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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은 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의 닥락省을 사례로 커피재배지역의 확대와 토지소유관행의 제도화 과정을 고

찰하였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닥락 지역은 베트남 최대 커피 생산지이다. 이처럼 닥락이 커피생산

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커피재배지를 확보하려는 경쟁도 심화되었다. 특히 국가권력이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

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둘러싼 경쟁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의 도입은 

닥락지역 소수민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권력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소수민족에게 있어서 토지는 

마을 공동체에 귀속되는 공유자원이었으며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토

지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사적 자산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소수민족이 가졌던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

리는 새로운 토지제도의 틀 속에 재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는 닥락 지역 전체

에서 동일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통치체계의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와 토지자원의 가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입지 그리고 자연 조건이 상이한 세 지역을 선정하여 변경에서의 통치체계의 확립과 관습적 토지소유

의 제도화 과정이 소수민족의 일상적 저항(everyday resistance)에 따라 불완전한 양태로 전개되었음을 조명하였다. 

주요어 : 커피, 소수민족, 토지소유관행, 통치기구, 베트남

Abstract :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customary land ownership along 
with the expansion of coffee plantation in Dak Lak Province, Vietnam. Vietnam is the second-largest cof-
fee exporter in the world. Most of the coffee areas are concentrated in Dak Lak-a province of commercial 
agricultural production. The expansion of coffee plantation in Dak Lak have brought a severe competi-
tion of land resources, and resulted in the transition of land ownership scheme from customary commons 
by ethnic minorities to those of exculsive private assets which is secured by the state. Institutionalization 
of customary land ownership in Dak Lak, however, was differently happened according to the 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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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베트남

에서의 커피 재배 역사는 꽤 오래되어, 19세기의 

프랑스 식민지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D’

Heaze, 2004). 그러나, 20세기 이후의 오랜 전쟁

과 사회주의 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베트남 커피

는 일부 내수용 기호 식품으로 재배될 뿐, 최근까

지 상업작물로서의 역활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

였다. 그러나 1986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도

이모이, Doi Moi) 이후 베트남의 커피 재배는 빠

르게 확대되었는데, 1981년에 92,000ha에 불과했

던-그나마 대부분은 국영농장 형태의 생산성이 

형편없던-전국의 커피 재배지 면적은 1991년에

는 473,500ha로 확대되고, 그 20년 뒤인 2011년에

는 570,900ha로까지 확대되었다. 커피 재배 면적

의 확대와 함께 생산성도 향상되어 2011년에는 평

균 1헥타르당 1,072kg의 커피를 생산하여, 연간

1,167,900톤의 커피를 생산하고, 세계 커피 시장

에서 제2의 수출국, 로부스타종 커피의 제1수출국

으로 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베트남의 커

피 수출은 연간 약 26억9천만 달러(2011년)로 까지 

성장하여, 베트남 수출 증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

기에 이르렀다(MARD, 2012).
베트남에서의 주 커피 재배지는 전체 면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부고원(Central Highland) 지

역이며, 그 중에서도 커피 재배에 적합한 토양 기

후 조건을 갖춘 닥락(Dak Lak)省이 베트남의 최대 

커피 생산 지역이다. 1975년 이전 닥락省의 커피 

재배 면적은 불과 7,000ha에 불과하였으나, 2012
년에는 200,610ha로까지 확대되어, 베트남 전체 

커피 재배 면적의 32.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최근의 재배 기술 개발에 따라, 토지생산성 역시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1헥타르당 평균 생산량도 

2005년의 759kg에서 2012년에는 1,181kg로 증가

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

다. 그 결과, 닥락省의 커피 총생산량은 2005년의 

257,481톤에서 2008년에는415,000톤으로 증가하

였다(MARD, 2012).
베트남 통일 당시 닥락성은 국가의 행정력이 제

대로 미치지 않는 변경, 혹은 국가체제의 주변부 

위치에 있었다. 통일 이후 베트남 정부는 이 지역

을 국가체제 속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을 전개해왔다. 통일 직후 대규모 이주의 실시, 국

영농장 및 국영임업공사의 설치로부터 시작하여 

이후 지방행정조직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국가의 관리체제 밖

에 있던 토지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

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체제의 형성 혹은 국가체제내로의 통합과정은 개

혁개방 정책에 따른 여러 제도적 변화-그 중 핵심

적인 변화는 토지소유권제도의 개혁-그리고 커피

산업의 발전과 맞물려 매우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

졌다. 또 그 과정도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이 지역 원주민들이 누려왔던 토지

from the center of state power as well as the value of land resources. In this paper, the authors argue that 
institutionalization of customary land ownership in Dak Lak was a result of compromising between state-
making process in the frontiers and “everyday resistance” of ethnic minorities, comparing 3 geographi-
cally different ethnic minorities’ communities. 

Key Words :  coffee, ethnic minority, customary land ownership, government apparatus,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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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관습적 권리의 제도화 문제가 첨예한 이

슈가 되어버렸다. 본 연구는 이 관습적 토지소유

권의 제도화 과정이 국가기구에 의한 일방적인 강

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의 일상적 저

항(everyday resistance)1)에 부닺히면서 복잡한 타

협과 조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이 때문에 제도

화의 구체적 진행 방식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가설을 규명하

기 위해, 입지조건, 토지의 자연적 조건이 서로 다

른 사례지역들을 대상으로 관습적 토지소유권의 

제도화 과정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입지조건과 

관련해서는 닥락성의 중심도시 부언마투옷(Buon 
Ma Thuot)으로부터의 거리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

하였다. 왜냐하면 중심도시로부터 떨어진 지역일

수록 국가체제 내로의 편입 시기가 지체되었고, 

그만큼 토지자원에 대한 관습적 권리의 강도도 달

랐기 때문이다. 또 편입 시기가 달랐다면, 그만큼 

편입 당시의 제도적 환경도 달랐고 당시의 커피시

장 조건도 달랐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 토지소

유관행의 제도화란 오랜 기간 커뮤니티 내에서 구

성원들간의 상호 인지와 커뮤니티의 규범으로서 

보장되던 관습적 토지소유권이 국가기구에 의한 

법적 장치에 의해 사적인 자산으로서 보장되는 과

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지역 및 연구방법

닥락省은 베트남의 중부고원지역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자라이(Gia Lai)省, 남쪽으로는 람동

(Lam Dong) 省, 동쪽으로 후옌(Phu Yen)省 및 칸

호아(Khanh Hoa)省과 인접하며, 서쪽으로는 캄

보디아와 국경을 맞댄 변경지역에 속한다. 닥락省

은 省都인 부언마투옷을 비롯하여 1개의 도시와 

13개의 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하부에 180개의 

기초행정체계인 社(Xa, 이하 꼬뮌)가 설치되어 있

다2). 닥락省의 총면적은 1,312,500ha이며, 이 중 

농업용지는 531,100ha, 임업용지는 599,700ha로 

省 전체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1년 현재, 

닥락省의 총인구는 1,771,800명이며, 이 중 도시

인구는 약 22%이며, 절대 다수가 농촌지역에 거

주하고 있다. 

닥락省에는 베트남의 54개 정부공인 민족 중 44
개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주류 민족

인 킨족(Kinh)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닥락 지역

은 오랫 동안 산악지역에 분산 거주해 온 소수민

족의 터전이었으나, 통일 후 새로운 국가체제 형

성 과정과 커피재배지 확대 과정에서 저지대의 킨

족이 대규모로 이주하여 지금은 이주자인 킨족이 

다수민족이 되었다. 닥락 지역의 소수민족으로는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주인이었던 에데족(Ede), 
므농족(M’nong), 쟈라이족(Gai Lai) 외에도 통일 

후 변경지역 개발과 소수민족 정책으로 북부 베트

남에서 이주해 온 타이족(Thai), 따이족(Tay), 눙
족(Nung)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으

며, 전체 180개 꼬뮌 중에서 주로 외곽의 산악지역

에 속하는 125개 꼬뮌은 소수민족 비율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커피재배지역 확대에 따른 토지

소유관행의 제도화가 통치체계의 중심지로부터의 

지리적 거리와 토지자원의 가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가설에 입각하여, 지리적 특성이 

상이한 3개 꼬뮌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원주

민 소수민족과 이주민 킨족 세대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사례지역은 통치체계의 중심

인 부언마투옷에 인접하고 커피재배 적지로서 초

기부터 커피재배가 도입된 에아티우(Ea Tieu) 꼬

뮌, 부언마투옷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나 고

무 및 커피 생산 적지여서 토지자원의 가치가 상

대적으로 높은 에아솔(Ea Sol) 꼬뮌 및 부언마투옷

에서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커피재배 비적

지(非適地)로 토지자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에아므드로(Ea M’droh) 꼬뮌으로 하였다(그림 1). 
연구대상지역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인터뷰 대상 세대3)는 세대주 연령이 50대 이상

이어서, 1970년대 이후 토지소유 변화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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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경험)을 가진 세대를 선정하였으며, 그 가운데

는 커피 재배지 면적이 많은 농가 외에도 커피재

배 규모가 작은 농가들도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

한 연구대상지역 통치기구 변천에 관해서는 각 꼬

뮌 인민위원회 간부들과의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대상마을의 역사에 관해서는 소수민족 마을의 전

통적 지도자4) 및 행정적 마을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세대주와 직접 

하였으며, 조사 내용을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 지

역 사정에 밝은 관계자와의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그림 1. 연구대상지역

표 1. 연구대상지역 개요

에아티우 꼬뮌 에아솔 꼬뮌 에아므드로 꼬뮌

부언마투옷으로 부터의 

거리

약 17km, 

자동차로 약 30분 

약 100km, 

자동차로 약 180분

약 40km, 

자동차로 약 60분

인구 및 세대 

세대수 4,533
인구수 23,513

소수민족비율 31%

세대수 2,459
인구수 12,530

소수민족비율 61%

세대수 1,629
인구수 7,916

소수민족비율 78% 

커피재배면적 및 

커피도입시기

총면적 4,632ha
커피재배면적 3,247ha

(총면적의 70%)

커피도입시기: 1980년대 중반

총면적 23,150ha
커피재배면적 3,671ha

(총면적의 16%)

커피도입시기: 1987년

총면적 8,200ha
커피재배면적 1,957ha

(총면적의 24%)

커피도입시기: 1996년

자료: 각 꼬뮌인민위원회, 사회경제상황보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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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기는 2013년 11월에서 2014년 7월 사이의 

3차례에 걸쳐 각각 약 1주일간 진행하였다. 이하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는 한 모두 위의 인터뷰 

조사에 의한 것임을 밝혀 둔다.

2. 커피재배지역의 확대와  

통치기구의 변화

1954년 이전 프랑스 식민지 시대 베트남 각지에

는 프랑스 식민주의자에 의한 대규모 농장이 건설

되었는데, 닥락省도 그 중 하나였다. 당시 닥락성

의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유럽으로의 수출을 위

한 티크 나무 벌채와 고무 재배 이외에 현지 소비

용 커피 생산도 하였다(Doutriaux et al., 2008). 그
들은 커피 농장을 설립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였

으나, 당시 토지자원은 외연적 확대가 충분할 정

도로 풍부하였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원주민

과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일은 드물었다(Nguyen, 

2007). 또한 당시 커피 재배가 이루어졌던 곳은 오

직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경영하는 농장뿐이었

으며, 따라서 커피 재배가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파급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후, 

닥락省 지역은 남베트남 정부의 통치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이 설립

한 커피 농장은 남베트남 정부 소유로 이양되거나 

프랑스인 소유인 상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정치

적 불안과 북베트남과의 분쟁 속에서 당시의 커피 

농장은 거의 방기되다시피 한 상태였다. 

1975년 베트남전 종결과 함께, 닥락省의 커피 

농장은 모두 국영농장 또는 국영임업공사5)로 전

환되었다(Tran, 2012). 국영농장과 국영임업공사

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예산을 분배 받아, 관할구

역 내 토지이용과 생산 활동의 전권을 가지고 있

었다(Tu, 2012). 그러나 통일 직후 한 동안 공식적

인 행정조직은 부언마투엇과 그 주변지역에만 설

치되어 있었다. 그 외 주변부 지역들은 국영농장 

또는 국영임업공사들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거나6) 

아예 이마저도 없어 공식적인 행정력이 미치지 않

는 국가권력의 공백지대로 남아 있었다. 

1986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의 개방정책에 따라, 

닥락省의 국영농장 및 국영임업공사도 이전의 정

부예산에 의한 배급체계에서 독립채산제로 전환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영농장들은 경영난을 

겪게 되고 해체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국영농장 

및 국영임업공사가 기능을 축소하거나 해체될 경

우, 관할 토지를 종전의 사원에게 배분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종전의 국영농장 사원들은 국영

농장과 계약을 맺고 커피를 재배하는 독립적인 농

민 신분으로 전환하였다(조영국, 2013). 또한 남

아 있는 국영농장과 국영임업공사도 순수한 생산

조직으로 전환되었다. 이들이 담당하던 행정기능

은 새로게 설치되는 공식적인 행정조직으로 이양

되었다. 1990년 초에 이르면, 닥락성의 대부분 지

역에 군과 그 아래 꼬뮌으로 이어지는 지방행정조

직 체계가 완성되었다. 비로소 닥락이라는 변경지

역에서도 국가통치체제(state-making)가 완성되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소수민족에게 있

어서는 자치 공간의 소멸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 

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

는 세계시장에서 커피 가격이 피크7)에 이른 시기

이었다. 동시에 새로운 국가통치기구에 의해 닥락 

전역에 걸쳐 근대적 토지소유권 제도를 확립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무렵에는 커피재배를 목적

으로 킨족 이주민들이 대거 닥락 지역으로 몰려들

었다. 국가정책에 의해 이주한 종전의 이주민들과 

달리 이들은 대부분 자발적 이주자들이었고, 따

라서 커피재배지 확보도 스스로 해결하여야만 했

다. 이들은 국영농장 관할 지역 밖 토지를 대상으

로 커피재배를 하였다. 그러나 이 토지들은 대부

분 소수민족들이 관습적으로 이용해오던 토지들

이었다. 킨족 이주민들은 소수민족의 양해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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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이 토지를 점유하거나 혹은 개간노동 대

가 수준의 금품만을 지급하여 구입하는 형식으로 

토지를 확보해 갔다. 

베트남 정부는 1993년의 토지법 제정을 통해8)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맞게 토지에 대한 사적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조치

는 국가 전역에 걸쳐 일시에 시행되지 못했다. 특

히 닥락의 경우는 상당한 지역이 토지에 대한 기

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토

지법에 따른 토지등록 및 소유관계의 정리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 지역행정기관도 일찍 설치되

고 과거부터 토지에 대한 정보가 확보된 부언마투

엇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1980년대 후반부터 토지

등록 및 증서발급9)이 이루어졌지만, 지역에 따라

서는 행정기관 자체도 늦게 설립되었고 또 행정기

관이 설치된 이후에도 토지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2000년대 후반에 와서야 등

록 및 증서발급이 이루어졌다. 

소수민족들이 관습적 권리를 가지던 토지를 무

상으로 혹은 유상으로 확보한 킨족 이주민들은 이

를 근거로 혹은 상당한 기간동안 커피재배에 대한 

기득권 보상을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토지사

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일단 토지사용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해당 토지의 이용뿐만 아니라 매

매, 담보설정, 상속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배

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소수민족들은 

그들이 관습적으로 이용해오던 상당한 토지를 잃

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구나 소수민족과 

킨족 이주민 사이에 토지양도에 대한 주장이 엇갈

리고, 양도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다른 경우도 많아 

양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두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에 대한 불만이 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2000
년 초 닥락省에서 발생한 소수민족의 토지분쟁이

었다. 

3. 관습적 토지소유 제도화의  

공간적 차이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닥락省에서

의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는 전 지역에서 동일

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리적 위치와 

토지자원의 가치에 따라 다양한 양태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지리적 조건이 상이한 3지역(에아티우 

꼬뮌, 에아솔 꼬뮌 및 에아므드로 꼬뮌)을 사례로 

닥락省에서의 관습적 토지소유 제도화의 공간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에아티우 꼬뮌(Ea Tieu Commune)

에아티우 꼬뮌은 행정상으로는 닥락省 쿠쿠인

(Cu Kuin)郡에 속하고 닥락의 省都인 부언마투옷

에 인접하여 있다(그림 1). 총면적은 4,632ha이며 

이 중 커피재배면적이 3,247ha를 차지해 총면적

의 약 70%가 커피로 특화된 토지이용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에아티우 꼬뮌의 세대수는 4,533호, 

인구수는 23,513명이며, 이 중 소수민족이 약 31%
를 차지하는데, 그들의 절대 다수가 이 지역의 원

주민인 에데족10) 이다. 현재 꼬뮌은 24개의 마을

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17개가 킨족　출신 이

주민 마을이며, 7개가 소수민족 마을11)이다. 한편, 

커피재배지 중 약 40%에 해당하는 약 1,300ha를 

국영농장이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별 농가

가 소유하고 있다. 전체 농가의 80% 이상이 커피

재배에 종사하고 있고 농가의 커피재배면적은 0.5 
~2.0ha 정도로 영세한 수준이다. 

여기에서는 에아티우 꼬뮌에서 농가 소유 커피

재배지가 많은 에아티우마을 (Buon Ea Tieu)을 사

례로 커피재배지 확대에 따른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에아티우마을은 2014년 현재 485세대, 2,519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 에데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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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족은 26세대에 불과하다. 먼저 에아티우마을

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베트남 전쟁 이전

에는 현재의 위치로부터 약 1km 떨어져 있는 곳

에 있었으나, 1968년에 베트남 전쟁의 격화로 오

지인 크에드르(Cu Edru)12)지역으로 피난하였다

가, 1972년에 현재 위치로 돌아왔다. 당시 닥락省

은 남베트남 정권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에아티우

마을은 마을 주민 중 남베트남 정권에 협력한 지

식층이 정권의 에이전트로 대리 통치하였다고 한

다. 즉, 이 시기부터 에아티우마을은 마을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관습법에 의한 협치에서 국가기구

의 대리인에 의한 통치로 지배구조가 변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이전의 관

습적 이용과 통치기구에 의한 배분이 혼재하게 되

는 바, 택지에 관해서는 정권의 에이전트가 세대

당 2,500m2씩 배분하였으나, 농지는 주변의 토지

를 자유로이 개간할 수 있었다. 다만, 마을 장로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협치에 의한 토지이용이 아

니라, 인구수에 비해 충분한 토지자원이 있었기

에 가능한 개별적 개간(open access)이었다는 점에

서 근대적 국가기구에 의한 통치로 이행하는 과도

기에 나타난 잠정적 토지이용 방식이었다고 보여 

진다. 

1975년의 베트남 통일 직후, 전국적으로 사회

주의적 통치체제의 도입과 집단농장(合作社)13)이 

설립되는 중에도, 국토의 주변부에 위치한 에아

티우마을은 여전히 국가통치기구의 밖에 놓여져 

있었다. 즉, 1977년경까지는 반공 게릴라 조직인 

FULRO14)와 사회주의 정권 사이에서 이중의 지배

를 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에데족 원주민을 

사회주의적 집단농장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FULRO의 영향력이 거의 소멸된 1977년 말경에

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에아티우마을의 집단

농장은 산지와 화전의 특성 상15) 공동작업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생산 활동의 일부만

을 공동으로 하는 생산조16)의 단계였으며, 그나마

도 에데족 주민들의 ‘일상적 저항(everyday resis-

tance)’으로 1979년경에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

렇듯 적어도 1980년 이전의 에아티우마을은 베트

남 통일 후 사회주의혁명이 가장 교조적으로 진행

되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이라는 특수성

으로 인해 국가통치기구의 밖에 놓여져 실질적으

로 관습적 자치가 유지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풍부한 자원에 주목한 

베트남 정부는 에아티우 꼬뮌에 국영농장17)을 설

립하여, 베트남 해안 저지대에 거주하는 킨족을 

대거 이주시켜 국영농장의 사원으로 고용하게 하

였다. 즉, 국영농장에 소속된 이주민 킨족은 국영

농장 내의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농업노동자로서 

일하게 되는데,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배급과 행정

적 관리도 국영농장이 직접 수행하였다. 한편, 원

주민인 에데족은 국영농장의 작업에 동원되기는 

하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의 대부분을 여전히 개

별적 화전(swidden land) 경작에 의존하고, 행정서

비스도 국영농장이 아닌 에아티우 꼬뮌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즉 당시의 에아티우 꼬뮌에는 하나의 

공간 안에 킨족 중심의 국영농장과 에아티우 꼬뮌

이 공존하는 이중적 통치구조가 있었다. 

자급자족적 생산에 치중하던 에아티우국영농

장은 1985년에 구 동독의 지원하에 처음으로 커

피 재배를 시작하게 되었다18). 본격적인 커피 재배

에 착수하게 된 에아티우국영농장은 이주민 킨족 

뿐만 아니라, 원주민 에데족도 농업노동자로 고용

하게 되는데, 당시의 생산방식은 일종의 책임할당

제와 같은 것이었다. 즉, 국영농장은 1인(혹은 1세
대)당 1ha를 할당하고 비료를 포함한 일체의 자재

를 제공하였다. 마을 주민에게는 노동의 대가로서 

쌀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주민 에데족 입장에서

는 자신들의 토지에서 노동자로 고용되어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생산방

식은 구 동독의 원조가 끊어진 1995년까지 지속되

었다. 에아티우마을의 경우, 1995년 당시 약 400 
세대 중 반 정도의 세대가 국영농장에 농업노동자

로서 직접 고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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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에도 국영농장과 에아티우 꼬뮌의 이중

적 통치구조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 동독의 원조 중단으로 자체적으로 배급이 불

가능하게 된 에아티우국영농장은 1995년에 직접

고용에서 코환(Khoan)이라고 하는 계약재배 방

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前 사원은 국영농장

과의 계약하에 커피 재배를 하고, 수확한 커피 중 

일정량을 국영농장에 상납하는 대신 나머지 수확

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예를 들

면, 2013년의 경우 코환 커피재배지 1ha당 평균 

2.2톤의 커피체리를19) 국영농장에 상납하는 계약

을 맺고 마을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커피를 재배를 

하는 방식이다. 코환 경작자는 국영농장의 전직 

사원으로서 사회보험이 제공되며, 그린북(Green 
Book)20)이라고 하는 일종의 토지사용허가서가 발

행된다. 이 그린북은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담보 

등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순수한 계약하의 토지

사용권이나, 실제로는 코환의 권리가 매매되거나 

상속 증여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영농장은 이

러한 매매 상속 등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

나, 그 경우 커피 농장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묵인하고 코환 권리의 명의 변경을 해 주

고 있다. 다만, 새롭게 코환의 권리를 획득한 자에

게는 사회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데, 이 경우 결과

적으로 국영농장과 마을 주민과의 관계는 사실상 

소작관계로 전환되게 된다. 에아티우마을의 경우 

약 170ha의 커피 재배지가 코환으로 마을 주민에

게 배분되었으며, 세대당 0.5~1.3ha를 경작하고 

있으며, 현재 전직 사원으로서 사회보험을 제공받

고 있는 주민은 대부분이 60대 이상이며, 그나마 

37명에 불과하다. 즉, 국영농장과의 코환 시스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실상의 소작관계로 전환

되어, 대부분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지와 국

영농장의 소작지에서 동시에 커피를 재배하게 되

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지 주민의 토지에 

관한 권리 강화로 직결되는 그린북 발행이 개인의 

토지소유를 보장하는 현재와 같은 토지법 체계가 

정비되기 이전인 1991년부터 이루어졌고, 현지 주

민들은 그린북의 발행을 상납금이란 제한이 있기

는 하지만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으로 인식

하고 매매 상속 증여 등을 해 왔다는 점이다. 1995
년 이전에도 에아티우국영농장은 현지 주민들과 

계약재배를 일부 시도하였는데, 당시 국영농장의 

노동자로서 평생 노동권을 가진 사원들에게 갱신

이 가능한 5년 계약으로 커피 재배지를 배분하면

서, 1991년부터 계약재배(khoan) 권리를 법적으

로 보장하는 그린북을 발행하였던 것이다. 1986년
의 도이모이정책 이후, 1993년에 개인의 토지소유

를 보장하는 토지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기까지, 베

트남의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법적 권한 없이, 형

식적으로는 合作社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형

태였는데, 토지의 사적소유권 개념이 희박하였던 

산지 소수민족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법적 권한이 

공문서로 보장된 것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에아티우국영농장의 코환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평생 노동권을 가진 국영농장 사원의 권리

를 보장하면서, 국영농장의 재정파탄에 따라 배급

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으

며, 이는 저개발국가의 취약한 국가재정하의 이데

올로기적 이상과 현실적 필요가 타협한 결과로 해

석할 수 있다. 

한편 그린북의 발행은 국영농장과의 계약하

에 경작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 코환 토지에 대

한 어떠한 처분권도 부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러나 현지 주민 특히 원 토지 사용자였던 에데족

은 이러한 국가기구가 정한 제한을 부정하면서, 

즉 Scott(1985, 1990)식으로 표현하면 ‘이해하기를 

거부(the refusal to understand)’하면서 자유로이 

매매 상속 교환하는 등 사적 소유권에 가까운 수

준으로 행사하였다. 이러한 무시는 일종의 ‘약자

의 무기(Weapons of the Weak)’이기도 하며(Scott, 
1985)21),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의 통제를 비껴가고

자 하였다. 한편 에데족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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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영농장도 이를 수용 내지 묵인할 수 밖에 없

었다. 

에아티우 꼬뮌은 닥락省 통치기구의 중심인 부

언마투옷에 인접해 있고, 커피 재배에 적합한 토

양 조건을 갖추고 있어, 통일 이후 커피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국영농장이 설립되었고, 노동력 확

보를 위해 킨족이 대규모로 유입되었던 지역이다. 

커피생산에 적합한 자연조건과 정치권력 중심지

에 근접한 입지 조건으로 인해 커피 재배가 빠르

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에 오면 커

피 재배가 가능한 토지는 대부분 커피 재배지로 

바뀌었다(그림 2). 이 과정에서 토지자원을 둘러

싼 국가(또는 그 대리인으로서의 국영농장)과 현

지 주민간, 이주민 킨족과 원주민 에데족간의 경

쟁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에아티우 꼬뮌의 에데족도 베트남정부

의 통치기구 및 킨족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을 통

해, 닥락省의 다른 에데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피 재배에 참여한 시기도 빨랐고, 토지의 사적 권

리에 대한 인식도 상대적으로 빨랐던 것으로 보인

다. 즉, 에아티우 꼬뮌의 경우는 토지자원의 가치

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에 따른 현지주민의 저항

을 효과적으로 무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국

가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기도 전인 통일 직후부

터 통치기구의 말단조직, 즉 꼬뮌을 정비하여 그 

공간적 범위 내의 주민과 토지자원을 관리하였다

고 판단된다. 한편, 국가기구의 직접적 통치 대상

이 되어 자신들의 토지 중 상당 부분을 국영농장

에 빼앗긴 소수민족은 ‘국유지’22)인 주변 산지를 

개척함으로써 새로운 토지자원을 확보하면서, 한

편으로는 코환 토지를 실질적인 사적인 소유지로 

만들어버렸는데, 이는 관습적 토지소유을 유지하

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통치기구의 근대적 토지제

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는 “약자의 무기” 전략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에아티우 꼬뮌의 경우는 

관습적 토지이용의 불완전한 제도화23)와 관습법

을 바탕으로 근대법과 타협을 통해24) 현재의 토지

소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에아솔(Ea Sol) 꼬뮌 

1960년대 후반까지 에아솔 꼬뮌의 영역 내에

그림 2. 에아티우 꼬뮌의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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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수민족인 에데족과 쟈라이(Gia Lai)족25)으로 

이루어진 4개의 마을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1960
년대 후반 이후 이 지역 인근에서도 전투가 발생

하게 되어 주민들은 미군과 남베트남정부군에 의

해 주변 산지의 소위 ‘안전지역’으로 소개되었다. 

1973년 에아솔 일대가 북베트남군의 실질적인 통

치하에 놓여지게 된 이후 주민들은 자신들의 토

지로 돌아 올 수 있게 되었는데, 현재 에아솔 꼬뮌 

지역 일대에는 푸본(Phu Bon)省 깜가(Cam Ga)郡
이 새로이 설치되었다. 1975년 통일 후의 행정조

직 재편에 따라 푸본省이 폐지되고, 닥락省 크롱

북(Krong Buk)郡으로 재편되면서 에아솔 꼬뮌이 

설립되었다. 이 지역은 省都 부언마투옷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곳이며, 도로사정이 개선된 

지금도 자동차로 3시간 이상 걸리는 오지여서 신

경제구역(New Economic Zone)에서 제외되었으

며, 그 결과 1980년 이전에는 극소수의 킨족만이 

있었고 행정기구가 설치된 이후에도 여전히 소수

민족의 자치 공간으로 남아있었다. 

에아솔 꼬뮌은 닥락省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고

무와 커피 생산에 적합한 현무암 대지의 북쪽 경

계지역에 위치한다. 따라서 이처럼 토지 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일찌기 1983년에 국영임업공사

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에아솔국

영임업공사는 현재 2,473ha의 고무 및 커피농장

을 경영하고 있으며, 약 800명의 사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킨족과 소수민족의 비율은 각각 약 50%

이다. 

에아솔 꼬뮌의 세대수는 2,459호, 인구수 

12,530명으로 소수민족비율이 61%로 높은 편이

다. 총면적은 23,150ha로 그 중 커피재배면적은 

약 16%에 해당하는 3,671ha이며, 에아솔 꼬뮌에 

커피재배가 도입된 것은 비교적 빠른 시기인 1987
년 무릅으로, 국영임업공사의 사원이었던 킨족이 

처음으로 식재하여 1990년 중반에 소수민족에게

도 파급되었다. 

여기에서는 관습적 경작지의 대부분을 국영임

업공사에게 수용된 히은마을(Buon Hyunh)을 사

례로 전통적 토지소유관행과 근대법에 의한 토지

소유와의 갈등을 통해 관습적 토지소유권의 불안

정한 제도화 사례를 보기로 한다. 

히은마을은 1960년대 이전부터 에아솔 지역에 

존재했던 4개 마을 중 하나이며26), 주민의 대부분

은 에데족으로 2013년 현재 80세대, 386명의 주

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킨족은 포함되어 있지 않

다. 히은마을은 베트남 전쟁 이전에는 현재의 위

치로 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현재의 에아주마

을(Thon Ea Ju)이 입지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

으나, 1973년 피난 지역에서 귀향할 때 당시의 불

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중심지에 가까운 현재 

위치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현재 히은마을이 위치

하고 있는 지역은 벸마을(Buon Bek)의 영역 내에 

있었으며 주변의 토지는 벸마을 주민이 관습적 권

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히은

마을 주민들은1973년 현 위치로 이주해 온 이후에

도 경작지의 대부분은 여전히 이전 거주지역(현재

의 에아주마을)에 있기 때문에, 통근 경작을 하고 

있다. 

그런데, 1983년 무릅에 에아솔 지역에 국영임

업공사가 설립되어 본격적으로 에아주마을에서 

고무재배를 시작하자, 국가(혹은 국영임업공사)

와 현지 에데족간의 토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

다. 국영임업공사의 노동력은 저지대에서 이주해 

온 킨족이 중심이었으며 일부 에데족도 동원되었

다. 당시는 산지 지역에 대한 지도도 없었고, 측량

기기도 없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에아주 일대가 

국영임업공사의 토지로 지정되었을 뿐 명확한 경

계가 불분명하였다. 또한 국영임업공사도 제한된 

노동력으로 한꺼번에 에아주 지역 전체에 고무나

무를 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도로에 인접한 경사

가 완만한 토지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고무나무

를 심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에아주 토지의 관습

적 소유권자였던 히은마을의 에데족은 한편으로

는 국영임업공사에 저항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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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개간 확대

하여 갔다. 즉, 제도상으로는 에아주 일대 모두가 

국영임업공사의 토지였지만 히은마을의 에데족은 

고무나무가 식재된 토지는 국영임업공사의 토지

로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만27), 그 외의 토지에 관

해서는 그들의 관습적 사용권을 주장하면서 저항

하였던 것이다. 국영임업공사도 에데족이 고무나

무를 심은 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관습적 사용권

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였지만, 그 외 토지에 관

해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가지지 못하고 묵인하였

다. 또한 이주 킨족들도 고무나무가 식재된 곳 이

외의 토지는 관습적 사용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

정하여, 휴경지라 할 지라도 무단으로 개간하지 

못하고 관습적 사용권이 있는 에데족에게 약간의 

금품을 제공하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때 킨족 입장에서는 싼 가격28)에 토지를 ‘구입’

하는 것이지만, 에데족 입장에서는 관습적 사용권

을 양도하는 것이며, 이 때의 킨족으로 부터 받은 

금품은 개간에 대한 노동력의 대가로 인식되었다. 

즉, 당시의 에데족은 토지자원을 교환가치가 있는 

배타적 사적자산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의 땅’ 즉 공유자원이라는 전통적 토지관행을 그대

로 유지하여 그 토지에 투여된 자신의 노동 대가

를 받은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민족간의 

거래에 대한 인식 차이는 처음에는 표면으로 드러

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그 후 국가기구에 의해 

토지의 사용권이 배타적 소유권으로 보장되고, 토

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민족간 토지 분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민족간 토지 분쟁은 1994년경

부터 국제커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른바 커피

라는 ‘블랙 골드’로 불리는 커피를 쫓아 대규모 킨

족 이주자가 몰려들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무렵부터 베트남 저지대의 킨족에 더해 닥

락의 다른 지역에 이미 이주해 있던 킨족들이 대

거 에아솔 꼬뮌 특히 에아주 지역으로 몰려와 새

로운 마을을 형성하게 되었다. 당시 에아주 지역

은 독립된 마을을 형성하지 못하고29) 행정 관리상

으로는 4번마을(Thon 4)30)의 일부로 간주되었으

나, 1995년 이후 새로운 킨족 이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7년에 에아주마을로 분리되게 되었다. 

2014년 현재 212세대, 인구 692명으로 성장하였

는데, 주민의 90% 이상이 킨족이며, 나머지 10%

도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소수민족이다. 이들 새

로운 킨족은 자금력을 가지고 프런티어에서의 새

로운 기회를 찾아 자발적으로 이주해 온 그룹이어

서, 에데족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여 고무농장, 

커피농장을 경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에데족과의 토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적인 토지거

래에 유래하는 갈등에 더하여 민족간 토지 분쟁을 

악화시킨 것이 베트남 정부에 의한 임야토지배분

정책이다. 즉, 산림보호와 산지민 생활 수준 향상

을 목표로 베트남 정부는 1993년부터 327 프로그

램을 비롯한 일련의 임야토지배분정책을 시행하

는데, 이 때 소수민족의 관습적 토지사용권은 인

정되지 아니하고 이주 킨족에게 임야토지가 배분

된 것이다. 에아솔 꼬뮌에서도 새롭게 이주한 킨

족에게 임야토지를 배분하였는데, 이 토지의 대부

분은 명목상으로는 국유지였지만31) 실제로는 소

수민족이 관습적으로 이용해오던 토지였기 때문

에 민족간 토지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개인간의 매매와 임야토지배분정책을 통

해 에데족의 관습적 사용권이 있던 토지가 이주민 

킨족으로 이전되던 시기는 닥락 지역의 급속한 커

피재배면적 확대 시기와 일치한다. 즉 국제커피

가격은 1994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하여 1995년에 

피크에 이르고 1996년부터 다시 소강기에 접어드

는데(村田, 2004), 에아솔 꼬뮌에서도 바로 이 시

기에 본격적으로 커피 재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

다. 베트남 정부도 커피 재배를 장려하고 기술 지

도 등 지원을 하였는데, 그 결과 커피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토지 수요가 발생하였고, 토지의 

매매가격도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

에 오면 지역 내에 더 이상 외연적 확대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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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이전에 발생했던 

개인간의 토지 거래가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 때 에아솔 꼬뮌32)은 

관행적 구두계약에 머물러 있던 토지사용권을 토

지등기를 통해 제도화하였던 것이다. 즉 에아주마

을 인근의 토지는 1998년에서 2001년 사이에 레드

북이 발행되었는데, 그 대상은 대부분 커피 및 고

무 재배지였고, 육도 카사바 등을 재배하던 화전

(swidden land)은 아직까지 레드북이 없는 토지가 

대부분이다. 토지의 사적 소유 개념이 강한 킨족

의 토지는 대부분 커피와 고무 재배지여서 그대로 

법적 소유권을 보장받게 되었지만, 화전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토지가 국영임업공사와의 분쟁 중

인 구역 내에 있는 에데족은 소유토지 중 커피 및 

고무 재배지의 일부만이 레드북 발행 대상이 되어 

민족간의 뚜렷한 대비를 나타낸다. 

국영임업공사에 의한 토지 수용과 이주 킨족으

로의 토지소유권 이전으로 가용 토지자원이 줄어

든 히은마을의 에데족은 한편으로는 국영임업공

사의 감시의 틈을 타서 과거 자신들의 토지를 재

개간하는 등 ‘일상적 저항’(Scott, 1985)을 계속하

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토지에서 약탈

적 토지이용을 행하게 되었다. 즉, 베트남 산지의 

전통적 토지이용은 일정한 영역 내에서 약 10년
간의 휴경 기간을 두고 화전(slash-and-burn)경작

을 반복하는 이른바 순회이동경작(semi-nomadic 
cultivation) 형태로서 지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지

속가능한 농업이었는데, 가용가능한 토지자원이 

제한된 지금은 10년간의 휴경 기간을 지키지 못하

고 생산성이 저하되더라도 약탈적 토지이용을 계

속하거나 농지에 화학비료를 투여하는 상전(常田)

으로 전환시켜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림 3에서 에아솔 꼬뮌의 토지이용을 보면, 마

을 주변으로 다년생 작물 즉 고무와 커피 재배가 

집중되어 있고, 오지 산지에는 여전히 화전이 곳

곳에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마을 주

변의 편리한 농지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소수민족

이 더욱 더 오지 산악으로 밀려나가 부족한 토지

자원을 보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아솔 꼬뮌은 

닥락省 통치기구의 중심인 부언마투옷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중 하나이지만, 남베트남 

정권 통치 시기에 이미 국영고무농장이 설립되어 

있었을 정도로 자연조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통

일 후 베트남 정부는 에아솔 꼬뮌 지역에 국영임

업공사를 설치하여 대규모 고무플랜테이션을 경

영하면서 주로 타 지역 킨족을 노동력으로 받아들

였다. 이 지역 역시 1990년대 중반까지 행정기구

의 정비가 되지 않아, 국영임업공사가 통치기구의 

역할을 대신하였으나, 그 대상은 주로 이주민 킨

족에 국한되었다. 또한 원주민인 소수민족이 공

간적으로 격리되어 있지 않고, 다수를 유지해 왔

고, 그 결과 관습적 토지소유 및 이용이 강하게 남

아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자원가치가 

높은 까닭에 식민지형 자원개발이 목적이어서 국

영임업공사의 토지 확대 과정에서 소수민족과 많

은 갈등을 일으킨 지역이기도 하다. 즉, 지리적으

로는 정치권력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

만, 높은 자원가치로 인해 비교적 빠른 시기에 통

치기구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주민인 킨

족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표면화

하고 있으며, 다수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은 여전히 

관습적 토지소유와 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에아솔 꼬뮌의 사례는 형식적으로는 레드

북 발행으로 배타적 사적 토지소유가 법적으로 보

장되어 있지만, 국영임업공사와 이주 킨족의 토지 

취득 과정의 문제로 인해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

는, 관습적 토지소유의 불안정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으며, 국영임업공사를 비롯한 국가기구가 강

제적 물리력을 행사하는 한, 또는 그 구역 내에서

만 근대적 토지소유권이 보장되고, 그 주변지역에

서는 여전히 관습적 토지제도가 우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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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아므드로(Ea M’droh) 꼬뮌 

원래 에아므드로 지역은 20 02년에 꽝히업

(Quang Hiep)꼬뮌으로 분리된 지역까지 포함하

는 광범위한 지역으로33) 에데족과 일부 므농(M’

nong)족의 전통적인 거주지역이였다. 통일 이후, 

베트남정부는 현재의 꽝히업 꼬뮌 일대를 신경제

구역(New Economic Zone)으로 지정하고 1978년 

이후 저지대의 킨족을 대거 이주시켰다. 원주민 

에데족으로서는 자신들이 관습적 소유권을 가지

고 있던 토지의 절반 이상을 신경제구역에 빼앗긴 

것이었지만, 당시는 자신들의 영역 내에서도 외연

적 확대가 가능할 정도로 토지자원이 풍부하였기 

때문에 베트남정부 또는 이주 킨족과의 토지 분쟁

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에아므드로 꼬뮌은 닥락省 통치기구의 중심인 

부언마투옷에서 직선거리로 약 40km로 자동차

로 약 1시간이면 도달하는 거리에 있지만(그림 1), 
최근까지도 진입로가 비포장이었으며 아직도 우

기에는 자동차로 접근이 어려울 정도로 변경 중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통치기구의 중심

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기반시설이 낙후된 배경에는 이 지역의 자

연 조건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에아므드로 꼬

뮌 지역은 커피재배에 적합한 현무암 풍화토(ba-
salt soil) 대지의 외곽에 위치하고 해발고도도 커피

재배에 불리한 500m 이하 지역이어서 토지자원

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낮은 자원 가치는 이 지역의 행정체제의 

정비가 늦은 것과도 직결되는데, 구(舊) 에아므드

로 꼬뮌은 통일 후 8년이 지난 1993년에야 설치되

어 관할 지역 내의 주민과 자원을 관리하기 시작

하였다. 그나마도 구 에아므드로 꼬뮌의 직접적 

통치는 주로 킨족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꽝히업 꼬

뮌 영역에 국한되었고, 대부분의 주민이 소수민족

인 현재의 에아므드로 꼬뮌 영역은 여전히 관습적 

자치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34). 

한편, 1978년 이후 신경제구역정책으로 이주해 

온 킨족의 경우는, 초기에는 마을 단위로 생산조

(Tap Doan)를 조직하여 카사바 등 식량작물로 생

계를 이어갔으나, 1983년 이 지역에 국영임업공사
35)가 설치되자 임업노동자로 편입되었다. 이 시기 

그림 3. 에아솔 꼬뮌의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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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족에 대한 실질적 통치기구는 국영임업공사 그 

자체였는데, 출생신고 의무교육 등 행정적 관리도 

국영임업공사가 직접 담당하였다. 국영임업공사

의 비효율과 재정난으로 1986년에 기능을 축소하

고 사원을 대규모로 해고하였는데, 그 결과 주민

들은 자동적으로 다시 농민으로 복귀되었다. 이들

에 대한 행정적 관리는 같은 해 새롭게 설치된 크

므갈(Cu M’gar)郡으로 이양되었지만, 실제로는 

방임 내지 국영임업공사가 행정기능을 여전히 담

당하였다. 다시 말하면, 자원가치가 낮은 변경 중

의 변경인 에아므드로 지역에는 1993년에 이르러

서야 국가통치기구의 직접적 관리하에 편입되었

으며 그나마 실질적 통치 대상은 이주민 킨족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2013년 현재 에아므드로 꼬뮌의 세대수는 1,629 
호, 인구수는 7,916명으로, 이 중 소수민족 비율은 

약 7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총면적은

8,200ha이며, 이 중 커피재배면적이 1,959ha로 총

면적의 약 24%이나, 부언마투옷 및 주변 지역 킨

족 소유의 커피재배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육

도 카사바 등 단년생 식용작물을 생산하는 화전

(swidden land)은 2,833ha로 총면적의 약 35%에 

이르러 닥락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에아므드로 꼬뮌의 토

지이용을 보여주는 그림 4를 보면 소수민족 마을

이 분포되어 있는 동쪽에 화전 단년생 작물재배

가 탁월하고, 킨족 마을이 많은 서쪽에 커피를 중

심으로 한 다년생 작물재배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두 민족 사이에 소유토지 면적에 

유의한 차이가 없더라도 용수 접근도 등 토지자원

의 질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 조건 상 커피 재배 비적지인 에아므드로 

꼬뮌의 토지이용은 킨족의 커피재배와 소수민족

의 화전(swidden land)에서의 식용작물 재배로 뚜

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에아므드로 꼬뮌에 처음으로 커피 재배가 도입

된 시기는 1996년36)으로, 베트남정부의 보급 정책

에 따른 것이었다. 에아므드로 꼬뮌은 닥락 지역

에서 가장 늦게 커피 재배가 도입된 지역 중 하나

인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은 불리한 자연 조건 외

에도 당시의 에아므드로 꼬뮌은 여전히 소수민족

에 의한 관습적 자치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

도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현재 에아므드로 꼬뮌에는 3개의 소수민족 마을

(Buon)과 8개의 킨족 마을(Thon)로 구성되어 있는

데, 여기에서는 에데족 주민이 절대 다수를 차지

하고 최근까지도 관습적 제도가 강하게 남아있던 

에아므드로(Ea M’droh)마을을 사례로 지역 거버

넌스의 변화와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를 살펴

보기로 한다. 에아므드로마을의 2013년 현재 인구

수는 1,146명, 세대수는 약 220 호이고, 이 중 에

데족 세대가 153호로 절대 다수이다. 그 외 킨족이 

42 호,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온 소수민족 25 호가 

포함된다. 에아므드로마을의 화전(swidden land) 

면적은 약 178ha이며 커피재배면적은 28ha에 불

과하여, 대부분의 주민이 여전히 화전(swidden 
land)에서의 옥수수 카사바 등 식용작물 재배로 생

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7). 

에아므드로마을은 전쟁을 피해1962년 경에 캄

보디아 국경 근처의 에아숲(Ea Sup) 지역으로 피

난가게 되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반공게릴라 

FULRO와의 전투가 간흘적으로 계속되어 1986년
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1986년 36세대가 그들의 

터전인 에아므드로마을로 돌아왔을 때 이 일대는 

밀림으로 변해있었다.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전통

적 리더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마을 장로(Gai 
Lang)에 의해 거주지가 배정되고, 개별적으로 마

을 영역 내의 ‘빈 땅’을 개간하였다. Scott(2009)
에 잘 묘사된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산지 소수민

족마을은 위계체계를 가지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

의 완결된 세계로서 마을의 영역(territory)은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영역은 산지의 주

인인 소수민족의 관습적 문화 전통에 의해 지켜졌

다. 또한 마을 내부의 갈등이나 외부에 의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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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침범당했을 때에는 마을 장로가 관습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복귀 

당시 에아므드로마을의 관습적 영역은 크므갈(Cu 
M’gar) 국영임업공사의 관할지에 포함되어 있었

고, 따라서 에아므드로마을 주민들의 ‘빈 땅’ 개간

은 국영임업공사와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1987년과 1988년의 2년간에 걸쳐서 심한 갈

등이 있었는데, 국영임업공사는 에데족 주민들의 

개간지와 움막에 불을 지르는 등 강제 수단을 동

원하여 소위 ‘불법 개간’을 막으려 하였고, 에데족 

주민들은 때로는 격렬한 저항을 하면서 또 때로는 

‘이해하기를 거부’(the refusal to understand)하면

서(Scott, 1985; 1990), 자신들의 관습적 토지권을 

지키려 하였다. 2년간에 걸친 생존권을 건 공방 끝

에 에아므드로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관습적 토

지권 지켜내고, 국영임업공사도 이를 묵인하게 되

었다. 

1993년에 에아므드로 꼬뮌이 설립됨에 따라, 에

아므드로마을의 지역거버넌스에도 변화가 생겼

다. 즉 에아므드로 꼬뮌 인민위원회의 요청에 따

라, 통치기구와의 공식적 연락 창구로서 마을 대표

(Truong Buon)38)를 선출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의 

마을 대표는 킨족의 언어를 이해하고 정부의 방침

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통치체제의 에이전

트로서, 주로 젊고 근대 교육을 받은 자가 임명된

다. 마을 대표의 임명과 그를 통한 통치기구의 직

접적 개입은 마을 장로로 대표되는 전통적 거버넌

스의 약화로 이어지고, 공유자산으로서의 토지자

원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에아므드로마을

에 처음으로 외부인이 이주해 온 것은 1999년 무

렵인데, 당시 외부인을 마을 주민으로 받아들이는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즉, 외부에서 온 이주자는 

먼저 마을 장로에게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간청

하고, 마을 장로의 허가가 떨어지면, 행정기관(꼬

뮌)에 제출할 서류에 마을 대표(Truong Buon)의 

서명을 받는다. 이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한 후 3
년간 임시거주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고, 그 동안 

문제가 없으면 3년 후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신분증을 부여받고 완전한 마을 주민으로서의 자

격을 획득하게 된다39).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전

히 마을 주민으로 받아들일지의 결정권은 마을 장

로에게 있고, 마을 대표는 행정기관과의 연락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주자가 교육, 보건 등 행정 서비스를 받기위해

서는 마을 대표(Truong Buon)의 동의가 필요했다

는 사실로부터, 적어도 1993년 구 에아므드로 꼬

뮌 설립 이후 에아므드로마을의 지역거버넌스는 

관습적 규범이 우선되면서도 근대적 통치체계와 

부분적으로 결합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잠정적 전환기 거버넌스도 베

트남정부가 주민들의 관습적 토지소유를 인정하

고 레드북을 발행하면서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오

랫 동안 갈등의 원인이었던 토지문제도 1999년 국

영임업공사가 해체되고 토지 관할권이 에아므드

로 꼬뮌으로 이양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

었다. 즉, 정부는 2009년과 2013년 토지측량을 실

시하여, 주민간의 분쟁이 없는 한 관습적 토지소

유를 그대로 인정해 레드북을 발행하였던 것이다
40). 레드북 발행 이전 에아므드로마을의 토지 거

래는 상호간의 구두 계약이나 계약서의 서명으로

서 이루어졌고, 이 거래는 마을 장로로 대표되는 

관습적 거버넌스에 의해 보장되었던 것이다. 그

런데 레드북이 발행되어 토지소유권이 국가에 의

해 법적으로 보장되게 되자, 마을 내 토지거래는 

행정기관에 의한 레드북의 명의 변경으로 완결되

어 종전의 관습적 거버넌스가 간여할 여지가 없어

지게 되었다. 그림 5는 최근의 이러한 변화를 상

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인데, 변경 중의 변경으

로 최근까지도 관습적 토지관행이 강하게 남아 있

던 에아므드로마을에서도 토지자원이 배타적 사

적자산으로 근대적 토지시장에서의 매매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최근의 변화로 

인해 에아므드로마을의 장로는 그 역할을 급속하

게 상실하게 되어, 최근에는 상징적 존재로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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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게 되었다. 실제로 에아므드로마을의 장로는 

수년 전부터 마을을 떠나 홀로 자신의 화전에 있

는 움막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행동

은 근대적 통치체계와 시장경제에 흡수되기를 거

부하는 moral ecomony(Scott, 1976)의 한 전형으

로 볼 수 있으며, 동남아시아 산악지역에 광범위

하게 존재하였던 ‘국가’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공

간 Zomia(Scott, 2009)의 종언으로 해석될 수 있

을 것이다.

에아므드로 꼬뮌은 닥락省 통치기구의 중심인 

부언마투옷에서 떨어진 변경 중의 변경이며 커피

벨트의 한계지역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까지 

이 지역에는 통치기구가 정비되지 않고 국영임업

공사가 실질적인 통치기구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 

그 후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행정기구가 정

비되고 국영임업공사는 그 기능을 생산활동으로 

축소하고 통치기능을 행정기관으로 이전하였다. 

다만 이때에도 소수민족 거주 지역인 에아므드로 

꼬뮌은 격리 방임의 형태에 불과하였다. 즉, 에아

므드로 꼬뮌은 최근까지도 베트남의 통치기구의 

밖에 존재하였으며, 관습적 토지소유가 강하게 남

아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토지조사에 의해 관습

적 토지소유의 제도화가 진행되어 토지자원은 배

그림 5. 에아므드로마을의 토지매각 간판

출처: 2014년 4월 김두철 촬영

그림 4. 에아므드로 꼬뮌의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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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적 사적자산으로 토지시장에서의 매매의 대상

이 되었다.

에아므드로 꼬뮌의 사례는 불리한 자연 조건으

로 인해, 커피재배지역 확대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통치체계의 중심지(부언마투옷)로부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가

치가 낮아 통치기구의 정비도 뒤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지역거버넌스와 토지소유 및 이용에 있어

서도 관습법이 강하게 남아 있었으나, 최근 토지

소유 제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근대적 

통치체계와 시장경제에 흡수되어 가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 논의와 결론

베트남 통일 이후 닥락 지역은 캄보디아와의 토

지 분쟁, 반공 게릴라의 저항 등 안보상의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개발가치가 높은 자원이 풍부한 전형적 변경 

지역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필요성을 동시에 충

족시키는 정책수단이 오랫동안 소수민족 거주지

역이던 이 지역에 인구 밀도가 높은 저지대의 킨

족을 국영농장 혹은 국영임업공사의 노동자로 이

주시키는 신경제구역(New Economic Zone) 정책

이었다. 그러나 초기 신경제구역정책에 의한 킨족 

이주 정책은 광활한 닥락 지역 중 부언마투옷과 

그 인근 지역 및 주요 도로변에 국한되었다. 대부

분의 산지 지역은 여전히 소수민족의 자치 공간으

로 남아 있었고, 그들의 관습적 토지소유와 이용

도 지속될 수 있었다. 

한편, 1990년대 중반까지 부언마투옷과 주요 도

로변의 중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닥락 지역의 

통치기구는 국영농장 또는 국영임업공사였고, 이

는 생산조직임과 동시에 통치기구로 기능하였다. 

베트남 통일 이후 전국적으로 합작사를 조직하여 

사회주의적 생산체제를 확립하려고 할 때에도, 자

원 가치가 높은 닥락 지역에서는 주로 이주민 킨

족을 노동력으로 한 국영농장 및 국영임업공사를 

통해 자원 개발과 통치를 동시에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노동력과 국영농장 또는 국영임업

공사의 재정 상태로서는 관할 지역의 일부만을 개

발할 수 있었을 뿐, 그 주변에서는 여전히 소수민

족의 관습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에서 벗어

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1986년에 개방정책(도이

머이)으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베트남 경제가 급

격하게 세계경제에 편입됨에 따라, 닥락 지역은 

글로벌 푸드 시스템에 상품작물을 공급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재편되게 된다. 즉, 1990년대 중반의 

국제시장에서의 커피 가격 폭등에 힘입어 닥락 지

역에 제2의 이주 붐이 일어나게 되었다. 저지대의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킨족이 프로티어에서

의 기회를 찾아 닥락 지역으로 대규모 자발적 이

주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블랙 골

드’라 불리웠던 커피 재배에 뛰어들었고, 가장 중

요한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수민족으로부터 ‘구입’

하였던 것이다. 당시까지 닥락의 소수민족 사회에

는 토지의 공유개념이 강하게 남아 있었고, 토지

의 매매 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토

지 ‘구입’의 대가는 개간에 대한 약간의 보상에 불

과했고 당사자간의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시기는 초기의 국영임업공사나 국영농장을 

통한 통치에서 행정기관을 통한 통치체제로 이행

하는 시기로서 관습적 자치 공간에 남겨져 있던 

소수민족을 본격적으로 국가통치체제로 편입시

키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닥락省 

정부는 토지자원을 둘러싼 경쟁을 조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 토지소유의 제도

화에 착수하게 된다. 다만 당시는 아직 정확한 지

도와 측량기기가 불충분한 상태여서, 당사자간의 

계약을 사후 추인하여 토지 대장에 등기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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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하지만 1975년 이후의 제1차 이주와 1990년 

이후의 제2차 이주를 통해 닥락 지역의 토지자원, 

특히 커피 재배 적합지는 대부분 소수민족으로부

터 킨족 소유로 전이되었으며, 토지소유관계도 관

습적 토지이용에서 근대적 토지소유로 제도화되

었다. 불평등한 토지 거래로 인한 이주민 킨족으

로의 소유권 이전이 변경지역으로까지 확대된 통

치기구에 의해 제도화되고, 토지자원은 배타적 사

적자산으로 근대법으로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닥락 지역에서는 주류민족의 

평야지역보다 빠른 1995년경에 이미 커피농장을 

중심으로 토지사용증명서(레드북)를 발행하였으

며, 이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이미 커피 재배

에 적합한 토지를 중심으로 토지자원의 경쟁이 격

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변

경으로까지 확대된 통치기구가 주류민족인 킨족

의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소수민족

의 관습적 토지사용권을 소멸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닥락 지역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는 

통치체계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자원가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즉, 통치체계 중심지에 인접해 있고 토지자원의 

가치가 높은 에아티우 꼬뮌에서는 커피재배의 도

입 시기가 빠르고 통치기구의 설치도 빠르며, 그

에 따라 관습적 거버넌스도 상대적으로 빨리 약화

되었다. 따라서 소수민족의 일상적 저항도 강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도 

초기에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민족의 일

상적 저항이 전혀 없이 관습적 토지소유가 완전히 

무시된 것은 아니며 국영농장 주변 지역의 개간이

나 코환 토지의 매매 등은 소수민족의 저항을 무마

하기 위하여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관습

적 토지소유의 불완전한-하지만 불완전한 상태로 

안정되어 있는-제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치체계 중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

고 있어 토지자원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치기구의 설치가 지체되었던 에아솔 꼬뮌의 경

우는 커피 고무 등 다년생 상업작물의 도입이 빨

랐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의 일상적 저항이 강

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토지에 한해서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에아솔 

꼬뮌의 경우는 소수민족이 여전히 다수파를 차지

하고 있고 꼬뮌 인민위원회의 간부도 절대다수가 

소수민족이다. 소수민족 마을에서는 여전히 마을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관습적 거버넌스가 남아 있

으며 이를 기반으로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에아솔 꼬

뮌에 있어서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는 현재 진

행형이며 국가기구와 소수민족의 일상적 저항 사

이의 역학 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상황이 변할 수 

있는 불안정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아므드로 꼬뮌의 경우는 통치체

표 2. 닥락 지역에 있어서 통치체계 확대 및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 과정

에아티우 꼬뮌 에아솔 꼬뮌 에아므드로 꼬뮌

통치체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인접 원거리 보통

토지자원 가치 높음 높음 낮음

커피재배 도입 시기 빠름 빠름 늦음

통치기구의 설치 빠름 늦음 늦음

관습적 거버넌스 약화 시기 빠름 여전히 유지 최근에 약화

소수민족의 일상적 저항 약함 강함 강함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 초기/불완전 진행중/불안정 최근/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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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중심으로부터 멀지 않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토

지자원의 가치가 낮아서, 2000년대 이후에서야 

통치기구가 정비되었던 지역이다. 토지자원의 낮

은 가치로 인해 토지를 둘러싼 킨족과의 경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따라서 통치기구에 의한 

토지관행 제도화의 필요성도 높지 않았다. 또, 국

가(국영임업공사)에 의한 관습적 토지소유의 말살 

시도에 격렬하게 저항하여 최근까지도 관습적 거

버넌스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정부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관습적 토지소유가 

그대로 인정되어 배타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

게 되어, 관습적 거버넌스의 물적 기반이 사라지

게 되자 급격하게 토지소유의 제도화가 진행되게 

되었다. 즉, 에아므드로 꼬뮌의 경우는 국가기구

가 관습적 토지소유를 인정한 결과 역설적으로 관

습적 토지소유가 급속하게 소멸되었던 것이다. 그

리고 그 결과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

고 안정된 토지소유의 제도화 과정을 보여주는 반

전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소수민족의 

관습적 토지소유를 소멸시켜 근대적 소유권 제도

를 확립하려면 할 수록 소수민족의 일상적 저항으

로 불완전한 제도화로 귀결되며 오히려 소수민족

의 관습적 토지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완성시킨다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소수민족 변경지역 연구에 일정

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지면 관계 상 개별 사례의 

분석을 생략하였는데, 앞으로 개별 사례 분석을 

통해 소수민족 토지관행의 제도화를 보다 세밀하

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

1) 일상적 저항(everyday resistance)이란, 미개함 야만성 등으

로 표상되는 산악지역 소수민족의 나태, 몰이해 무시 등이 

사실은 국가권력 혹은 시장경제으로부터의 압력과 간섭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전략이라고 보는 Scott(1985)의 핵심

적 개념이다. 

2) 베트남의 지방행정체계는 省(province, Tinh) → 郡(dis-

trict, Huyen) → 社(commune, Xa)로 이루어져 있다.

3) 토지소유 변화에 관한 데이타는 3 사례 지역에서 각각 20

세대, 총 60 세대분을 수집하였으나, 질적 분석을 방법론

으로 채택한 본 연구에서는 이들 데이타를 확인용으로만 

사용하였다. 

4) 현지어로‘쟈랑’(Gia Lang)이라고 부른다.

5) 베트남어로 국영농장(state farm)은 Nong Truong, 국영임

업공사(state forestry enterprise, SFE)는 Lam Truong이라

고 하는데, 명칭상 그 기능은 각각 농업과 임업으로 구분된

다. 그러나 닥락 지역에서는 국영임업공사가 커피, 고무 재

배를 하는 등 양자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존재한다.

6) 국영농장 혹은 국영임업공사는 소속 사원 및 그 가족을 대

상으로 출생신고, 사회보장 업무, 교육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 업무를 대신 담당하였다. 그런데 국영농장 혹

은 국영임업공사가 관리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

민들은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농장 소속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사원 및 그 가족에 대해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곧 그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 업무와 다를 바 없었다. 

이점에서 당시의 국영농장 혹은 국영임업공사는 지방행정

기관과 다를 바 없는 성격을 가졌다. 

7) 국제커피가격의 피크는 1994-95년이며, 그 후 coffee bust

를 거쳐 2000대 후반에 다시 coffee boom이 있었다(조영

국, 2013).

8) 베트남에서 ‘토지법’이라는 명칭으로 처음으로 법률이 제정

된 것은 1987년 말에 제출되어 1988년 초에 입법 공고된 토

지법(3-LCT/HDNN8)이지만, 이 때는 아직 토지에 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토지

법은 1993년에 입법 공고된 토지법(24-L/CTN)이 최초라

고 할 수 있다. 후자에서는 개인을 토지사용의 주체로 인정

하고, 사실상의 소유권에 가까운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9) 이 증서를 토지사용증명서 일명 레드북(red book)이라고 

부른다. 베트남의 헌법 상 모든 토지는 전인민 즉 국가가 

소유하며 개인과 조직, 기관은 각각의 용도에 따라 토지사

용권을 가진다. 주거용 토지의 사용기한은 무기한이며, 수

전 등 단년생 작물 농지는 20년, 다년생 작물 농지는 50년

의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지금은 사실상의 소유권에 

가깝다. 이 토지사용확인서의 표지가 붉은 색이어서 레드

북이라고 한다. 

10) 에데족은 베트남의 공인 54 민족 중 하나이며, 닥락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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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중부고원지역에 거주하며 총 인구는 약 30만명

으로 알려지고 있다(54 Ethnic Groups in Vietnam, 2008). 

모계사회를 이루고 전통적 생업은 화전이다.

11) 베트남어로 마을을 지칭하는 용어는 지역에 따라 약간 차

이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Thon(村)이 가장 널리 사용

된다. 닥락지역에서는 이주민 킨족의 마을은 Thon, 소수

민족 마을은 에데족 언어로 마을을 뜻하는 Buon으로 구별

되어 있다. 

12) 현재 지명은 Buon Kram Cu

13) 베트남어로는 Hap Tac Xa

14) Front Unifie pour la Lutte des Races Opprimes, 被制圧民

族闘争統一戦線

15) 주 재배작물은 육도(dry rice), 카사바, 고구마 등 식용작

물이었다. 

16) 평야지역의 고급合作社와 구별하여 초기合作社 또는 생

산조(Tap Doan)라고 하였다.

17) 당시 구 동독의 지원으로 쿠쿠인(Cu Kuin)郡 전체를 관

할 영역으로 하는 국영농장(Nong Truong Viet Duc)이 설

립되고, 에아티우社 지역에는 하위 농장으로 Nong Truong 

Viet Duc 6이 설치되었다. 그 후 1987년에 Nong Truong 

Ea Tieu로 독립하고, 2009년에 국영기업(one-member 

state company)로 바뀌었다. 

18) 이 지역에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인 1945년에 Curve Si라

는 프랑스인이 경영하는 커피농장이 설립되어 1974년까

지 존속하였지만, 현재의 커피생산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 

19) 상납하는 커피체리의 양은 코환 토지의 위치와 생산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약 4.5kg의 커피체리에서 과육

을 제거하고 건조하면 약 1kg의 커피 생두(green bean)가 

생산된다.

20) 베트남어로 So Xanh

21) ‘약자의 무기’(Weapons of the Weak)란 Scott(1985)가 산

지 소수민족들이 국가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무시하기, 모

른 척하기, 태업”등의 방법으로 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22) 오랫동안 자신들이 토지로서 사용해 온 에데족 입장에서

는 관습적으로 이용해 온 “자신들의 땅”이라는 인식이 강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3) 소위 ‘국유지’를 개간한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토지의 실질

적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

24) 토지소유에 관한 관습법과 근대법의 타협의 산물로서의 

그린북이 한 예이다. 

25) 쟈라이족은 베트남의 공인 54개 민족 중 하나이며, 중부

고원지역의 쟈라이省, 콘툼(Kon Tum)省 및 닥락省 북부에 

걸쳐 거주하며 총 인구는 약 35만명으로 알려지고 있다(54 

Ethnic Groups in Vietnam, 2008). 모계사회를 이루고 전

통적 생업은 화전이다.

26) 현재 에아솔 꼬뮌에서 8개의 킨족 마을과 14개의 소수민

족 마을이 있다. 킨족 중심의 마을은 Thon이라 하고, 소수

민족 마을은 Buon으로 불린다.

27) 이때 소수민족의 ‘인정’은 국가의 처분에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압도적인 물리력 앞에 일시적으로 저항을 

유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28) 에데족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1ha 정도의 토지가 금 한 

돈 정도로 거래되었다고 한다. 

29) 1985년 전후의 1차 킨족 유입은 대부분이 국영임업공사

의 노동자로서 이주해 온 것이었으며, 그 후 상당수가 보다 

나은 조건을 찾아 주변지역으로 재이주하였다.

30) 이주 킨족 마을은 숫자로 명칭을 삼는 경우가 많다. 에아

주 마을은 에아솔 꼬뮌의 남동부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마

을 중심부에서 에아주 마을로 가려면 드란 마을, 톤본 마

을, 크리 마을을 거쳐야 하는데, 초기에 주로 계획이주 킨

족이 거주하였기 때문에 킨족 마을인 4번 마을의 일부로 

편성되었다. 

31) 일부는 명목상 국영임업공사의 토지를 郡정부에 이전하

여, 주민에게 배분하였다. 

32) 실제로 토지등기사업(레드북)은 郡정부의 소관이나, 꼬

뮌 인민위원회도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다.

33) 에아므드로 지역에는 3개의 소수민족 마을(Buon Cuor, 

Buon Dhung, Buon Ea M’droh)가 있었고, 이 중 Buon 

Cuor가 1967년경의 피난 이전까지 꽝히업 꼬뮌 공간을 자

신들의 영역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34 구 에아므드로 꼬뮌의 사무소도 현재의 꽝히업 꼬뮌 지역 

내에 있었다. 

35) 1983년에 보다 넓은 지역을 관할했던 에아투르(Ea Tul) 

국영임업공사에서 분리 독립한 크므갈(Cu M’gar) 국영임

업공사. 이 국영임업공사는 1999년에 최종적으로 해체되

었다.

36) 1994-95년의 1차 커피 붐 이후, 국제커피가격의 그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던 시기이다. 한편, 킨족 중심의 꽝히업 

꼬뮌은 1994년에 처음으로 커피재배가 도입되었다. 

37) 그 외 캐슈넛이 약 18ha, 논(수전)이 37ha이다. 

38) 킨족 마을의 경우는 Truong Thon, 소수민족 마을의 경우

는 Truong Ban 또는 Truong Buon. 

39) 1999년에 자발적 이주자로 에아므드로 마을로 온 A씨

(Nung족)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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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꽝히업 꼬뮌에서는 2001년부터 커피 재배지를 중심으로 

레드북이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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