식된다. 하지만 므나사에서 인도네시아어와 인도네시아 

문화를 가르침으로써 TIM이 아쩨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통

합 정책에 순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므나사는 한 지역민의 교류장소로서 요한 역할을 한다. ‘작은 

모스크’로서 역할을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지역민간에 교류가 

이루어진다. 므나사에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은 출신종족과 직

인 련이 없다. 물론 세미나에서 아쩨의 웅담이 주제로 채택되지

만, 다른 종족을 배제하고 “아쩨인다움”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엿보

이지는 않는다. 므나사가 국민통합의 기조 에 종족성을 실천하는 

공공 역(public arena)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독립 그리고 아쩨 토의 편입은 아쩨 항

운동의 시발 이 되었다. 그리고 50년간의 분리독립운동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다. 과거 수많은 을 지닌 역사  사실과 인도네

시아 정부의 푸 에 많은 아쩨인이 분리독립운동 과정에 참여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평화 정이 체결되고 이후 특별자치

주가 되는 정치  과정에서 아쩨인들은 평화의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쩨주 사이의 평화는 어쩌면 TIM 구성

원이 자카르타에 거주하면서 지속 으로 추구한 가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즉, TIM 구성원이 처한 정치활동과 사회문화  실천이 평화로

운 삶을 리는 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결국 자신

이 처한 실의 상황에 응하기 해 임기웅변을 구사해야 하는 

삶은, 종족정치의 굴 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주자로서 감내해야 할 



이주민 집단의 종족과 국가에 한 인식: 자카르타의 아쩨인 공동체 사례연구  165

숙명이다. 하지만 역설 이게도 그들의 삶의 방향이 역사의 정방향

에 있었음을 한 말해주고 있다.

주제어: 아쩨, 따만 이스칸다르 무다, 종족정체성, 국민통합, 장거리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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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among 
Transmigrant: 

The Acehnese Community in Jakarta

Jeong Jeonghu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of the Acehnese ethnic group living in Jakarta, Indonesia. Based on 

analysis, this thesis examines how their 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have been formed and express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als with 

Taman Iskandar Mud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IM), a group of 

Acehnese transmigrants living in Jakarta. 

The immigration of the Acehnese to Jakarta started in the 1950s and the 

number of Acehnese people living in Jakarta persently amounts to 

100,000. TIM, which was organized by the first generational of 

immigrants, functions to group Acehnese immigrants of various 

generations and class. Forum Keprihatinan Untuk Aceh(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ka), an organization designed to solve the political 

problems of TIM, undertook various activities to maintain the peace of 

Aceh as the representative of TIM. Through those activities, TIM and 

Forka were able to confirm the feeling of homogeneity among the 



170  동남아시아연구 22권 2호

Acehnese who were living in their hometown and also strengthen their 

identity within the organizations. 

However, the fact that TIM and Forka put their focus on humanitarian 

activities paradoxically shows the political limitations that they sustain. 

TIM and Forka take care not to make their humanitarian activities seem 

as if they intend to openly strengthen their Acehnese identity and deny 

their Indonesian one. Thes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Forka's identity are 

commonly found in groups that practice long-distance nationalism, as 

transmigrants in diaspora circumstances do.

In the organization of TIM, there exists the menasah, which is a space 

where discussions of the ethnicity and the nation are practiced. As it is the 

space for local exchange, menasah reveals the identity of TIM through 

educational/social activities and public services. Menasah functions as 

the public arena where people practice ethnic identity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gration. As a minority ethnic group living in Jakarta and its 

neighborhood, they are accustomed to double and selective political 

activities, social activities, and cultural practices. In order to adapt 

themselves to the double circumstance that they are faced with, they 

should live extemporaneously, and this life may be the fate that minority 

ethnic and transmigrants should endure. 

Key Word : Jakarta, Aceh, TIM(Taman Iskandar Muda), Ethnicity 

Identity, National Integration, Engagement, 

Long-Distance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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