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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경제학의 대가인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인
간에게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화를 벗어나 지역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도 라다크(Ladakh)의 사례를 통해 세계화 폐해에 대항하는 지역성

회복 운동을 펼치고 있는 호지는 오래된 미래라는 저술의 역설적인
제목처럼 오래된 라다크의 문화 속에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이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라다크의 전통 사회로부터 배워야 하
는 것은 자립과 자존감, 검소함, 조화와 지속성, 내면적인 풍요로움 같
은 것들로서, 이미 지나간 ‘오래된’ 것에 우리가 찾는 ‘미래’가 있으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았다.
지역화(Localization) 이론으로 무장한 호지는 세계화를 주도하는 대

기업의 횡포와 정치적 함의를 공격하면서 경제적 지역화가 우리에게 선
한 행복을 제공한다는 이론을 행복의 경제학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오래된 미래를 통해 그녀의 행복의 경제학의 이론적 배
경을 검토하고, 행복의 경제학을 통해 드러난 지역공동체의 현대적
의미와 상호부조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하려 한다. 더불어
그 속에 진짜 행복과 복리가 있다는 ‘행복’에 대한 성찰과 그 의미를 조
명해 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8062069).

** 金眞英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교수. purohit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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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Helena Norberg Hodge, 1946～ )는 우리

나라를 자주 방문하는 공동체주의자, 친환경학자, 생태학자이며

지역화운동가이다. 또한 그녀는 5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된 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 부터 배운다(1992년 초판)와 2012년 출간된 행
복의 경제학 : 경쟁과 양극화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두 저서 모두 독자적인 다큐멘터리 필름을 갖

고 있으며, 전자는 1993년 60분작, 후자는 2011년 67분작으로 국

내에서 모두 상영되었다. 이 두 책은 일종의 연작으로서 세계화에

휩쓸려 버린 현대인이 잃어버린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며, 선진 서

구문명의 성장위주의 경제적 활동과 행위가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반문하고 있다.

호지는 1975년 런던대 동양아프리카학과의 언어학과 학위논문

을 준비하기 위해 인도의 라다크(Ladakh)를 방문한다. 지형적으

로 히말라야산맥 아래 위치한 고립된 라다크는 파키스탄 국경과

맞닿아 있어 이슬람과 힌두교의 충돌지역인 잠무 카슈미르주(Jam

mu Kashmir州)에 속하면서 위로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한 군사요

충지에 해당된다. 국내에는 영화 ‘세 얼간이(3 Idiots, 2009)’의 마

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주도 레(Leh)의 판공초 호수의 아름다운

풍광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라다크에 도착한지 일 년 만에 라다크어를 완벽히 습득한 호지

는 전통문화를 간직한 채 생태 친화적이면서 공감과 협동으로 이

루어진 그들의 완전한 공동체적 삶에 매료된다. 서구학자의 눈에

비친 라다크의 첫 인상은 고원지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가난한 지역으로, 서구식 개발과 계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이 건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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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주인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분쟁과 갈등이 없는 오래된

전통사회를 유지하며 균형 잡힌 소비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하는 지혜로운 이들이라는 점도 알게 된다.1) 반면 그녀의 도착과

더불어 시작된 라다크의 개방과 개발의 현장을 목도하고 라다크

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현장 또한 체험하게 된다.

호지는 이러한 경험에 바탕을 둔 오래된 미래라는 저술을 작
성하고, 전통 라다크 사회의 회복을 위해 설립한 ‘라다크 프로젝

트(Ladakh Project)’를 이끌면서, 현재는 4대륙에서 운영하는 ‘국

제생태문화협회(ISEC: International Society of Ecology and Cult

ure)’라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이후 대안적 노벨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위 있는

‘바른 생활상(Right Livelihood Award)’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

로 인정받고 있다. 본 논문은 호지가 35년간 체험한 라다크의 사

례를 바탕으로 쓴 저술들을 통해 제시하는 경제적 성장과 서구식

개발의 문제점, 그 해결방법에 주목한다. 즉 호지의 오래된 미래
와 행복의 경제학에 나타난 현대사회의 ‘행복’ 개념과 그 가치
를 재평가해 보고자 한다.

행복경제학의 창시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19

74년 소득이 높아져도 반드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을 주장한다. 그는 30개국

의 국가행복도를 조사하여, 소득이 어느 일정시점에 도달하면 행

복도가 그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밝혀내면서 개발과 성장

위주의 경제학에 일침을 가한다. 그는 비누아투와 방글라데시 같

은 극빈국의 국민이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미국, 프랑스 국민

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지만 이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벳시 스티븐슨 교수에 의해 반박된다. 스티븐슨 교수는

132개 국가를 50년간 분석한 결과 복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유

한 국가의 국민이 가난한 국가의 국민보다 행복수준이 더 높다는

1) 정윤수(2008)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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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자 이스털린은 조사범위를 넓혀 한

국 등을 예로 든 새 논문을 발표하여 자신의 주장이 틀리지 않음

을 다시 증명한다. 그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 소득이 두 배 가

까이 늘어났지만 행복지수가 전혀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

로 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다.2)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속도로 서구화를 이룬 우리나라가 이

스털린의 역설의 중심에 등장한다는 점은 매우 시사적이다. 또한

개방과 개발, 서구화와 세계화를 급진적으로 이룬 우리 국민이 경

제성장 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이 연구결과는 물질적 성장과 행복

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인도 라다크가 경험하는 개방과 개발의 급격한 속도와 행

복의 관계를 살펴볼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일원이 되어 자신도

그 안에서 이익을 얻고자 한다. 더불어 성장과 소비의 욕망을 키

우며 우리 자신도 성장하고 있으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도 한다. 호지는 이러한 행복의 착각을 지적한다. 그녀가 두 저술

을 통해 결국 말하고자 한 것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잊고, 잃어

버렸던 진정한 행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고는 두 저술에 나타난

라다크의 사례를 통해 현대인이 잃어버린 전통적 공동체, 지속가

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행복의 실체를 가늠해 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서 그녀의 주장대로 우리의 미래와 경제를 살리는

것은 화폐가 아니라 인간의 노동과 그 가치인지를 헤아려보고, 세

계화로 발생한 불행과 행복의 상호관계를 살펴서 오래된 공동체

가 추구하던 행복의 가치가 우리 미래의 또 다른 대안일 수 있는

지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김진혁(2011) pp.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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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라다크의 개방과 불행한 사회

라다크는 인도 히말라야의 고립된 불교도 지역으로 알려져 있

다. 라다크 문화는 티베트 문화와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서

‘작은 티베트(Little Tibet)’라고도 불리며 티베트보다 더 티베트의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라다크는 1962

년까지 근대화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었다. 그러나 1962년 티베

트 분규로 인해 인도군대가 이 지역에 연결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서 강제적으로 인도의 소비상품과 관료들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라다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75년 이 지역을

‘관광 편의와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여행객에 개방하면서 부터이

다.3) 이 시기부터 서구화와 도시화의 진면목을 갖춘 소위 말하는

라다크의 근대적 ‘개발’이 이루어진다.4)

인도정부가 이 시기에 라다크를 개방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

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 가장 유력한 원인은 중앙정부가 파키스탄

과 중국과의 군사경계선을 조정하면서 분쟁지역에서의 도발을 막

고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레부터 동쪽지역까지의 도로를 스

리나가르(Srinagar), 카르길(Kargil), 레(Leh)로 이어지는 노선으

로 확정하면서 개방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관광객

에게 이 지역을 개방한 이유는 라다크의 젊은 유동인구를 카슈미

르와 스리나가르로 이주시켜 노동력을 확보하고, 카슈미르와 스리

3) Rajashekariah(2013) p. 5. 인도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관광개방은
1974년이다. 라다크 지역은 Jammu & Kashmir주에 속하기 때문에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1974년을 개방시점으로 잡는 것이
행정학으로 정확하지만 호지의 저술에서 1975년으로 개방화 시점을 잡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1975년으로 표기한다.

4) 제리 맨더 외(2001)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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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르의 전문 관광기업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본다.5) 현

재 라다크에서 최고의 현금수입원은 관광업(tourism)이며, 현대

라다크의 경제적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성장했

다. 레를 기준으로 1974년 551명이었던 관광객 수는 1984년 14,20

0명, 2012년에는 1,500,000명 정도에 달한다.6)

라다크의 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와 엄청난 인

구증가율 때문이다. 레를 기준으로 1961년 3,720명의 인구가 1981

년 7,978명으로 급증했으며, 61년에서 71년까지는 48%, 71년에서

81년까지는 45%의 격심한 인구증가율을 보였다.7) 이후 1981년부

터 2001년까지의 라다크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화와 인구

증가율을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8)

전체인구(천만) 인구증가율
(1981～2001)

도시화
1981 2001 1981 2001

레지역
농촌
도시
전체

59.7
8.7
68.4

90.1
27.5
117.6

2.08
5.92
2.75

12.7 23.4

잠무카슈미르주
농촌
도시
전체

4732
1260
5990

7565
2505
10,070

2.38
3.50
2.63

21.0 24.9

인도전체
농촌
도시
전체

523,870
159,460
683,330

741,660
285,355
1,027,015

1.75
2.95
2.06

23.3 27.8

5) Lundup(2013) p. 1.
6) Chatterji(1987) p. 218, Lundup(2013) p. 3, Rajashekariah(2013) p. 14.
잠무 카슈미르주 관광국이 2010년에 밝힌 1974년도 공식 관광객 수는
527명이다.

7) Chatterji(1987) p. 218.
8) Goodall(2004)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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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구센서스 통계를 가지고 작성된 위 도표는 1945년 독립

이후 도시화가 진행된 인도 타 지역과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1975년 개방 이후의 급격한 도시화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지

표로서, 라다크 지역이 자연스럽게 개방된 것이 아니라 인도정부

의 정책에 의해 지역민의 동의 없이 갑자기 개방된 후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변화를 드러낸다. 라다크는 개방 이후 비계획적인 경

제성장과 더불어 도시로 이주하는 농촌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 수치지표는 이 지역 도시화의 심각한 상황을 나

타내고 있다.9)

라다크 도시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시로 이주하는 농촌인구

의 증가로 기존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농촌의 몰락

은 가치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도시로 몰린 엄청난 인구

가 실업과 서구적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오면

서 라다크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행복개념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10)

라다크는 개방화 이전에 폐쇄형 순환조절시스템을 지니고 전통

을 고수해 왔다.11) 특히 인구조절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인 측면에

서의 일처다부제(polyandry)12)와 내면화적인 측면에서의 티베트

승원이 결합되어 관습사회를 이끌면서 총체적인 가치체계를 유지

해왔다고 분석되는데, 이는 오래된 미래에서도 어느 정도 설명
되어 있다.13) 즉, 라다크가 인구를 조절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일

9) Goodall(2004) p. 226.
10) Chatterji(1987) p. 218. 1971년 농부의 수가 26%, 1981년까지 16%
감소하였지만 도시의 3차 산업 노동자는 71년에 61%, 81년에 74%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여 전통적 경제패턴의 변화를 나타낸다.

11) 박경준 외(2006) p. 5.
12)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1997) p. 64. 라다크의 결혼제도는 일처다부제와
일부다처제 등이 혼재되어 있는데, 일처다부제가 더 선호된다.
일처다부제는 라다크에서 1942년 행정적으로 불법이 되면서 호지가
방문했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줄어든 가족형태였다.

13) 박경준 외(2006) p. 16,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1997)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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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다부제라는 독특한 결혼체제를 기반으로, 식구가 많은 가정에서

는 작은 아들이 출가하여 가족의 부담을 덜면서 승가공동체로 흡

수되고 사회의 독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승원으로 유입되면서 전체

공동체의 인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전통

적인 순환 평형계를 구축했던 라다크는 개방화 이전 매 10년간

평균 3%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면서 균형잡히고 안정적인 인구시

스템을 지니고 있었다.14)

하지만 개발의 역풍은 라다크인들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

람으로 변화시켰다. 개발 후 10년, 라다크인들의 자부심은 문화적

열등감으로 변모하고,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

하고 부끄러워하며 현대화에 몸부림치게 된다. 관광객에 개방된

후 ‘개발’되어 변화된 라다크의 모습을 잘 알려주는 체왕(Tsewan

g)의 에피소드는 헬레나 호지가 라다크의 개발과 불행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실례로 자주 언급한다.

1975년 체왕이라는 라다크 젊은이를 따라 헤미스 슈크파찬(Hemis
Shukpachan)이라는 마을에 들렀을 때 호지는 그에게 이렇게 좋은 집
말고 가난한 집을 보고 싶다고 요청한다. 그러자 체왕은 당황해 하며,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8년 후 우연히 체
왕이 관광객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된다. “당신들이 가난한 라다크 사람
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너무 가난합니다.”15)

체왕의 이야기는 관광객이라는 이방인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생긴 가난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생활방식에서 갖고 있던 자신감

을 상실하게 하면서 극도의 불행감을 생산해 낸 과정을 적나라하

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녀가 당시에 경험한 라다크는 자급자족을

이룬 농부들이 협동하며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충분한 여가를

즐기는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였다.

14) 박경준 외(2006) p. 18.
15)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2012)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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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는 개방과 개발 이후 라다크인들이 경험한 이러한 불행감

에 언론의 이미지가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그녀는 언론이 보여준

서구의 기계문명, 부유함, 아름다움, 활동성의 마법이 속도, 젊음,

청결, 패션, 능력을 강조하며, 자연을 지배하고 기술적 혁신을 무

조건 수용하는 서구적 ‘진보’의 개념을 유입시켰다고 보았다.16) 이

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언론의 진보 개념은 라다크인들을 스스로

가 원시적이고 미개하며 비효율적인 삶을 사는 어리석은 인간으

로 평가하게 만들었다. 특히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서구문화를

유토피아로, 자신들의 전통을 후진적이고 불행을 양산해 내는 버

려야할 문화로 인식하도록 변화시켰다. 1975년 이후 급속히 진행

된 서구화와 언론이 양산한 진보 개념의 인식은 물질적인 면이

강조된 서구문화에 대한 로망을 만들어내었지만 라다크인들은 서

구문화의 그늘인 스트레스, 고독, 노화의 두려움, 환경파괴, 인플

레이션, 실업 등의 심리적 사회적 부작용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세계화의 획일화된 서구문화를 유입하기에만 급급했다. 이러한 불

행한 사회로의 변화에 큰 역할을 또 다른 요인으로는 1970년 대

부터 도입된 서구식 교육제도의 유입을 들 수가 있다. 현대화된

교육제도의 유입은 문자해독율의 증가라는 수치만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에 라다크의 현재 교육상황은 그리 밝지 않다. 서구

적이고 현대적인 학교교육은 자연, 전통, 자원이라는 라다크의 현

실을 가리는 눈가리개 역할을 하면서, 라다크인들을 서구문화를

흉내 내는 후진적 국민이며 허술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영국 교육제도를 모방한 인도 교육제도의 유입은 라다크인의 어

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을 열등하다고 생각하

게 만들었다.17)

자신들이 살고 있던 환경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리아스의 영
역본을 해독하면서 라다크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고집하고 유지하

려고 애쓰던 정체성과 동떨어진 서구적 정체성을 갈망하는 불행

16) 제리 맨더 외(2001) p. 53.
17) 제리 맨더 외(2001)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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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존재가 되었다. 더불어 자신들의 조부모, 가족, 친구들로 부터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던 전통적 교육체제를 멀리하게 만

들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것을 도우면서 그들은 마을의 따뜻

한 곳과 추운 곳을 구별할 줄 알고, 각기 다른 보리 종자의 특징

과 생장 조건을 파악하면서, 자신들을 둘러싼 자연세계 안에 있는

정교한 관계망을 배우는 등의 전통적 교육을 저급하게 평가하게

되었다.18)

서구식 교육의 가장 큰 단점은 농업국가를 도시화시키고, 화폐

경제에 의존하는 경제화를 부추기게 만드는 것인데, 라다크는 단

기간에 도시화와 세계화를 경험하면서 세계 경제체제의 최하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과거에 라다크의 개인들은 진정한 권력을 가진

단위였다면, 현대의 라다크인들은 세계 경제체제 속으로 편입되면

서 실업의 증가와 경쟁의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진 힘없는 개인으

로 추락하게 되었다.

Ⅲ. 라다크의 반개발과 지속가능한 행복

서구의 성장제일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성장과 더불어 인간 자

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 도시화와 기계화에 묻혀

있는 인간의 정체성은 소외와 불안을 경험하면서 ‘불행하다’는 사

실도 부정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포함한 자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행복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

는데, 호지는 ‘지역화(localization)’라고 명명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화석연료

에 기반하여 살아가는 획일화된 모노컬쳐(monoculture)는 더 이

18)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외(2006) p.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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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19), 지역통화, 물물교환, 지

역식품시스템(local food system)을 갖춘 지역화로 방향을 전환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호지는 라다크에 머물면서 목격한 세계화의 과정을 지역

화로 전환하기 위해, ‘라다크 프로젝트’와 ‘국제생태문화협회’라는

국제기구를 조직하였다. 이 두 가지 모두 라다크에서 발생하는 세

계화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거나 역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노

력의 일환으로, 대안적인 에너지를 개발 ·설치하고 전통적인 라다

크의 의료체계를 보호하는 일에 앞장 서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적 노력을 통해 라다크의 생태친화적이면서 공동체적

삶에 기반을 둔 전통 라다크 사회의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호지는 지역화 이론과 더불어 ‘반개발(counter-developm

ent)’ 이론을 토대로 세계화에 반대한다. 반개발은 단순히 개발을

반대하기 때문에 붙인 명칭이 아니다. 그녀는 제 1생산자인 농민

의 지위와 농촌 생활 전반을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농촌생활이 도시에 비해 저급한 발전단계라는 심리

적 압박을 전달하는 미디어, 광고, 관광객 등에게 ‘대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환경파괴와 공해의 문제 뿐 아니라

지속될 수 없는 생활양식을 화려하게 포장하여 퍼트리는 세력에

능동적으로 대항하는 적극적인 활동이다.20)

라다크를 통해 이야기하려 했던 바는, 현행 경제가 결코 필연적인
귀결이 아닌 실업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며,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면서 우리를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게 만드는 방식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라다크에서 정신적인 가치를 배운다기보
다는 원래 라다크가 갖고 있었던 것과 경제가 끼친 영향, 그 대조 자
체였다. 갈등과 불행과 오염을 만들어내는 경제체제에 대해 본격적으
로 질문할 수 있게 된 거다. 그 안에서 특히 경제가 농업에 끼치는 영

19)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외(2006) p. 536.
20) 제리 맨더 외(2001) p.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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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도시와 지역사회의 관계에 주목할 수 있었다. 라다크의 변화는 차
원이 다르지만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알게 됐다.21)

호지는 세계화의 폐해를 비판하고 지역화를 주장하면서 진정한

행복은 지역에 기반 한 생태공동체가 자립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한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라다크만의 문화적 특성이었던 ‘여성과 불교’의 전통적인

힘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4년 방한하여 6월 2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행해진 국

내 인터뷰에서 호지는 여성의 장점과 역할이 세계화를 막고 생태

공동체의 부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피력한다. “여성은 세계

화의 폐해에 대항할 수 있는 소양을 갖고 있다”며 여성적 장점이

진정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역설했다. 여기서의 여

성적 장점은 자연과 보다 가깝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사고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자연에 한발 가까이 다가가야 우리가 진정한

‘웰빙’을 맛볼 수 있다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22) 전통 라다크

공동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살

았는데, 특히 서구화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여성,

아이들, 노인들이 존경받는 이상적인 사회를 구축했다는 점은 자

연과 근접한 생태공동체의 삶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

에 중요하다.

호지는 1991년 공동 설립자이며, 약 5천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라다크 여성연합(WAL: Women’s Alliance of Ladakh)’을

가장 성공적인 단체로 평가한다. 이 단체는 여성, 농경, 전통문화

를 존중하는 활동을 펼치는데 그녀는 라다크 여성이 생태적 균형

과 사회적 조화의 힘에 더 민감하고 유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다.23)

21) 씨네21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인터뷰, 2011.
22) 여성신문, 2014년 6월 5일자.
23)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외(2006) p.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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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숙 : 특별히 (라다크) ‘여성’ 연합을 결성한 이유가 있는가?
헬레나 호지 : 있다. 나는 이미 그 전에 남성들과 생태주의 단체에

서 여러 해 같이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자신의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해 남성들보다 더 예
민하다는 사실 같은 것을 확인했다. 여성들은 마음으로 더 잘 느끼고
인식한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내면의 행복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다루려고 한다면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이 더 민감하다. 라
다크 여성들은 토양과 물이 오염되고 훼손되는 것에 대해, 건강 문제
에 대해서 남성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여기에는 전통 사회의 진정
한 식량 생산자가 여성이었고, 인간의 행복을 양육했던 것도 역시 여
성이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여성은 대단히 중요한 역
할,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나는 권력이 여성에게로 되돌아가
고 행복, 건강, 농업, 식품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페미
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사회에서 행복, 건강, 농업, 식품의 가
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24)

개방화 이후 라다크의 여성들도 남성중심의 세계화 속에서 비

생산자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가 되었다. 또한 여성이

GNP에서 배제되면서 라다크의 활달하고 강력했던 여성상이 사라

지고, 전통사회에서 최고의 여성의 덕목이었던 관용과 사교성보다

서구적 외모가 여성을 평가하는 주요한 척도가 되었다. 라다크 전

인구의 90%를 차지하던 농부와 주부가 비생산자가 되어 버린 상

황에서, 호지는 농부와 여성이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세계화

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성의 전통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25)

라다크의 전통적인 결혼형태는 일처다부제이다. 여성, 특히 어

머니가 중심이 된 이 결혼제도는 개방 이후 발생한 전통적 가족

형태의 해체와 더불어 일부일처제가 보편화되고 서구적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부끄러운 관습처럼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호지는

24) 프레시안, 2003년 12월 26일자.
25) 제리 맨더 외(2001)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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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다부제의 순기능에 주목하여 균형 잡힌 인구수를 갖고 있던

라다크 인구가 일부일처제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주

시했다. 더불어 티베트 사원에 부여되었던 전통적인 권위와 특권

도 사라지게 되면서, 독신을 고수하는 승려와 여성 승려26)의 숫자

또한 감소하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

다.27)

라다크의 가장 주요한 종교는 불교로, 불교의 인과사상과 행위

이론을 비롯해 기본적인 티베트 불교의 사상을 갖고 있다. 더불어

토착신앙, 정령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허용한 불교로서, Lha, Lu로

불리는 산신(山神)의 존재를 인정하는, 지역적 우주론의 민간신앙

을 포괄하는 생태주의적 특성을 가진 불교로 볼 수 있다.28) 호지

가 주장하는 라다크의 전통의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불교’이다.29)

특히 호지는 라다크의 전통에서 여성 승려의 융통성 있는 역할

에 주목한다. 라다크 승단에서는 사생아를 가진 여성 승려가 허용

되며, 이 승려가 사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가족의

일원으로 노동을 제공하며 승려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었다. 공식

적 서열에서 남성 승려가 여성 승려보다 서열이 높은 것은 라다

크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성은 지혜, 남성은 자비로 상징되며

남녀구별 없이 ‘조화’를 이루는 남녀 승려 사이의 균형은 불법의

26) 티베트불교에는 비구니의 계맥이 끊어져 비구니가 없이 아니(Ani)라고
부르는 여성수행자가 있을 뿐이다. 여기서의 여성 승려는 호지의 글에
등장하는 용어를 그대로 썼음을 밝힌다.

27) 제리 맨더 외(2001) p. 64.
28) Dorjey(2014) p. 233.
29) Lundup(2013) p. 7. 라다크를 방문하는 여행객의 64% 이상이
티베트사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라다크의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불교이다. 현재 라다크의 티베트사원은 마을사람들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려들은 대규모의 관광객을 위한 염불과 독경에 몰두하고, 사원에 속한
레스토랑, 숙박시설을 유지하기에 바빠서 마을의 대소사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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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이 라다크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치로 승화하는데 크게 기

여한다.30)

오래된 미래의 제6장이 ‘불교–삶의 한 방식’으로 저술되었듯
이 라다크의 행복과 전통적 가치관에서 불교는 매우 중요한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호지는 먼저 소비주의와 사회적 소외를 양

산하는 세계화 속에서 불교의 불성(佛性)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고 말한다.31)

그리고 도시화된 서양식 사고방식이 고유한 지혜와 공감의 결핍

을 가져오는 점을 명확히 직시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한

다. 그녀는 정신과 육체, 이성과 직관을 근본적인 대립관계로 보

는 서구적 가치관과는 다른 라다크의 ‘셈바(Semba)’32)라는 말에

귀 기울인다. 이는 ‘마음’과 ‘가슴’의 중간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는

것, 지혜와 자비심이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불교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이 현대사회에서 타인과 자신의

공감력을 향상시키고 현실에서 야기되는 분쟁을 비폭력적인 태도

로 조절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불교의 가르침에

는 우리가 타인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복잡한 방식에 대한 이해

와 감정이입, 생명계에 대한 심오한 긍정을 고무시키는 친환경적

이고 생태적인 지속가능한 행복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다.33)

불교가 지향하는 정신적 각성은 타인들과 자연과의 연결을 아

는 것으로, 우리 안의 세계를 보고, 우리 자신도 그 안의 상호의존

적 인드라망에 포함된 것임을 의식적으로 경험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불교의 주요한 가르침인 무상, 상호의존의 연기적 가르침은

30)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1997) p. 76.
31)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외(2006) p. 542.
32)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1997) p. 89. 여기서의 셈바는 본 논문의 심사를
맡아주신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티베어 sems pa의 음사어로
추정하였는데, 본 논문에 사용된 원어는 오래된 미래의 영어본 p.
82에서 나온 용어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33)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외(2006) pp. 54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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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타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원칙을 ‘경험’하는 교리로서, 우리

를 현명하고 자비로우며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끌 수 있음을 호

지는 강조한다.34)

현대화 과정에서 호지가 목격한 가장 고통스러운 분열 양상은

바로 종교에 대한 전통적 헌신이 줄어드는 것과 반비례해서 강화

된 종교간의 경쟁이었다.35) 그녀는 자신이 라다크에 도착했을 때

불교도와 무슬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태도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가 두 집단 간에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

고 이후 1986년도에 라다크인들의 불교도와 무슬림을 구분하는

생활태도를 목격한다. 또한 1989년 여름 두 종교간의 폭력사태가

발생하여 네 명이 사망한 후 라다크에 통금이 실시되는 것을 경

험한다. 이는 라다크의 행정구역에도 큰 변화를 야기하는데, 1979

년까지 단일행정구역이던 라다크는 현재 불교도가 주로 거주하는

레, 무슬림이 주로 거주하는 까르길로 양분되는 노골적인 반목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Ⅳ. 지역화와 행복의 경제학

세계화는 정부의 투자를 바탕으로 한 도시, 대중통신시설, 에너

지 시설, 전문교육을 위한 학교 등 대규모의 산업기반시설, 즉 인

프라의 구축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설립된 이 기반시설이 상품의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며, 상품

을 먼 곳으로 운반하여 인공적으로 형성된 낮은 가격에 되팔 수

있게 한다.36)

34)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외(2006) p. 548.
35) 제리 맨더 외(2001) p. 64.
36) 제리 맨더 외(2001)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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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다크에서는 5일에 걸려 도착한 버터가 정작 5분 떨어진 곳에서
생산되는 버터보다 가격이 낮게 거래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정부 정책과 보조금 때문이다. 빠른 경제성장
을 위해 세계화를 택한 정부는 국가 보조금이나 기반시설을 수입과
수출에 용이하도록 만들었고, 학교에서는 초국적 기업들이 원하는 인
재를 키우는데 주력했다. 때문에 라다크에서는 수백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실업이 생겨났다.37)

라다크도 개방화되면서 인도정부가 도로, 학교, 에너지 시설을

지원하고 기업형 농장지역인 펀잡(Panjub) 지방의 식량이 라다크

에 제공되었다. 대량으로 유입된 펀잡 곡식은 저렴한 가격을 형성

하면서 라다크가 2천년동안 유지한 완벽한 자급자족의 경제순환

시스템을 붕괴시킨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렵게 키운 보리보다 가

격이 싼 펀잡의 보리를 보면서 자신들의 전통적인 농업시스템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도시로 떠나게 된다. 즉, 이러한 경제체제는

인도정부의 보조금 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막강한 정부의 엄청

난 보조금으로 대량생산된 상품은 라다크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면

서 지역사회마저 붕괴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세계화의 역풍을 호되게 경험하고 있던 라다크는 1970년대 후

반 당시 8억의 인도국가경제로 편입되고, 60억 세계경제의 일부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세계경제가 지역의 경

제체계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라다크의 주식은 보리에서 패스트푸

드로 전환되고, 라다크인들은 서구의 산업사회와 동일한 음식을

섭취하는 세계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호지는 손님으로 방문한 라

다크의 마을에서 인스턴트 음식 대신 보리를 구워 만든 전통음식

인 ‘응감페(ngamphe)’를 대접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라다크인

들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라다크인들의 행복과 불행은 그들이 한

말과 지금 하고 있는 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다. 개방

37) 정효주(2013)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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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이전에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하다는 뜻을 가진 ‘텅

보스 자보스’라는 말로 마을에 굶주림이 없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현재의 그들은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에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으며, 모든 것이 부족했다”고 말한다.38) 동일한

과거를 전혀 다르게 표현하는 라다크인들의 변화에는 그들이 상

실한 활기와 기쁨, 관용의 정신, 자부심, 행복감이 묻어 있다.

나는 공동체에 기반한 아주 자립적인 라다크 문화가 경제발전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10년 전만 해도 이곳의 전
통문화는 활기와 기쁨, 타자에 대한 관용이 넘쳤고, 이는 분명히 사람
들의 자부심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맞
닿아 있었다.39)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와의 긴밀한 유대감을 깨고 서

구화와 경제화에 매달려 효율성과 우월성의 원리로 자신의 문화

와 공동체를 스스로 파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계경제의 논리

에 맡기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와 정보의 세계화는 가까이 있

는 것을 업신여기는 생활방식을 낳았다. 영상과 미디어 매체를 통

해 감각적으로 흡수하는 세계는 발전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잊고

잃어버린 것은 타인과 연결되고 자연과 연결되었을 때 오는 정신

적 깨달음에 관한 것이다.40)

호지는 성장 패러다임이 실은 초국적 거대 자본들의 배만 불리

는 허구와 기만의 술책이며, 기업과 정부가 말하는 세계화, 산업

화가 실은 세계적인 굶주림과 기근을 낳는 구조임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결국 그녀가 주장하는 행복은 산업화된 모노컬쳐를

벗어나 다양성, 탈중심화, 생태적 순응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방향의 전환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방향전환은 지구상의 모든 이

38) 제리 맨더 외(2001) p. 59.
39) 제리 맨더 외(2001) p. 488.
40) 제리 맨더 외(2001) p.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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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정가격의 신선한 지역음식을 먹고, 주변의 자연적인 건축재

료를 이용하여 집을 짓는 세상으로, 이 세계는 아름다움과 우아

함, 지속가능성, 진정한 부(富)가 동시에 존재하게 됨으로써 진정

한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41)

발전이란 진보라는 명분하에 사회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척도가 GDP(국내총생산), GNP(국민
총생산)입니다. 그러나 제가 라다크에서 본 것은 GDP와 GNP라는 척
도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사회의 존재양식, 심지어 생태환경까
지를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사실이었습니다.42)

호지는 경제성장의 지표인 GDP나 GNP의 함정에 관해 자주 언

급한다. 인간이 불행하면 불행한 만큼 항우울제의 수요가 증가하

고, 자신의 몸을 싫어하면 할수록 성형수술이 증가하여 GDP는 올

라가고, 자신에게 만족하고 불만도 없고 행복하면 GDP는 오르지

않는 패러독스를 꼬집는다. 즉 지표화 된 경제성장은 인간의 불행

에 따라 증가하게 되어 있으며, 세계 경제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

듦으로 인해서 더욱 더 ‘풍요롭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라

는 점을 밝힌다. 실례로 물이 오염되어 수도나 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면 미네랄워터를 사야 하기 때문에 GDP의 수치는 오르게

되어 경제발전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다. 또 도둑이 들어 내 모든

재산을 털어가서 나는 불행해져도 새로운 물건을 또 사기 때문에

GDP가 오르므로 경제발전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 된다. 결국 경제

성장 지표는 인간의 사고방식, 생활, 사회의 존재양식, 생태환경을

고려해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경제의 소비지상주의를 위해

구조적으로 제작된 불행한 경제학이라는 것이다.43)

호지는 행복의 경제학에서 맨발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칠레의

41)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외(2004)
42)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2011) p. 50.
43)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2011)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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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프레드 맥스네프를 소개하면서 1990년대 중반 수많은 국민경제

를 관찰한 후 발표한 국민경제의 진전에 대한 역치가설(Threshol

d hypothesis)에 주목한다. 이 가설은 경제성장은 어느 지점까지

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만 그 지점을 넘어서

면 성장이 계속되어도 삶의 질은 퇴보한다는 이론이다.44) 이는 성

장주의자들의 ‘지불할 돈만 있으면’ 환경과 삶의 질은 개선된다는

주장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서론에서 언급한 이스털린의 역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성장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현대인의 막연한

기대에 경종을 울린다.

호지는 물질적 성장의 폐해 중 가장 위험한 것은 인간의 ‘고립

과 불안’이며, 이러한 고립과 불안으로 인간이 불행하다고 판단한

다. 자부심 강한 라다크인들이 개방과 진보에 의해 잃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행복’이라고 보는 것이다.45)

전통적인 생활방식에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별로 경험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삶의 속도는 느슨하고 편안하다. 사람들은 맑
은 공기를 마시고 규칙적으로 장시간 운동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완
전식품을 먹는다. … 놀라운 일인지 모르지만, 현대화는 개성의 상실
을 초래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의식이 강해지고 불안정해지자 그들은
순응하도록, 또 이상화된 이미지에 따라 살도록 압력을 받는 것으로
느낀다. 그와 대조적으로, 모든 사람이 같은 옷을 입고 있고 얼핏 보
아 똑같아 보이는 전통적인 마을에서 사람들은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의 자신으로 존재할 자유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긴밀하게 짜
여진 공동체의 부분으로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될 만큼 충분히 안
정감을 느낀다. … 내가 라다크에서 관찰한 악순환 중에서 가장 비극
적인 것은 아마도 개인의 불안정이 가족과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시키
는 데 기여하고, 이로 인해 또 개인의 자존심이 더욱 흔들린다는 것이
다. 소비주의가 이 모든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정
서적인 불안정 때문에 물질적인 신분상승에 대한 갈망이 커지기 때문

44)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2012) pp. 247-248.
45) 정봉희(2013) p. 1-15.



현대사회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행복이론 ∙ 181

이다.46)

호지가 오래된 미래와 행복의 경제학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서구화의 쓰나미 속에서 상실된 인간의 행복이다. 전통과 문

화, 자아에 바탕을 둔 자존감이 바로 행복의 정체라고 보고, 행복

은 ‘자존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라다크 전통사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것들, 즉
자립, 검소, 사회적 조화, 환경적 지속성 및 내면적 풍요와 평화이다.
라다크 사람들의 자기부정이라는 큰 상처는 보기에 몹시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자존심으로 치유되기 시작하고 있다.47)

그녀의 일련의 행보는 불교생태학적으로 해석되면서, 대량생산

과 대량소비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현대의 물질문명이 열반문

명(nirvāṇa-civilization)과 심성문화(spiritual-culture)로 변화하는

불교적인 문명사적 전환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48)

달라이 라마는 호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오래된 미래의 추
천사를 통해 내면적 발전과 행복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전통적인 농촌사회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회
의 사람들에게 근대적 개발의 혜택을 누릴 기회가 부정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책이 말하듯이. 개발과 배움이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일
어나서는 안 된다. 라다크와 같은 전통사회의 사람들 속에는 흔히 내
면적 발전. 즉 따뜻한 마음씨와 만족감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49)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한 이론을 주장하면서도 호지는 세계경제

46)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1997) p. 61, 153.
47)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1997) p. 13.
48) 박경준(2005) p. 2.
49)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199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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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압박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벗어나게 해주는 행동으로, 우리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북돋우는 명상, 휴식, 노래 부르기 등과 같

은 소소한 행동을 추천한다.50) 자연 속에서의 운동이 부족한 서구

식 생활태도에서 벗어나 분석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지적인 활

동을 멈추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가 될 때까지

가만히 숨을 고르는 단순한 움직임이 주는 행복을 권하고 있다.

Ⅴ. 결론

호지는 지역화 전략이 사회적 생태적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인도하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이

시대에는 지역화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출현해야 하며 이를 채

택할 줄 아는 대안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현대인들은 열

심히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극심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자신의 행복과 불행을 가

늠하지도 못한 채 휩쓸려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오래된 미래를 통해 라다크인들이 일 년에 사 개월의 노동만으
로도 검소하고 생태적인 삶을 유지하며, 자신들과는 달리 행복하

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할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

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통을 고수하던 라다크인들의 삶

에는 불안, 소외, 고독이 없었기에 행복했다. 그러나 도시 속의 현

대인들은 그들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불행하거나 혹은 행복과 불

행을 판단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중후반부에 나타난 개방과 개발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던져준 교

훈은 극명하다. 누구도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던 민족적 자존감을

50)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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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라다크인들이 보여준 스스로 가난하다 여기며 타인의 도

움을 갈망하는 태도는 급격한 세계화와 경제적 개방이 던져준 불

행의 암시이기도 했다.51)

헬레나 호지는 이후 행복의 경제학을 통해 라다크인들의 행
복과 불행의 원인이 경제적 세계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오래된 미래에서 밝힌 ‘지역화’와 ‘행복’의 연관성에 대하여 자

신의 주장과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2천년 동안 친밀한 관

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건강한 공동체 라다크가 서구식 자본의 유

입으로 단기간에 붕괴되는 참담한 과정을 목격하면서 탐욕과 경

쟁만을 부추기는 ‘불행의 경제학’에 대해 오래전부터 비판해왔다.

현대인이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정서상태가 경제구조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만, 세계화로부터 지역화로 경제구
조가 바뀌는 정도에 따라 사람들이 보다 행복해진다고 저는 믿고 있
습니다.52)

우리는 라다크의 모습을 통해 경제의 발전과 소비문화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했는가를 반문해볼 수 있다. 호지는 라다크의 교훈

을 통해 지역화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적극적인 운동을 벌여나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라다크의 변화 중에서 가장 비극적

인 것은 개인의 불안감이 가족과 지역사회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이것이 다시 개인의 자부심을 뒤흔들어 놓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51) 현재 개방화의 변화를 극심하게 경험하는 곳은 티베트이다. 호지는
녹색평론과의 인터뷰에서 티베트 망명정부의 총리인 삼동
린포체(Samdhong Rinpoche)의 이야기를 전한다. 지난 40년 넘게 중국의
군사적인 점령 통치 하에서 본질적으로 아무 훼손없이 유지되던
티베트문화가 지난 10년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소비문화의 유입으로 그
뿌리부터 훼손되고 있는 현장을 알게 된다. 그녀는 정치적인 억압보다도
훨씬 더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삶을 비천하게, 비인간적으로 만들고,
근원적으로 무기력하게, 빈곤하게 만드는 게 소비주의 문화라는 점을
강조한다.

52)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2011)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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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53) 이 악순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

비지향주의라고 말하면서 물질문명이 낳는 욕망과 욕구의 허상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라다크와 같은 제3세계가 서구문명을 유토피

아로 착각하고 환상화하는 경향을 버리고, 서구문명의 어두운 그

림자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녀는 서구인들이 아동

학대, 강간, 자살 등과 같은 폭력의 증가로 결코 자신들이 안전하

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공포

의 시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하게 간파한다. 이러한 공

포와 불행에 대한 엄청난 ‘심리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증가하고, 그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예전보

다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생태문화협회는 선진 서구사회의 불행한 실체를 견학하는

‘리얼리티 투어(reality tour) 프로그램’을 조직해서 라다크의 젊은

지도자들이 직접 그 사회의 실체를 파악하도록 돕고 있다. 서구화

의 환상을 깨고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목격하도록 돕는 이 작업

은 환경운동가들, 양로원의 노인들, 거리의 노숙자 등과의 대화를

통해 서구화가 주는 불행을 인식하게 하여 획일화된 세계화와 성

장제일주의의 폐단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호지가 말하는 라다크는 신비한 과거의 공동체가 아니다. 오래
된 미래와 행복의 경제학에 등장하는 라다크의 현실은 인도의
라다크 지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기

도 한다. “이건 라다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자신의 이야기”이며,

라다크의 이야기는 곧 ‘세계의 거울’이자 우리자신을 비춰주는 거

울이라는 것이다.54)

호지가 자신의 저작과 강연, 실천운동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이다. 라다크가 세계화와 개발로 잃어

버린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라다크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소남’인데, 그 뜻은 행복이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53) 제리 맨더 외(2001) p. 61.
54)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외(2004)



현대사회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행복이론 ∙ 185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에 등장하는 라다크의 체링돌마(Tsering

Dolma)는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까?”라는

반문을 던졌다.55) 이 질문은 이제 현대의 라다크인들과 우리들에

게 행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55)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1997)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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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conomics of Happiness in Contemporary 
Society : Helena Norberg-Hodge with the Ladakh 

Localization of the Happiness Theory

Kim, Chin Young

Sogang University

Master of Economics, Helena Norberg-Hodge is a ma-
terial abundance does not bring happiness to human beings
the fundamental point, and true happiness in order to realize
globalization argue that move off the localization. Addition,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dia's Ladakh
through an instance of the verification.

This paper seeks to highlight the unconditional happi-
ness through technological civilization declined and tradi-
tional society is not caused by a regression. Hodge's
Ancient Future as seen in the writings of the paradoxical
title, old Ladakh's culture should not be our humanity in the
future. We need to learn from traditional communities of
Ladakh is the independent spirit, frugality, social harmon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s things like internal
richness, there we find on the Ancient Future in the future.

Since Dr. Hodge is the tyranny of the big corporations
and the globalization of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econom-
ic localization, we are happy to offer a theory of that line.
This paper is Ancient Future through her theoretical back-
ground, review The Economics of Happiness, and the eco-
nomics of happiness modern high profile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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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meaningful and rediscovering the value of mutual
aid. I find the value and meaning of a real happiness and
real in the welfare economics of ‘happiness’ in the modern
society.

Keywords : Happiness, Localization, Ladakh, Helena
Norberg-Hodge, Ancient Future, The Economics
of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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