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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발리토속요리인 통돼지구이 ‘바비굴링’ 요리가 발리사회를 상징

하는 대표적인 종족요리로 형성․정착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발

리는 이슬람사회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한 힌두교지역으로 일상과 의례에서 관

행적으로 돼지고기를 소비한다. 바비굴링은 본디 신성한 ‘의례음식’이었으나 

식민지화 과정, 국민국가로의 이행 과정, 관광의 맥락에서 국가와 발리사회 간

의 상호작용 속에서 세속적인 ‘상업음식’으로 변모한다. 바비굴링은 정부 주

도 하에 ‘국가통합’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었고, 또한 발리지식인 집단의 주도 

하에 ‘문화관광’의 수단으로 지역홍보의 관광상품으로서 관광자원화 되면서 

세속화되었다. 바비굴링은 발리사회의 희로애락을 담고 있는 ‘민족지적 대표

성’을 띠는 중요한 물질문화적 요소이다.

주제어: 인도네시아, 발리, 돼지고기 소비, 힌두교,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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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발리에 와서 바비굴링(babi guling)을 맛보지 않고 돌아간다면 

발리에 와봤다고 말할 수 없죠. 바비굴링 요리는 우리 발리인

(kami, orang Bali)이 먹는 발리 토속음식이거든요. 옛날에는 의례 

때에만 먹었다고 하던데, 요즘은 식당에서 팔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먹을 수 있어요.”(42세, 남, 여행 가이드/ 2008년, 발리 이부오

까 식당1))

<그림 1> 발리 토속음식 바비굴링 요리

발리(Bali)는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신들의 섬’, ‘낙원

의 섬’으로도 유명하다. 행정 구역 상 발리는 33개 주 중 한 주에 

지나지 않으며, 발리 인구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약 2억 7천만 명 

중 1.6%(441만 명)에 불과하다. 비록 인구구성 면에서 소수의 위치

를 점하고 있지만 주목할 점은 발리가 자국 관광산업의 견인차 역할

을 톡톡히 하는 국제적인 관광지라는 점이다(BPS Bali 2017). 세계

적인 여행리뷰 웹사이트 TripAdvisor는 발리를 여행자가 선정한 아

1) 이부오까(Ibu Oka): 발리의 유명한 바비굴링 전문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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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여행지 1위이자 세계 10대 여행지 중 5위로 선정한바 있다

(TripAdvisor Media Center 2019).

발리를 방문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꼭 한 번쯤은 먹고 간다는 음

식이 있다. 바로 발리 토속음식인 통돼지구이요리 ‘바비굴링(babi 

guling)’이다(<그림 1> 참조). 2008년 즈음 발리를 방문했을 당시 현

지 가이드의 손에 이끌려 들어갔던 바비굴링 전문식당에서 그가 전

하는 바비굴링에 관한 이야기는 충분히 흥미로웠다. “발리에 오면 

꼭 바비굴링을 먹어야 하며, 바비굴링은 발리인의 음식이고, 과거에

는 의례음식이었으나 이제는 흔히 일반식당에서도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들이었다. 

무슬림이 절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 발리는 유일한 힌두교 지역

이다.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Na’im et al. 2010)에 따르면 인도네시

아 전체인구 1.69%가 힌두교 신자로 이중 83.46%가 발리에 거주한

다. 바꿔 말하면 인도네시아의 힌두교신자 대부분이 발리인이라는 

것이다. 발리 인구구성의 약 84%는 발리힌두교, 정확히 말하자면 

‘아가마 힌두 다르마(Agama Hindu Dharma)’를 믿는다. 즉, 인도네

시아의 힌두교는 유독 발리 한곳에만 집중되어 있어 종교구성이 여

러 주/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여타 종교들과는 대조적임을 알 수 있

다. 현대사회에서 발리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발리인을 비롯하여 다

양한 인종과 종족의 외지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역동적인 공간

이다. 비록 관광산업의 발달로 힌두문화가 지배적이었던 발리섬에 

외지인들이 들여온 서구적 가치관 및 이슬람, 기독교 등의 새로운 

종교문화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발리섬의 주류문화는 힌두교적 가치

와 관습법을 따르는 발리인들이 이끌고 있다. 

문화가 지역의 음식체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 개념이라면 음식은 

특정 지역문화에 접근하는 통로가 된다(윤형숙 외 2009: 18). 음식은 

우리와 남을 인식하게 만들며, 다름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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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기도 한다(오누키 에미코 2001: 15-16). 인도네시아에서 돼지고

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스스로가 무슬림임을 증명하는 명확한 기

준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리인들에게 돼지고기란 단지 개인적 

기호가 아닌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특별한 선호로 나타나게 된다. 발

리인들은 절대다수인 무슬림과는 달리 이슬람 법(Hukum Syariah)에

서 금기시된 돼지고기를 일상과 의례 속에서 끊임없이 소비하며 살

아가고 있다. 발리에서 돼지고기는 ‘음식’의 식재료는 물론 힌두의례

의 ‘제물’로도 다량으로 소비된다. 특히 발리를 대표하는 바비굴링 

요리는 발리사회에서 종교문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다양

한 함의를 지닌다.

‘신들의 섬’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발리인들은 연중 내내 다양한 

힌두의례를 거행하고 각양각색의 제물들을 신들에게 바친다. 이중 

통돼지에 육두구(nutmeg, 肉荳蔲), 정향(clove, 丁香), 라임(lime) 등 

여러 향신료와 함께 조리하여 독특한 맛과 풍미를 자랑하는 ‘바비굴

링’은 여러 제물들 중 으뜸으로 꼽힌다. 바비굴링은 돼지를 의미하는 

인도네시아어 ‘바비(babi)’와 돌리다를 의미하는 ‘굴링(guling)’의 합

성어이다2). 바비굴링은 전통적으로 공동체의 남성 구성원들에 의해 

상부상조의 과정을 통해 노동집약적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의 의례

적 산물이다. 발리인들은 신에게 가족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풍요

와 안녕을 기원하며 바비굴링을 제단에 바친 후 공동체와 함께 나눠 

먹는다. 즉, 바비굴링은 본디 인간이 아니라 신을 위한 신성한 제물

인 것이다(Kruger 2014: Suci et al. 1986). 그러나 현대 발리사회에서 

바비굴링은 언제부터인가 누구나 돈만 내면 사먹을 수 있는 대중음

식이 되었다. ‘신성한’ 향연이었던 성스러운 바비굴링이 ‘세속’의 만

찬으로 전락한 것이다. 게다가 바비굴링 요리가 상업화 되면서 발리

를 대표하는 ‘관광음식’으로 자리매김하여 발리 관광산업의 효자노

2) 발리인들은 줄여서 ‘베 굴링(be guling)’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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릇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발리에서 바비굴링만으로 연간 약 92,000

마리의 돼지가 소비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udaarsa 2012). 이를 

반 하듯 발리인은 종족 단위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돼지

고기를 소비하는 단일 집단이다. 발리는 실제로 돼지 도축 량과 생산

량에서 전국 최대치를 기록하는 명실 공히 인도네시아 최대의 돼지

고기 소비지역이다(Ditjen PKH 2018). 따라서 일반적인 인도네시아

인의 관념 속에서 ‘발리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 ‘바비굴링

은 발리인의 음식’이라는 보편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한국

이 김치의 나라, 한국인을 김치를 먹는 민족으로 표상화

(representation) 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바비굴링

은 발리지역 음식이자 발리종족의 음식으로 발리와 발리인을 상징하

며 발리인의 의례적 삶과 경제적 삶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렇다면 바비굴링은 왜, 언제부터, 어떠한 역사문화적인 맥락에

서 발리사회의 상징으로까지 자리매김하게 된 것일까. 발리사회에서 

지배적인 돼지고기 소비문화가 자리매김하기까지 그 시작은 언제부

터 고 어떠한 역사문화적인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일까. 

더 깊이 들어가면, 인도네시아에서 발리사회의 돼지고기 및 바비굴

링의 표상은 바비굴링이 의례음식에서 세속음식의 길을 걷게 된 것

과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발리라는 공간을 중심

으로 바비굴링 요리가 발리사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종족 요리로 

형성․정착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발리사회의 

바비굴링 소비가 의례적 소비에서 세속적 소비로 귀결되는 근원적

이고도 근본적인 맥락(context)을 규명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첫째, 전통시대부터 근현대시기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적인 과정을 

추적하면서 발리에서 돼지가 갖는 사회경제적인 함의를 고찰한다. 

둘째, 전통적인 발리사회에서 의례음식이었던 바비굴링이 근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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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상업음식, 대중음식으로 변용되어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추적한다. 우선 발리사회를 연구했던 유명 서구 지식인의 기록에 묘

사된 바비굴링을 살펴보고 시대별로 바비굴링이 어떠한 음식으로 

인식되었는지 고찰한다. 다음으로 국가단위, 지역단위, 주민단위에

서 각각 바비굴링이 상업음식, 대중음식으로 변용된 과정을 심층적

으로 추적한다. 이를 통해 신들의 ‘제단’에 바쳐졌던 신성한 의례음

식 돼지고기가 인간의 ‘식탁’에 올라가면서 세속적인 음식으로 변용

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자카르타 및 발리에서 문헌자료조사, 심층인터뷰, 참여

관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차는 2017년 2월 6일~15일, 2차는 

2017년 6월 26일~8월 16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자는 매년 

천여마리의 바비굴링을 신에게 바치는 의례를 드리는 마을로, 일명 

‘바비굴링 마을’이라 불리는 띰브라(Timbrah) 마을의 한 가정집에서 

생활하면서 그 가족들과 친지 및 주변 마을 주민들을 심층 인터뷰했

다. 또한 우붓(Ubud) 및 덴빠사르(Denpasar)의 유명 바비굴링 식당 

주인과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다. 

Ⅱ. 발리인과 돼지고기 

음식문화의 전파는 추상적인 관념문화와는 달리 사람의 직접적인 

경험과 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발리인의 조상인 고대 자와인들이 

돼지고기를 즐겨먹는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발리에 전파되어 광

범위한 문화로까지 자리 잡았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고대 자와인들의 생활상에 나타나는 돼지관련 사료들을 살펴본다면 

현재 발리에서 나타나는 지배적인 돼지고기 소비 행태의 역사문화

적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현재 발리인의 조상이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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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와인이라는 부분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발리의 힌두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 걸

쳐 힌두문화의 확산과 전개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마자빠힛(M

ajapahit) 왕조’에 주목해야 한다(서명교 외 2016: 68-71). 마자빠힛(1

293-1527년)은 중부 및 동부 자와를 정점으로 방대한 힌두불교제국

을 형성했다. 1343년 발리는 마자빠힛 왕조에 정복당하면서 본격적

으로 힌두문화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향을 받게 된다. 현대 발리

사회에서는 마자빠힛 왕조의 침략을 피해 화산섬의 고지대로 도망

쳐 그들만의 독특한 근원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발리인들을 특별히 ‘발리아가(Bali Aga)’라고 부른다. 발리아가는 비

록 소수이나 이어서 언급할 마자빠힛 자와인의 후손과 함께 발리인

의 중요한 인구구성을 차지하고 있다. 발리아가는 주로 화산 고지대 

부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발리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소수종족

으로 독특한 문화와 관습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 한편 15세기 

이후 이슬람의 도래 및 팽창과 맞물리면서 마자빠힛 왕조는 16세기 

중반 몰락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힌두교의 승려, 학자, 귀족, 예술가 

등이 발리로 이주하게 되면서 현재의 발리 문화․예술․종교의 근

원을 이루게 된다(김 수 외 2001: 188; 가종수 2010: 70-71). 이때부

터 발리의 역사가 자와-발리인 즉, 힌두자와-발리인(Hindu-Javanese-

Balinese)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한다(Baal 1984[1960]: 21). 이처럼 

마자빠힛 자와인은 발리의 관념문화 뿐만 아니라 발리의 인구구성

에 직접적으로 기여하 다. 따라서 마자빠힛 자와인, 더 넓게는 왕국

시대의 고대 자와인들의 생활상에 나타나는 돼지관련 사료들을 살

펴본다면 현재 발리에서 나타나는 지배적인 돼지고기 소비 행태의 

역사문화적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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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로부두르 사원의 부조에 표 된 가축화된 돼지

  출처: Kresno Yulianto Sukardi 1986

동부 자와(Jawa Timur) 마따람(Mataram)왕조의 발리뚱(Balitung)

왕의 명에 의해서 서기 905년에 완성된 꾸부 꾸부(Kubu Kubu) 부조

에 가축 상인이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당시에 이미 가축을 

사육하고 내다 팔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보로부두르(Borobudur) 사

원의 까르마위방가(Karmawibhangga)3) 부조에는 가축화된 돼지가 

묘사되어 있어 당시 돼지 사육이 일반적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Sukardi 1986: 188-210)(<그림 2> 참조). 

정화(鄭和, Zheng He, Cheng Hoo, Cheng Ho)의 원정 때 통역관으

로 15세기 초 인도네시아 자와 지역을 방문했던 마환(馬歡, Ma 

Huan)4)이 남긴 저서 ｢Yingya Shenglan, 瀛涯勝覽)｣에는 자와인의 

식습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자와 주민들은 뱀, 개미, 각종 벌레, 

지렁이를 불에 살짝 익혀 먹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무슬림이었

던 마환은 이를 더럽고 혐오스럽다고 표현했으며 이러한 자와인의 

독특한 식습관은 그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또한 1365년 불교성

3) 보로부두르 사원 하단 기단 층의 벽면에 부조되어 있으며, 주로 인간의 업과 관련된 
생로병사의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다.

4) 명나라 3대 황제 락제(永樂帝)의 무슬림 환관으로 락제의 명으로 1405-1433년 
기간 동안 총 7차례의 남해 원정(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을 이끌었는
데, 인도네시아 자와 및 수마뜨라 지역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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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던 음뿌 쁘라빤짜(Mpu Prapanca)가 집필한 고대 자바 서사시 

｢나가라끄레따가마(Nagarakretagama)｣5)에는 마자빠힛 자와인의 의

식주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상이 표현되어 있다. 마자빠힛 왕족들은 

멧돼지, 양, 염소, 닭, 소, 생선, 오리를 즐겨먹었던 반면 왕족들 중 

독실한 힌두교 신자들은 힌두교적 금기로 인해 당시 평민들이 즐겨

먹었던 개구리, 지렁이, 거북이, 쥐, 개는 먹지 않았다.

마자빠힛 왕조 중심지 던 ‘뜨로울란(Trowulan)’ 지역에서 발견

(13-15 세기 제작 추정)된 다량의 돼지 모양 저금통도 눈여겨볼만 

한다. 이 돼지 모양 저금통 주변에는 중국 송․당․명․청 시대의 

주화인 께뼁(kepeng)도 함께 발견되었다(Rahardjo 2007). 이러한 고

고학적 자료들은 돼지가 부와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로, 적어도 마자

빠힛 시대부터 돼지는 마자빠힛 자와인과 일상을 함께해온 중요한 

동물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대 자와인들은 발리에 힌두자와 문화를 이식해 발리의 주류문

화를 이끌어갔고 이슬람을 피해 발리섬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마자

빠힛 자와인들은 이슬람의 향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사라져가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부침 없이 그 소비를 이어갈 수 있었다. 게다가 

마자빠힛 왕조의 침략을 피해 고지대로 도망친 기존의 발리에서 정

착하고 살았던 발리아가 역시 이들이 도래하기 이전부터 멧돼지를 

사냥해왔다. 따라서 식문화 충돌 없이 발리에서 돼지고기 소비는 지

속될 수 있었다. 발리의 생태환경은 산악지형이 많아 야생동물이 서

식하기에 적합하여 일찍이 고대 발리인들은 멧돼지를 사냥하고 그 

고기를 섭취해 왔다. 고대 발리인이 이미 돼지고기를 소비해 왔다는 

증거는 발리 기안야르(Gianyar)군 베둘루(Bedulu) 지역에 위치한 ‘예

5) ｢나가라끄레따가마｣는 마자빠힛 왕조의 중흥기를 중흥기를 이끈 하얌 우룩(Hayam 
Wuruk)왕에게 바치는 서사시로서, 마자빠힛 왕조과 다른 힌두자바 왕조들의 역사적 
연대기를 고대 자바어 서사시로 표현하고 있다. 



248  동남아시아연구 30권 4호

뿔루(Ye Pulu)’ 고대 유적지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림 3> 뿔루 유 지에 나타난 멧돼지

출처: https://www.bali.com/images/obj/zoom/5155_26880.jpg / 
https://thetempletrail.com/wp-content/uploads/2014/07/Yeh-Pulu-Bear-on-a-Pole-10
24x683.jpg

예뿔루 유적지 부조에는 거꾸로 매달려진 멧돼지와 사냥 도중 멧

돼지에 물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Adnyana et al. 2017; 2018)

(<그림 3> 참조). 이 부조는 14세기경으로 마자빠힛 자와인의 발리 

점령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net 1977). 따라서 고대 

발리인들이 마자빠힛 식문화의 향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돼

지고기를 소비해 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현재 발리아가 마을들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이 돼지를 식용과 의례용으로 소비하고 있다

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결과적으로 돼지는 발리아가 

종족이나 마자빠힛 후손 모두에게 있어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한 동

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이들은 하나의 발리인으로 돼지고기 

소비 관행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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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KPM 쾌속선과 발리인의 돼지부역

   출처: Frits van Wel

한편 발리는 적어도 1825년부터 돼지를 외부로 수출해왔다

(Nordholt 1981:19-20). 네덜란드 식민통치 시절 발리의 풍부한 돼지

는 한때 수탈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돼지무역은 식민 경제를 유지하

는 주요한 수입원으로 발리는 돼지를 공수해올 수 있는 최적지 다. 

네덜란드 관리는 발리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그들이 사육한 수

천마리의 돼지들은 KPM(Royal Packet Navigation Company) 쾌속선

을 통해 수라바야(Surabaya), 스마랑(Semarang), 바따비아(Batavia), 

심지어 싱가포르까지 수출했다. 당시 KPM 쾌속선은 ‘돼지 쾌속선

(Pig Express)’으로 불렸다. 그러나 1924년부터 네덜란드 식민정부가 

발리를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이 쾌속선은 돼지가 아닌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 되었다. 1920년대 수백 명이었던 발리의 방문객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1930년대에 들어서는 수천 명에 달했다. 승객

용 쾌속선에서는 더 이상 돼지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발리가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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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발되는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들은 여전히 ‘돼지 쾌속선’

이라 부르며 비꼬기도 했다(Fernando et al. 1992: 177; Picard 1990: 

40; Vickers 2012[1989]: 130-130)(<그림 4> 참조6)). 

네덜란드 식민정부는 발리인에게 수많은 세금을 거둬들 는데 이

중 발리인이 가장 경멸했던 세금은 돼지 도살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

이었다(Covarrubias 1973[1937]: 73; Robinson 1995: 55-56). 게다가 

식민정부가 세금은 반드시 네덜란드 식민화폐(Netherlands Indies 

cash)로 지불해야만 한다는 지방령을 시행(1919년에 발효)하면서 발

리인들은 납세를 위한 현금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발리인들은 돼지, 소, 야자박, 커피, 쌀과 같은 수출품목의 

생산량을 늘려 세금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했다. 그러나 1931년 이후

부터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이러한 수출품의 가치마저 동반 하락했

고 세금을 내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생산량에서 두 

배 가까이 늘렸지만 수입은 이전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1928년까지

만 해도 강제부역(corvée labor)에 동원되는 발리인의 90%는 부역면

제세를 지불할 능력이 충분했다. 그러나 1932년도가 되어서는 발리

인 중 겨우 10% 정도만 부역면제세를 내고 강제부역을 면할 수 있었

으며, 나머지 지불능력이 없는 발리인은 세금을 내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빈번한 강제부역에 시달려야만 했다(Robinson 1995: 

57).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발리인은 돼지 등짐

꾼으로 강제부역에 동원되었다. 결과적으로 발리의 풍부한 돼지는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식욕’은 물론 그것의 수출을 통한 ‘경제적 욕

구’까지 충족해주는 욕망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발리

의 돼지 잔혹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네덜란드를 이은 일본 

식민정부(1942-1945년)는 발리 가정에서 키우던 돼지를 약탈해가거

6) YouTube에 게시된 Frits van Wel의 자료를 캡처하여 사용하 음.
(출처https://youtu.be/E9hoyR35Q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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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지어 제단에 올린 바비굴링까지 가져가기도 했다(Robinson 1995: 

79) 독립 이후에도 발리에서 돼지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경제적 수단

이었다. 발리에서 돼지는 여전히 중요한 수출 품목이었으며 수라바

야, 자카르타, 싱가포르까지 수출되고 있었다(Dikbud Indonesia 

1978: 170; Robinson 1992: 68). 

오늘날 발리사회에서 돼지 사육은 서민경제에 주요한 한 축을 담

당하고 있다. 가정에서 1-2마리만 사육해도 손쉽게 적지 않은 부수입

을 얻을 수 있다. 돼지 1마리의 가격은 무게 100kg 기준 약 350만 

Rupiah로(Bali Post 2018/08/14), 발리 최저임금이 약 213만 Rupiah

인 점을 감안한다면 돼지 사육으로 얻는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Bali Post 2018/10/23). 게다가 바비굴링이 주요 관광음식

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발리사회에서 돼지의 경제적 가치는 더욱 높

아졌다. 발리인들은 일상과 의례 속에서 끊임없이 돼지고기를 소비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발리

인에게 돼지고기는 그들의 사회문화적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 된다. 2012년 자료이긴 하나 발리에서만 200여 곳 이상의 바비굴

링 전문 식당이 존재했으며, 매년 바비굴링만으로 약 92,000 마리의 

돼지가 소비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Budaarsa 2012). 

발리의 기나긴 돼지고기 소비 역사는 오늘날 발리를 인도네시아 최

대의 돼지고기 소비 및 생산 지역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

다. 마자빠힛 자와인이 이슬람을 피해 발리로 쫓겨 와 발리에서 힌두

자와 문화를 이어간 순간부터 발리는 인도네시아 열도에서 이질적

이고 배타적인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발리섬의 돼지는 이때

부터 이슬람과 관련되어 이미지화되고 소비되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과정을 겪게 된다.7) 

7) 발리섬의 돼지가 이슬람과 관련되어 이미지화되고 소비되는 과정은 장상경(2020)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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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음식이 특정집단을 상징하는 표지가 되는 과정에는 그 집단

의 생태환경적 요인, 음식의 생산과 소비의 역사 등과 관련이 있다

(윤형숙 외 2009: 4-5). 네덜란드와 일본으로 이어지는 식민통치 경

험은 발리와 타 지역 간의 차이와 경계를 강화하는 문화적 이질화와 

지역화 과정을 이끄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또한 독립 후 국민

국가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네덜란드가 구축해 놓은 발리의 낙원

의 이미지는8) 국가발전 전략 속에서 관광이라는 맥락 하에서 지속

적으로 소비되면서 발리의 음식문화 역시 ‘변용’의 과정을 겪게 된

다. 

Ⅲ. 바비굴링에 한 서구 연구자들의 기록

발리를 방문했던 외지인(서양인)들은 발리사회의 바비굴링을 흥

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들은 발리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적․

예술적 활동을 통해 발리를 서구사회에 알린 서구 지식인과 예술가

들이었다. 

<그림 5> 갈룽안을 해 도살되는 돼지에 한 콜린 맥피의 기록

   출처: Mcphee 2000[1947]: 77

8) 낙원의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조윤미(2011)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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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음악가 콜린 맥피(Colin Mcphee)는 1930년대에 자와 및 

발리에 머물면서 가믈란(gamelan)9)에 대해 연구하 다. 그의 저서 

｢A House in Bali(1947)｣에는 바비굴링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있다. 

맥피는 발리인들이 누군가에게 신세진 것에 대한 보답이나 선물로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은혜를 갚는 문화가 있음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

된 자신의 일화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당시 그는 발리에 있는 동안 

살 집을 짓기 위해 토지 임대를 위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마을 공동체의 반발을 사는 등 

여러 껄끄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다. 바로 이때 맥피는 곧 있을 

마을의 갈룽안(Galungan)10) 의례 때 사용 할 바비굴링용 돼지 두 마

리를 마을 공동체에 깜짝 선물함으로써 마을 지도자는 물론 마을사

람들에게 환심을 얻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McPhee 2000[1947])(<그림 5> 참조). 

또 다른 일화도 있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작별연회를 열어 

백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가물란 음악에 맞춘 춤 공연과 

바비굴링을 제공하 다. 그런데 연회가 시작되고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던 중, 그는 초대된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지 않았음에도 하나둘

씩 자리를 뜨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아

직 음식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상히 여긴 맥피는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발리인 지인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무심코 한 

‘어떠한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알고 당황한다. 발리 전통사회

에서는 공동체의 의례나 연회 때 음식을 다 같이 나누는 ‘머기붕

(megibung)’이라는 공동식사 의례가 있다. 특히 이 머기붕에는 동시

에 음식을 먹고 끝내는 관행이 존재한다. 음식을 다 먹은 후에는 준

 9) 발리 전통 오케스트라.
10) 갈룽안은 선조의 령이 이 세상에 돌아오는 기간으로 10일간 계속된다. 특히 이때 

신에게 바치기 위한 제물로 돼지를 비롯한 다양한 가축들이 도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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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된 물에 손을 씻는데, 손을 씻는 이 행위는 바로 공동식사가 끝났

음을 뜻한다. 게다가 연회의 주최자가 손을 씻는 행위는 공식적인 

종료를 알리는 무언의 신호이다. 당시 맥피는 발리인들처럼 손으로 

바비굴링을 먹던 중 기름으로 손이 지저분해지자 무심코 자신 앞에 

마련된 세정 그릇에 손을 넣어 씻는 행위를 반복했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행동에 초대된 발리인들은 연회가 끝났다고 오해해 서둘러 

자리를 뜬 것이었다(McPhee 2000[1947]: 77-83). 

앞서 본 답례용 돼지 사건과 반쪽짜리 작별연회가 된 바비굴링 사

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맥피가 바비굴링을 

나누는 발리인의 공동체 식문화에 무지했던 것으로 보아 1930년 당

시 바비굴링은 서양인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실제로 그의 저서에서 맥피가 처음 바비굴링을 접했던 

것은 그가 발리에 있는 동안 도움을 줬던 현지 발리인들을 통해서

다고 언급하고 있다(McPhee 2000[1947]: 61-63). 이는 당시의 발리

의 바비굴링이 지금처럼 돈을 주고 사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상업음

식이라기 보다는 의례용 음식에 더 가까웠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맥피의 기록 외에 미구엘 꼬바루비아스(Miguel Covarrubias)의 명

저 ｢Island of Bali(1937)｣에도 돼지가 거래되었던 발리 시장에 관한 

상세한 묘사가 눈에 띤다. 그에 따르면 발리 시장은 여성의 공간으로 

돼지를 운반하는 남성들을 제외하고는 남성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

다. 당시 5-7 Cent11) 정도의 가치를 지닌 중국동전 Kepeng 꾸러미로 

가득 찬 작은 탁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환전상조차 여성들이었

다. 시장의 평균 음식 가격은 현지인의 경우 25 Kepeng, 외국인들의 

경우 2-3 Cent에 판매되었다. 당시 발리인들은 네덜란드 화폐를 사용

하지 않고 값어치가 가장 낮은 순서대로 께뼁(Kepeng), 링깃

(Ringgit), 은(silver) 주화인 루삐아(Rupiah)를 사용했다. 당시 루삐아

11) 네덜란드 화폐로 Dutch Cent 또는 Dutch Guilder가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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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네덜란드 화폐로는 0.5-2 Dutch Guilder, 현지 화폐로는 1,200 

kepeng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Covarrubias 1973[1937]: 37-39). 당

시 발리 일상에서 요리는 여성이 담당하지만, 의례용 제물로 바치는 

돼지나 거북은 남성이 준비하고 요리했다. 그는 특히 당시 발리 여성

들이 자신이 키운 돼지나 농산물 그리고 직접 만든 직물을 팔아 마련

한 돈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가정의 생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Covarrubias 1973[1937]: 69-70). 남성들은 주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

로 하는 논농사에 투입되었지만 당시 쌀은 중요한 수입원은 아니었

다. 논농사는 주로 가정 내 소비와 의례 때 제물로 바치기 위한 역

이었고, 신에게 바치기에 부적합한 질의 쌀이나 이모작 후 남은 쌀이 

있는 경우에만 내다팔았다. 따라서 당시 발리인의 주요 수입원은 소, 

돼지, 야자박 판매로 벌어들이는 돈이었으며 중국인 도매상을 통해 

커피․쌀․담배를 팔아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 다음을 차지했다

(Covarrubias 1973[1937]: 72). 

꼬바루비아스의 저서에는 바비굴링에 관한 기록도 발견된다. 그 

역시 맥피처럼 바비굴링이 반자르(Banjar)12) 공동체 의례 때 신에게 

바치는 의례음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바비굴링이 조리되는 과정에서부터 그것이 공동식사(megibung)

를 통해 제공되는 방식까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리된 바비굴링은 음식 준비 등 의례 준비 과정에 투입

된 구성원들에게 나눠진다. 바닥에 바나나 잎을 깔고 그곳에 자른 

바비굴링의 고기조각과 튀긴 땅콩, 조림 달걀 등의 다른 음식들을 

올려놓고 다 같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한다(Covarrubias 1973 

[1937]: 91-92). 그가 묘사하는 바비굴링은 의례 때 공동체의 구성원

들과 함께 요리하여 다 같이 나눠먹는 의례음식이다. 이는 그가 발리

아가(Bali Aga)인 뜽아난(Tenganan) 마을에 방문했을 당시 목격한 

12) 마을의 관습적인 공동체를 말하며, 공동체노동조직을 일컫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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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7 피트(약 2 미터)에 달하는 제단에 빼곡히 들어찬 바비굴링 

제물을 묘사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Covarrubias 1973 

[1937]: 136). 결국 맥피와 꼬바루비아스의 기록을 통해 적어도 1930

년대 발리에서 바비굴링은 상업음식 보다는 의례음식으로 인식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돼지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마나 

되었을까. 

마데 르바(Made Lebah, 1905-1965)는 맥피가 발리에 머무르는 동

안 그의 운전수와 음악선생으로 그의 곁을 지켰던 인물이기도 하다. 

르바의 구술사(Carol 2007)에는 1930년대 당시 현지 물가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담겨져 있다. 그는 맥피로부터 운전수로서 매달 17.5 

Rupiah, 가믈란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22.5 Rupiah를 받았다. 그 당시 

쁠리딴(Pelitan)에서 덴빠사르(Denpasar)까지 버스로 10 Cent의 비용

이면 이동이 가능했다. 그가 속한 발리 전통음악 공연단은 회당 5 

Ringgit을 받았는데, 이는 커다란 돼지 한 마리의 가격과 맞먹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발리 호텔(Bali Hotel)의 관광객을 상대로 공연할 

경우 회당 12 Ringgit까지 받았다. 당시 1 Ringgit이면 하루 동안 차

량을 빌릴 수 있는 비용이었다(Carol 2007). 당시 네덜란드 식민통치 

초기 5 Kepeng은 1 Cent(sen), 500 Kepeng은 100 Cent 또는 1 Rupiah

으며 2.5 Rupiah는 1 Ringgit(silver)의 환율을 보 었다(Carol 

2007: 81). 당시 물가와 환율을 종합해 볼 때 현지인 르바는 서양인 

맥피로부터 현지물가를 초월하는 높은 급여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당시 환율로 계산해 했을 때 돼지 한 마리 가격은 12.5 Rupiah

로 밥 한 끼의 가격이 0.2 Rupiah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적지 

않은 비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르바는 맥피 부부가 바비굴링을 매우 

좋아했고 먼 거리에 있는 덴빠사르 시장까지가 어린 돼지를 구입해 

현지인을 시켜 바비굴링 요리를 해먹곤 했다고 전한다(Carol 2007: 

70). 1930년 당시 바비굴링 요리가 식당에서 판매했던 상업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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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는 르바의 다른 이야

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가 속한 공연단에서 수입이 있을 경우 

구성원들 끼리 공평하게 분배했는데, 특히 210일 마다 돌아오는 갈

룽안 의례 때 사용할 의례용 돼지는 공동의 수입에서 지출했다고 밝

히고 있다(Carol 2007: 82). 

결과적으로 꼬바루비아스, 맥피, 르바의 기록을 통해 적어도 1930

년대 발리에서 바비굴링은 식당에서 사먹을 수 없었으며 의례용으

로 공동체와 함께 소비되었던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발리를 

연구한 다른 서구 학자의 바비굴링에 관한 기록에는 의례용 음식 보

다는 돈을 주고 사먹을 수 있는 상업음식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6> 바비굴링 만드는 발리인에 한 휴 마벳의 묘사 

 

      출처: Mabbeet 1985: 69

뉴질랜드 출신의 저술가 휴 마벳(Hugh Mabbett)은 1985년도에 발

행한 저서 ｢The Balinese｣에서 바비굴링을 만드는 현지인의 모습을 

상세한 묘사와 함께 삽화로 남겼다(<그림 6> 참조). 그에 따르면 당

시 기안야르 지역의 이름난 바비굴링 노점들이 바비굴링 한 접시를 

400 Rupiah에 ‘판매’했다고 기록하고 있다(Mabbett 1985: 69-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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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5년 당시 자카르타의 쌀 가격이 

㎏ 당 약 360 Rupiah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현지인에게 400 Rupiah

에 달하는 바비굴링 한 접시의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ranto 2000: 304). 결국 1980년대 바비굴링 요리는 발리 

현지인이 즐기는 대중음식이었다기보다는 관광객, 그 중에서도 지불

능력이 충분한 서구 관광객들을 위해 판매되는 상업음식으로 소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발리의 성스러운 의례음식이었던 바비굴링이 어떠한 역

사문화적인 과정을 통해 상업음식, 상업적 대중음식으로 세속화된 

것일까. 다음 절에서는 ‘제단’에서 ‘식탁’으로 가게 된 바비굴링의 

역사문화적 과정을 본격적으로 추적한다. 

Ⅳ. 바비굴링의 세속화: 제단에서 식탁으로

본 장에서는 바비굴링이 ‘국가단위’, ‘지역단위’, ‘주민단위’에서 

각각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었는지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

해 발리사회의 바비굴링이 어떻게 대중적 상업음식이자 관광음식으

로 변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힐 것이다. 우선 

두 권의 정부간행물(국가요리서적 및 발리토속음식보고서)을 통해 

국가단위와 지역단위에서 바비굴링이 세속화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다음으로 주민단위의 경우 발리 유명 바비굴링 식당의 참여관찰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바비굴링이 어떻게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는

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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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통합 수단으로서의 바비굴링

음식이란 지역적 변이와 창조에 기초한 혼종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웅철 2017:227). 인도네시아에서 전통음식이라 인식되는 수많은 

요리들이 실은 아랍, 인도, 중국, 서양의 조리법이나 식재료의 향

을 받아 만들어진 결과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와 현재

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안착한 것이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

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역설한

다(에릭 홉스봄 외 1983). 인도네시아는 1만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

어진 군도로 식민통치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의 국가로 엮일 수 없는 

생태지리학적 특성을 지녔다. 따라서 현재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자신

들이 소비하고 있는 음식이 ‘인도네시아 음식’이라고 인지하기 시작

한 시점은 독립 후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과 맞물려있다. 인도네

시아인들이 자국음식이라 여기고 전통음식으로 믿고 있는 요리들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국가가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서 민족주의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전통’으로, 국가의 정치적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인 것이다(황 주 2002; Smith 1981: 95-107; 

Lerner 1991: 407-427).

인도네시아는 독립 후 정부가 구성되면서 다문화, 다종족으로 구

성된 국민들을 조국에 하나로 묶어놓는 수단으로서 공통의 문화와 

시민 이데올로기, 일련의 공통적인 열망, 감성과 사상을 제공해야만 

하는 강박에 시달려왔다(Smith 1991:11). 이러한 것들은 국민정체성

을 구성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자 동인이 되기 때문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음식은 바로 이러한 수준에서 국민형성에 기여해왔

고 그 과정에서 정부정책과 인쇄자본주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Ashley et al. 2004: 124-126). 이와 관련하여 1967년 발행된 국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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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적 ‘무스띠까 라사(Moestika Rasa)’13)는 전통 창조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도네시아의 음식사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검토될 필요가 

있는 사료이다. 무스띠까 라사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친 수많은 음

식들을 선별․구분하여 ‘인도네시아 음식’의 범주로 묶어 정의해 놓

은 의미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수까르노(Soekarno) 정부는 1950-1967년까지 음식학술서적의 출

판을 통해 국민 건강식에 대한 프로그램과 홍보활동에 열을 올렸다. 

독립 이후 대통령이 된 수까르노는 다민족, 다문화로 구성된 인도네

시아를 하나의 국민국가로 통합해야만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음식은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을 통합하고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인도네시아 음식문화

의 유산은 수많은 종족과 언어만큼 풍부하고 다양했지만 개인이 아

닌 국가 단위에서는 체계적으로 문서화되지 못했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배경 하에서 7년의 작업을 거쳐 1967년 무스띠까 라사가 출

간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스띠까 라사를 통해 음식을 민족의 

정체성으로 상징화하는 작업을 구체화시켰다. 수 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 온 수천 가지의 음식유산이 담긴 조리법에서부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집한 최신의 조리법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무스띠까 라

사에 집대성 되었다. 무려 1,123쪽의 분량에 1,600여개의 조리법이 

담긴 무스띠까 라사는 인도네시아 음식문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Rahman 2014: 7-8; Good News From Indonesia 2017/ 

02/14). 

무스띠까 라사는 독특한 편집 방향이 돋보인다. 지역 구분을 통해 

음식을 목록화 하는 대신 ‘음식의 종류’에 따라 목록화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명확히 특정지역이나 종족 음식으로 분류되는 요리는 

13) Departmen Pertanian(2016[1967]), Mustikarasa Resep Masakan Indonesia Warisan 
Sukarno, Komunitas Bam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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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명 하단에 괄호로 표기하여 산발적으로 읽히게끔 구성해 놓았

다. 따라서 천여 쪽에 달하는 음식목록을 일일이 분류해보지 않는 

이상 지역 별 음식 비율은 가늠하기 어렵다. 음식문화특질 내에서 

국가를 인지하고 경험하게 하는 의도적 편집을 통해 지역음식문화

를 국가단위로 이끌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지

역 명이 표기된 요리들은 오히려 특정 지역이나 종족 정체성을 상징

하는 음식으로서 재확인되고 확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무스띠까 라사의 편집부는 인도네시아의 토속음식은 물론 아랍, 

인도, 중국, 유럽의 향을 받아 토착화된 음식들까지 모두 인도네시

아 음식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자국음식 범위를 확장시켜 지역

음식문화를 국가단위로 포섭하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및 

서양식 식재료, 조리법의 명칭들이 인도네시아식 발음체계에 맞게 

수정․표기됨으로서 다양한 음식관련 용어들이 확립되었는데, 이러

한 용어들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Rahman 2016: 276-277). 

자국음식에 대한 국가적 표준을 마련하여 국가 음식문화로 부착

하려는 시도도 보 다. 간편식 형태의 아침식단과 풍성한 점심․저

녁상차림을 인도네시아의 표준식단이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점심․

저녁의 경우 단품 음식의 섭취를 지양하고 쌀․옥수수․사고․카사

바 녹말 등의 주식에 반찬이 곁들어진 형태를 표준식단으로 권장하

고 있다(Departmen Pertanian 1967: 105-106). 또한 조리도구의 명칭 

및 사용법, 계량의 기준 및 방법, 상세한 상차림을 다양한 삽화와 

설명을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Departmen Pertanian 1967: 143-175).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식문화에 맞지 않게 포크․나이프를 이용한 

서양식 상차림 법도 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손으

로 식사를 하는 수식(手食)문화권이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다. 그러나 편집부는 세계화로 외래의 식문화가 이미 자국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Departmen Pertanian 1967: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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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가 무스띠까 라사를 통해 서구의 식문화를 보편적인 인도

네시아의 식문화로 부착하려고 시도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음식은 공동체들의 사회통합이나 소속감을 구축하거나 상징화하

는데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에릭 홉스봄 1983: 33). 결

과적으로 수하르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국가요리서적을 보급하여 시

도하고자 한 것은 공통의 음식문화를 통해 ‘인도네시아적 표준’을 

구축하고 음식을 도구삼아 나라의 ‘국민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었

다. 즉,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가 그린 맛 지도를 통해 국민적 소속감

을 갖게 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이로서 사방(Sabang)에서 머라우께

(Merauke)14)에 걸쳐 산발적으로 분포되어있던 수천가지의 음식들은 

명백한 인도네시아 음식으로 ‘규정’되고 ‘합의’되었고, 그 속에서 일

부 음식들은 명백히 지역․종족음식으로 규정 되었다. 여기에는 발

리의 바비굴링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부터 이미 발리종족의 음식 

바비굴링은 인도네시아가 국민국가로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원하

던 원치 않던 국가통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2. 문화 으로서의 바비굴링

수까르노 정권의 인도네시아 맛 지도는 수하르또 정권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다양한 색감의 지역음식문화로 채워지게 된다. 이때부터 

음식은 하나의 문화적 기준점으로서 지역을 가르고 구분하는 변별

력의 도구로서 자리잡아갔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데에는 수하르

또 정부의 전략적 지역문화육성 정책이 결정적인 향을 미쳤다. 수

하르또 정부 역시 성공적인 ‘국가통합’이 가장 큰 당면과제 다. 그

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하르또가 대통령으로 등극하기까지 큰 역할

14) 인도네시아 최서단(사방)과 최동단(머라우께)을 이루는 말로써 한국의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의미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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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던 무슬림들이 오히려 국가통합을 이루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

고 있었다. 수하르또는 이러한 위기의 돌파구를 ‘다양성 속의 통일

(Bhinneka Tunggal Ika)’이란 국가 모토에서 찾았다. 그는 지역문화 

육성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의 추구로 자신은 물론 국가통합에 위협

이 되는 자와 중심의 이슬람 세력을 견제하고자 했다. 수하르또 정부

에 의해 육성된 지역문화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최적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었다(Picard 1997: 196). 

수하르또의 전략적 국가 통합정책은 종족문화의 눈부신 부활을 

가져왔다(Picard 1997: 196-197). 그러나 이러한 종족문화의 부활이 

경제적 맥락에서 국가의 관광자원으로 홍보․소비되는 과정에서 원

래의 형태와는 다르게 재생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족문화가 

관광산업의 매력적인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종족정체성의 인식과 자

기정의에 변화를 불러온 것이다. 원주민 고유의 종족적 전형은 국가

의 관광진흥정책 하에서 소비재로 전락하면서 변형, 과장 또는 왜곡 

되는 결과를 낳았다(Linnekin 1997: 217). 종족정체성 보다 인도네시

아인이라는 국민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국가통합 전략의 일환

에 따라 이 시기의 종족정체성의 문화적 동원은 종족단위가 아닌 현

대적인 행정지역단위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다. 행정지역단위로 희

석된 종족문화는 국가의 하부기관, 즉 지방정부에 의해 효율적인 간

접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종족문화는 주(province, 

propinsi) 단위의 행정지역문화에 흡수․편입되면서 이후에는 지방

정부에 의해 관리 감독되게 되었다(Adams 1997: 174; Picard 1997: 

198; Yamashita 2003: 43-44). 정부의 관광홍보는 표면적으로는 원주

민집단의 문화적 자존감과 종족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실은 

정부가 그려놓은 관광지도의 청사진에 선택되지 못한 원주민집단들

을 억누르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Wood 1984). 결과적으로 지역문

화 간의 경쟁적 경합 속에서 종족문화는 약화되거나 지역문화에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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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갔다. 이처럼 국가문화의 정수로 선정된 몇몇 지역문화들이 

국가통합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용․동원되었지만 그 

속의 원주민들은 이러한 정치적 도전 속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재

해석함으로서 자기문화적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확립해나갔다. 

수하르토의 행정지역 중심(명확히는 주 중심)의 문화진흥정책은 

예술, 건축, 의례, 공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음식문화’ 역시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에 향을 받았다. 지역음식 또는 종족음식

은 중요한 관광수입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종족음식들은 

주정부의 주도적 개입을 통해 그것이 지배적으로 소비되는 지역의 

독특한 지역음식으로 탈바꿈되었다. 특히 관광부는 관광의 세계화 

전략 속에서 지역음식문화를 내외국인관광객의 취향과 입맛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 다. 이러한 시도는 특히 1984년부터 시작

된 ‘인도네시아 문화조사연구 프로젝트(Proyek Penelitian dan 

Pengkajian Kebudayaan Nusantara)’의 일환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행

되었다(Picard 1992: 266).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인도네시아적 

정체성을 토대로 국가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문화 정수들을 체

계적으로 연구조사하고 목록화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지역음식문

화도 포함되었다. 관광부는 현지의 지역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체

계적으로 지역음식문화를 연구했다. 이때부터 특정음식은 특정지역

을 상징하는 표지나 상징으로 굳어져 갔고, 음식은 특정지역문화에 

접근하는 통로로 이해되는 핵심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신질서 시기의 국가 최대의 과제인 국가건설 사

업 속에서 발리인의 종족문화는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등극하게 되

었다. 발리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자 1970년대부터 발리인

들 사이에서 발리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관광의 원칙과 방향을 수

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발리 경제 발전을 위해 관광

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발리문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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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관광이 문화

기반으로 개발되고 ‘발리힌두교’가 근간이 되어야 하며 관광객 유치

를 위한 진정성 있는 문화를 진흥시켜야 한다는 ‘문화관광(Cultural 

Tourism, Pariwisata Budaya)’ 담론이 형성되었다(Picard 1990: 42-43; 

Yamashita 2003:5 4-55). 발리에서 전통문화의 시작점이 힌두교이고 

이것이 발리관광을 구성해나간다는 ‘발리힌두교 중심’의 문화관광

의 논리는 음식문화에까지 향을 미쳤다. 

앞서 언급했듯 인도네시아 문화조사연구 프로젝트에는 발리음식

문화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발리음식문화는 관광부가 지원하는 

‘발리학 프로젝트(Proyek Baliologi)’의 일환에 따라 심층적으로 연

구되었다. 당시 인도네시아 관광부 장관은 ‘발리학 프로젝트’의 시작

을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발리학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문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발리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고 설파했다(Picard 1992: 266; Hitchcock et al. 2018). 그러나 여기에

서 의미하는 보존․발전되어야 할 발리음식문화라는 것은 발리종족 

또는 발리지역만의 두드러진 음식문화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가문

화의 큰 틀 속에 흡수되어 조화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퍼즐조각이어

야 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1986년, 인도네시아 관광부

는 발리의 우다야나 국립대학교(Universitas Udayana)의 문화연구 전

문집단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발리토속음식에 관한 연구보고서(이

하 발리토속음식보고서)’15)를 출간하 다(Suci et al. 1986). 

발리토속음식보고서의 서두에는 본 조사가 ‘문화관광’의 큰 틀에

서 수행되었으며, 이 결과물에 담긴 발리음식문화가 의미 있는 지역

문화로서 ‘국가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직접

적으로 밝히고 있다. 발리경제가 관광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발리인들이 발리토속음식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해야 할지 다룬 것

15)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발리전통음식 가공(Pengolahan Makanan Khas Bal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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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발리음식문화 연구에서 이 보고서가 

의미 있는 이유는 1980년도 당시 국가통합이라는 정치적 이데올로

기 속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문화표준을 ‘문화관광’으로 대응해나가

면서 고유의 발리음식문화의 특질을 지켜내고자 했던 발리 지식인

들의 적극적인 종족문화적 대응 노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단위에서 발리음식은 관광수입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이

익창출의 수단이었지만, 발리지역 자체로서도 발리만의 고유한 토속

음식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내외국인들에게 ‘잘 팔릴 

수 있는’ 상품가치가 있는 발리토속음식, 더 나아가 ‘이목을 집중시

킬 수 있는’ 독특한 발리음식문화를 새롭게 정리하고 재구성할 필요

가 있었다. 발리토속음식보고서는 이러한 고민의 결과가 집약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물로서, 특히 발리토속음식을 전통적인 ‘발리힌두

문화’에 위치시킴으로서 발리음식문화를 재해석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다. 여기에는 발리인이 지닌 독특한 세계관에 따라 발리음식이 

분류되는 방식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또한 발리의 전통적인 음식

분류체계가 관광이라는 맥락 속에서 스스로 경계를 허물고 협상되

는 과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발리토속음식보고서에 따르면 발리인에게 음식은 ‘성(聖, sacred)’

과 ‘속(俗, profane)’을 기반으로 한 이원론적 세계관에 따라 ‘성스러

운 음식(makanan suci/sakral)’과 ‘성스럽지 않은 음식(makanan tidak 

suci/sakral)’으로 구분된다.16) 발리어로 성스러운 음식을 ‘수끌라

(sukla) 음식’, 성스럽지 않은 음식을 ‘수루단(surudan) 음식’이라 한

다. 특히 발리의 음식분류체계는 힌두교와 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성스러운 수끌라 음식은 힌두의례의 제물로 사용될 음식들

(makanan untuk upacara, 이하 의례용 음식)과 힌두의례 시 사제계급

16) 성과 속에 관한 이론은 엘리아데(Mircea Eliade) 2014[1957]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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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공되는 음식들(makanan untuk pendukung upacara, 이하 사제

용 음식)을 의미한다. 수끌라 음식이 의례의 제물로 사용되기 위해서

는 올바른 식재료와 식기를 사용해야 함은 물론 겉과 속 모두 흠이 

없어야만 한다. 실제로 발리인들은 돼지가 도살되기 전에 죽지 않도

록 의례 전날 구입한다거나, 의례용 바비굴링의 꼬리가 소실되지 않

도록 주민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Kadek, 50세, 남/ 인터뷰일

자: 2017.8.3.). 수끌라 음식은 제물로 바쳐지면 수루단 음식이 된다. 

주목할 점은 수끌라 음식과 수루단 음식의 분류체계 외에 제3의 항

목인 ‘뻐따몬(petamon) 음식’이 추가된 점이다(<표 1> 참조). 뻐따몬 

음식은 손님접대용 음식을 뜻한다. 손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petamon’은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음료와 그에 사용되는 식기류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손님과 의례에 참여 또는 참관한 주

민과 손님 모두를 일컫는다. 뻐따몬 음식은 성스럽지 않은 음식의 

역에 포함되지만 수루단 음식의 역을 침범하지는 않는다. 따라

서 오염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수루단 음식이 손님에게 

제공되면 뻐따몬 음식으로 간주된다. 물론 신성한 의례를 주관하는 

사제들의 경우 뻐따몬 음식의 섭취는 금해져 있다. 

성스러운 음식 성스럽지 않은 음식

용어 수끌라 음식 수루단 음식 뻐따몬 음식

구분

의례용 음식 사제용 음식 의례 종료 후 음식 손님․일반인용 음식
힌두의례를 
위해 준비된 
의례용 음식

사제계급을 
위한 음식

힌두의례를 통해 
이미 제물로 사용된 

음식

의례 하객, 손님, 
일반인들을 위한 음식, 
사제계급에게는 금지

조건

겉과 속 모두 흠이 없고 
오염되지 않은 음식 

속이 오염된 음식
겉이 오염된 음식

-

올바른 식재료, 식기 사용 
준수

-

<표 1> 이원론  세계 에 따른 발리음식분류 체계

출처: 1986년 발리토속음식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을 저자가 정리하여 표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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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이 뻐따몬 음식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근대 비서구

사회와 서구사회 간의 문화접촉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화변용’의 과

정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통적인 발리 공동체 사회에서 

뻐따몬 음식은 수루단 음식과 경계 지을 필요가 없었다. 발리인들은 

의례가 일상생활의 일부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생애주기 의례를 

비롯한 다양한 의례에 참석한다. 특히 음식은 의례를 구성하는 주요

한 요소로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나눠먹는다. 이때 음식 만들기를 비롯한 모든 의례의 준비과정은 사

례가 아닌 철저히 상부상조(gotong royong)를 바탕으로 했다. 그러나 

발리의 급속한 관광화로 발리음식의 문화적 가치 역시 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관광객 대상의 뻐따몬 음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관광의 맥락 속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뻐따몬 음식에

는 이제 관광객들이 선호할만한 문화적 취향이 반 되어야 했다. 이

에 발리 지식인은 기존 발리사회가 지켜온 문화적 가치체계 속 전통

적 발리음식의 분류체계와 그에 파생되는 일련의 음식제공 서비스

를 재구성하고 재편성하는 노력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는 국가가 요구하는 문화표준에 부합하면서도 발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관을 회손 하지 않는 ‘문화관광’의 틀 안에서 진행되었다. 이러

한 측면에서 발리토속음식보고서에는 전통적 발리토속음식 분류체

계를 응용하여 ‘관광객용 뻐따몬 음식에 관한 분류체계’를 새롭게 

설정한 것을 볼 수 있다. ≪전통적 발리토속음식 분류체계≫와 ≪관

광객용 발리토속음식 분류체계≫를 서로 비교해보면 다음의 세 가

지 특징들이 발견된다(<그림 7>, <그림 8> 참조).

첫째, 관광객용 발리토속음식 분류체계는 기존의 전통적 발리토속

음식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제공되는 음식을 ‘별도로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 다르다. 이에 대한 선별기준은 관광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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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맛과 취향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 출간 시점이 1986년

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동안 관광객을 상대하면서 쌓아온 경험

적 지식이 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관광객용 발리토속음식 분류체계에서 음료는 음식의 하위 

역이 아닌 음식과 같은 층위의 별도 분류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음식과 음료를 구분하는 서구식 메뉴 구성을 받아들 음을 의

미한다. 또한 음료의 종류 역시 관광객이 자주 찾는 음료를 중심으로 

그 수가 축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선별된 관광객용 발리토속음식은 관광객의 취향을 고려해 

‘맛’과 ‘서비스’에 변화를 주었다. 따뜻한 음식을 선호하는 관광객들

의 취향에 맞게 온열용기를 사용하고, 음료는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

해 얼음을 넣거나 곁들인다. 또한 한 접시에 밥과 반찬을 섞어내지 

않고 분리해서 제공한다. 단, 발리토속양념 ‘바세(base)’는 빠뜨리지 

말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세 양념은 발리 론따르(lontar) 고문서 

중 하나인 발리전통제례서 ‘다르마 짜루반(Dharma Caruban)’에 기

록되어 있을 만큼 발리지역의 ‘토속적 맛’을 그려내는 가장 강력한 

요소이다. 타지나 타향에서 살고 있는 발리인이 이 냄새를 맡거나 

먹게 되면 반사적으로 고향을 떠올리게 된다. 홍어의 톡 쏘는 삭힌 

맛, 특유의 싸한 냄새에서 전라도를 떠올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관광객의 입맛을 고려해 바세를 가감할 수는 있으나 발리토속음식

에서 빠질 수 없는 바세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발리토속음식보고서에는 선별된 관광객용 발리토속음식 각

각에 대한 상세한 조리 및 가공과정이 적시되어있다. 이중 바비굴링

은 다른 음식과는 달리 조리․가공 과정 외에도 다음과 같이 특별히 

문화요소까지 언급하고 있다. 발리인은 바라던 일을 성취했을 경우 

바비굴링을 만드는데, 이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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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를 돌려구우면서 신께 서원(誓願)한다. 바비굴링은 그 자체로 신

에게 번 과 풍요를 기원하며 바치는 음식이며, 의례를 마친 후 손을 

빌린 지인에 대한 답례음식이기도 하다. 즉 바비굴링은 신과의 소통, 

신에 대한 감사, 단합과 친속을 강조하는 발리의 공동체 문화와 접

한 관련이 있다(장상경 2020: 160). 특히 바비굴링이 단지 축제나 잔

치의 목적만으로는 절대 요리되지 않는 음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는 바비굴링이 본래는 의례음식이었음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바비굴링은 관광객을 위한 발리토속음식의 목록에 이름이 올라

와있다. 결국 바비굴링의 상업화는 관광의 맥락에서 발리문화와 서

구문화 간의 문화적 협상과 교류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발리토속음식보고서를 작성한 발리

의 지역전문가 집단은 국가가 요구하는 문화표준에 부합하면서도 

발리힌두교적 가치를 유지하는 문화관광의 틀 안에서 고유의 문화

적 특질이 손상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지역음식

문화를 재해석했음을 볼 수 있다. 본연의 발리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국가의 이념적 기준에 여과되어 선별․취합된 결과물로 

채워진 것이다(Picard 1992: 266). 결국 수하르또 정부의 문화진흥정

책은 음식의 지역 간 차이와 경계를 강화하며 문화적 이질화와 지역

화 과정을 불러왔다. 지역음식 간 차이와 경계는 세계화 속에서 관광

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중앙정부의 

국가통합 압력에 대한 발리 원주민 종족의 대응과 자기 정체성 확인

과정에서 나온 복합적 과정의 산물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음

식은 특정지역을 상징하는 표지나 상징이 되었다(윤형숙 외 2009: 

18-19). 

바로 이 부분이 발리의 바비굴링이 인도네시아에서 발리와 발리

인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부상하는 시기와 맞물리는 지점이다. 의례

용 음식이었던 발리종족의 바비굴링이 관광객을 위한 상업음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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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바꿈되고 그것이 다시 일상에서 발리 대중식당에서 소비되는 대

중음식으로 자리 잡아 가면서 바비굴링은 시나브로 발리를 상징하

는 음식으로 표상화되기 시작한다. 바비굴링이 대중음식으로 이행하

는 과정에는 상업음식으로의 이행 과정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다. 

즉, 바비굴링은 차례로 의례음식, 상업음식, 상업적 대중음식의 과정

을 겪어 지금의 바비굴링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 단위에서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 발리사회의 

바비굴링이 돈을 받고 판매되는 상업음식이 되고 더 나아가 어떻게 

지금의 대중적인 소비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일까. 

3. 매상품으로서의 바비굴링

본 절에서는 오랜 전통을 지닌 몇몇 바비굴링 식당을 중심으로 심

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바비굴링의 대중적 상품화 과정과 그 

배경을 추적하 다. 관광중심지 우붓의 기안야르 지역에 위치한 ‘이

부오까 식당’은 발리에서 가장 유명한 바비굴링 전문식당이다. 평일

에는 약 오백 명, 휴일이나 주말에는 약 천명의 내외국인들이 찾는 

명소이다. 주인인 오까여사(Oka)는 약 30년 동안 바비굴링을 팔아왔

다. 과거 그녀의 시어머니는 닭싸움판과 시장 한복판에 작은 좌판을 

차려놓고 발품을 팔아 바비굴링을 팔았다. 오까여사는 1995년부터 

시어머니를 이어 장사를 하다 1990년경 길거리 장사를 접고 지금의 

가게를 차리게 되었다. 바비굴링이 가장 많이 팔리던 2008-2009년도

에는 성수기의 경우 하루에 8-10마리, 비수기의 경우에는 3마리의 

바비굴링이 소진되었다고 한다. 당시 바비굴링 판매 수익에 대한 세

금으로만 1년에 무려 3억 Rupiah를 지불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바비굴링이 팔려나갔는지 가늠할 수 있다. TripAdvisor는 온라인고

객 평가를 통해 총 5개의 항목 중 음식, 서비스, 가격, 분위기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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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에서 별점을 받은 이부오까 식당에 ‘Certificate of Excellence 

2012’를 수여했고, 레 가이드(The Miele Guide)가 선정한 2011/ 

2012 아시아 최고의 레스토랑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Putra 2014). 

덴빠사르(Denpasar)에 위치한 ‘짠드라 식당(Warung Candra)’ 역시 

발리에서 손꼽히는 바비굴링 전문식당이다. 짠드라 식당의 주인은 

짠드라(Chandra, 남, 60세)씨 이지만 실질적인 운 은 아들 와얀씨가 

맡고 있다. 와얀씨는 짠드라 식당에서 언제부터 바비굴링을 판매하

기 시작했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짠드라 식당이 문을 연지 36년이에요. 바비굴링은 아버지 때부

터 팔았죠....(중략) 예전에 우리가 있기 전에는 바비굴링을 파는 

식당이 없었다고 들었어요. 대부분 의례 때에만 사용했다고 하더

라고요...(중략) 사람들이 바비굴링을 좋아했어요...(중략) 아버지

한테 의례 때 사용할 바비굴링을 요리해달라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게 바비굴링 장사의 시작이었어요...”(Wayan, 남, 35

세/ 인터뷰 일자 2017.7.2.)

덴빠사르에 위치한 ‘그렌쩽(Grenceng) 식당’과 ‘멘삼쁘릭(Men 

Samprig) 식당’은 외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바비굴링 맛 집이다.17) 그중 그렌쩽 식당의 주인 

뇨만여사(Nyoman)는 1965년부터 발리 이곳저곳을 돌며 바비굴링 

행상을 시작했는데 점포를 차려 정착 한 지는 5년 밖에 되지 않았다. 

그곳을 방문한 노인 까껙(Kakek)18) 씨 역시 바비굴링은 특별한 날에

만 먹을 수 있는 의례용 음식이었다고 말한다. 

“발리에서는 의례가 끝나면 반드시 바비굴링이 있지. 내 어머니 

17) 발리 돼지의 권위자인 우다야나 대학 축산학과 교수 Komang Budaarsa의 의견교환
을 통해 그렌쩽 식당과 멘삼쁘릭 식당을 심층면접 대상지로 선정하 음.

18) 본 인터뷰 대상자의 이름은 가명 처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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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할머니 때도 바비굴링은 있었어...(중략)옛날이랑 지금이랑 

바비굴링이 뭐가 다르냐고? 예전에는 바비굴링을 만들어야 했고 

지금은 어디든 (사먹을 수 있는 식당이) 많다는 거야. 맨날 먹지

는 않았어. 특별한 날에만 먹었지. 의례가 없으면 바비굴링도 없

었어. 비싸니깐. 돼지가 한 마리 통으로 사용되잖아. 그런데 지금

은 그냥 사먹지. 요리하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거든.” 

(Kakek 71세, 남/ 인터뷰 일자: 2017.7.1.)

이부오까 식당의 오까여사와 마찬가지로 그렌쩽 식당의 뇨만여사 

역시 처음 바비굴링을 팔았던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닭싸움 

판이었다고 전한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1960년도에 이미 바비굴

링을 판매하는 행상이나 노점이 존재했다. 즉, 1960년대의 바비굴링

은 이미 상업음식의 길을 걷고 있었다. 

“1965년부터 바비굴링을 팔았어. 이렇게 가게를 열어서 장사한

지는 5년 밖에 안됐지. 그 전까지는 돌아다니면서 바비굴링을 팔

았어. 꾸따(kuta), 스미냑(Seminyak), 르기안(Legian), 짐바란

(Jimbaran)... 안다녀본 곳이 없지. 원래는 닭싸움판에서부터 바비

굴링 행상을 시작했어. 어머니랑 같이...(중략)”(Nyoman 65세, 여/ 

인터뷰 일자: 2017.7.1.)

바비굴링이 상업화되면서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 구분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발리사회에서는 여성이 시장이나 식료품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가정에서 요리를 한다면, 남성은 자신이 속한 반자르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 그룹(gong group)’19)에서 활동한다. 여성이 공물을 

만들고 돼지를 돌보며 빨래를 한다면, 남성은 닭싸움을 즐기고 고기

와 식재료를 써는 ‘메밧(mebat)’을 하고 장례식에 참석한다. 발리사

회에서 이러한 역할 분담의 관행이 절대 깨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19) 마을 의례등의 행사를 위해서 전통공연예술을 연습하고 공연하는 자발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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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무도 없다. 예를 들면, 남성이 공물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는 관행은 분명히 존재한

다. 이를 테면 여성이 닭싸움을 구경한다거나 ‘공 그룹’에서 연주를 

하는 일은 적어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절대로 일어나

지 않는다. 발리의 전통적 역할 구분에서 남녀 간 구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남녀 간 이론상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발리인의 설명

이다(Eiseman 1990: 57-58). 원래 전통적으로 발리사회에서 의례용 

바비굴링을 만들 때에 여성은 돼지고기를 다룰 수 없게 되어 있다. 

남성들이 돼지와 속에 채워 넣을 식재료를 다듬을 때, 여성들은 상대

적으로 힘이 덜 드는 꽃 등으로 장식된 공물을 만든다. 이는 까껙씨

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예전에는 여자가 바비굴링을 만드는 일은 정말로 드물었어. 정

말로 일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여자가 했지. 여자들은 공물을 

만드느라 바빠서 그런 일은 남자들이 했지. 그래야 했어. 안에 

들어갈 식재료는 여자들이 시장에서 사오고, 남자들이 그걸 가지

고 다듬고 조리를 해서 양념 속을 만들지.”(Kakek 71세, 남/ 인터

뷰 일자: 2017.7.1.)

그러나 바비굴링이 의례용 제물이 아닌 세속화의 길을 걸으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성별의식에 대한 남녀의 역할 구분은 희미해지고 

느슨해 졌다. 그렌쩽 식당의 뇨만여사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바비굴

링을 만들기 위해 여자인 본인이 직접 돼지의 배를 가르고 양념을 

다듬어 속을 만들었었노라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1965년도에 바비굴링 행상을 시작할 때 난 아직 어린 아이 어. 

내가 직접 돼지를 돌리고(굽고) 잘랐지.” (Nyoman 65세, 여/ 인터

뷰 일자: 20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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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바비굴링은 공동체의 남성 구성원들이 메밧이라는 과

정을 통해 노동집약적으로 만드는 공동체의 의례적 산물이다. 그런

데 그렌쩽 식당의 뇨만여사가 만드는 바비굴링에는 이 메밧의 과정

이 삭제되어 있다. 조리 공간도 마을의 공동작업장인 반자르(Banjar)

가 아닌 집이나 논밭이다. 만들어진 주체도 남성이 아닌 여성이다. 

결국 뇨만여사의 바비굴링은 의례음식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요소

도 담고 있지 않다. 바꿔 말하자면 메밧 없는 바비굴링은 신성성이 

훼손되거나 단절된 것으로 그 가치가 세속음식으로 환원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바비굴링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경제적 대가를 지불

하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상업음식으로 변용된 것이다. 앞서 인터뷰

한 바비굴링 전문식당의 주인들이 바비굴링이 상업화된 상황에 당

시 주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 는지를 언급한 부분은 바비굴링의 

세속화가 전통과 관습을 소중히 여기는 발리사회에 어떻게 받아들

여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바비굴링을 사먹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

라”

“번거롭지 않으니 좋아했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또한 까껙씨는 발리에서 바비굴링 판매의 시작을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설명한다. 의례 때만이 아닌 평상시에도 바비굴링을 먹고 싶

어 했던 사람들의 수요가 있었고, 생계를 위해 일거리를 찾던 발리 

서민들이 이러한 수요를 간파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써 바비

굴링 판매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바비굴링을 식당에서 못 샀어. 집에서 만들어야 했지. 

그래서 아마도 바비굴링을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처음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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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은 가난해서 여기 

저기 일할 곳을 찾던 때니깐. 바비굴링이고 닭이고 뭐든 닥치는 

대로 팔았지. 바비굴링을 파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좋았어. 

손주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 사먹으면 되니깐...(중략)”(Kakek 71

세, 남/ 인터뷰 일자: 2017.7.1.)

발리인들은 의례나 특별한 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바비굴링

을 먹고 싶어 했지만 그러한 욕망은 힌두교적 전통과 신앙 그리고 

빈곤이라는 명목 아래 억눌려 있었다. 바비굴링을 먹고픈 이들의 욕

망은 발리가 관광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책이 나오게 되었다. 발

리 토속음식이 관광자원화되면서 신성해야할 의례음식은 서서히 세

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앞서 발리토속음식보고서를 통해 의례용 

음식인 바비굴링이 관광객을 위한 토속음식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1920년대부터 KPM 쾌속선을 통

해 많은 서구의 관광객이 발리를 찾게 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발리

토속음식이 관광음식으로 팔려나갔기 때문이다. 이때 발리를 방문한 

서구인들은 의례 때 손님으로 초대되어 바비굴링을 대접받았고 그 

맛에 매료되면서 현지인들을 시켜 바비굴링을 직접 요리해 먹기에 

이르렀다(Covarrubias 1973[1937]; McPhee 1947; Carol 2007). 현지

인들은 이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의례음식인 바비굴링을 제

공하는 데에 서서히 익숙해져갔다. 바비굴링을 탐했던 발리인의 고

삐는 이때부터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들 역시 서양인들처

럼 바비굴링을 돈을 주고 사먹기를 욕망하게 된다. 현지인들 사이에

서 유명한 또 다른 바비굴링 식당 멘삼쁘릭(Men Samprig)을 운 하

는 삼쁘링여사(Sampring)는 바비굴링을 팔기 시작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가 12살이었을 때에도 바비굴링 장사를 하고 있었어.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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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모님이 이곳에서 생선이랑 거북이 고기를 파셨지. 닭싸움판

에서는 나시 소또(nasi soto)20)를 팔았어. 문제는 이게 준비하기

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다는 거야. 끓이기 위한 화덕도 있어

야 하고 솥도 필요했지. 그러던 중 닭싸움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

들이 부모님한테 그러지 말고 바비굴링을 팔아 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지. 바비굴링이야 다 준비해서 가져가면 되니까 솥도 

화덕도 필요 없잖아. 그때부터 바비굴링을 닭싸움판에서 팔기 시

작했어. 지금이야 닭싸움이 불법이라 많지 않지만 그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있었으니 바비굴링이 정말 인기가 많았지.” (Sampring, 

여, 70세/ 인터뷰일자: 2017.6.30.)

삼쁘링여사는 사람들의 요구로 바비굴링을 팔았으며, 까껙씨는 그

와 함께 바비굴링을 팔 수 밖에 없었던 가난한 발리서민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신성한 의례음식을 일상에서 소비하려는 발리인과 거리

낌 없이 그것을 만들어 팔았던 발리인, 이 모든 상황이 가능했던 것

은 이미 발리가 관광화되면서 서구인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고 바비

굴링을 만들어 제공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삼쁘링

여사는 바비굴링을 노점이나 행상의 형태로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의례용으로 주문을 받아 팔기도 했다고 전했다. 

“보름이 다가오면 그 때 사용될 바비굴링을 미리 주문받았어. 15

마리에서 많게는 20마리까지 됐지. 의례 때 사용한다고 말이

야”(Sampring, 여, 70세/ 인터뷰일자: 2017.6.30.)

메밧 의례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졌던 바비굴

링은 발리에서 관광의 시대가 열리면서 서구인에게 상업음식으로 

판매된다. 이때부터 이미 바비굴링의 성과 속의 경계는 실질적으로 

모호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바비굴링을 팔아본 

20) 고기가 들어간 국물요리에 밥을 곁들인 정식. 고기는 이슬람 지역에서는 닭, 소를 
비이슬람 지역에서는 닭, 소는 물론 돼지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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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이제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한다. 노점이나 행

상을 통해 판매되던 것이 이제는 의례 때 사용될 바비굴링까지 제공

된다. 바비굴링이 상업화되고 세속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바비굴링

을 팔았던 1세대 상인들 즉, 부모님 세대 때는 일정한 가게가 아닌 

행상, 노점, 주문의 형태로 바비굴링을 판매한다. 그랬던 것이 2세대

부터는 가게를 열어 바비굴링을 판매하기 시작한다. 바비굴링은 본

격적으로 ‘상업적 대중음식’의 길을 걷게 된다. 가게(식당)에서 제공

되는 바비굴링은 고용된 직원의 숙련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대량’으

로 생산 공급되기 시작한다. 발리에서 바비굴링의 ‘대단위 소비시대’

가 열린 것이다. 이처럼 바비굴링이 발리섬의 관광문화로 자리매김

하기까지 기안야르와 덴빠사르를 중심으로 관광음식 창출이라는 새

로운 수요에 능동적으로 적응한 발리 상인들의 역할은 분명한 듯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이 작은 섬 발리의 

토속음식 바비굴링이 어떻게 외국인 관광객들한테까지 인기를 끌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바비굴링 식당 주인들 하나같이 외국인 관광객의 바비굴링 수요

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를 2006년 이후부터라고 입을 모은다. 이 

시기는 2002년과 2005년 발생했던 발리폭탄테러 이후 발리 경제가 

서서히 회복세에 들어서는 시기이다. 발리경제가 안정을 찾게 되는 

2006년 6월 미국의 유명 요리사이자 방송인인 안소니 부르댕

(Anthony Bourdian)이 발리를 방문해 대중매체를 통해 바비굴링을 

소개하면서 그 맛을 극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바비굴링은 유례없

는 주목을 받게 된다. 바비굴링은 이를 계기로 발리를 상징하는 요리

로 표상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Kompas 2018/08/06). 바비굴

링 시식장면은 유료 미디어 플랫폼인 미국의 Travel Channel 및 유

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Discovery Travel & Living을 통해 전 

세계에 송출되었다. 안소니 부르댕에 눈도장을 찍힌 바비굴링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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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애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 고 발리섬에 가면 꼭 들러야 하

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 다. 시청자들은 그가 맛본 바비

굴링을 자신들도 맛보기 위해 발리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

소니 부르댕이 방문한 이부오까 식당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바비굴

링 전문식당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이후 바비굴링은 ‘안소니 

부르댕이 극찬한 돼지고기 요리’, ‘발리 최고의 돼지고기 요리’로 알

려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바비굴링이 ‘상품화’ 되어 상업음식으로 자리매김하

는 과정에 ‘관광’과 ‘대중매체’가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바비굴링이 발리고유의 토속음식이며 발리인의 종족음식이라는 

인식이 관광산업의 발달과 대중매체를 통해 점점 확산되면서 이러

한 상징성은 이슬람사회인 인도네시아에서는 타자로 분류되는 기표

가 되는 필연적 결과를 초래하 다. 타자성이란 결속과 정체성 강화

를 위해 스스로 부여한 자기 정의이기도 하지만 외부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바비굴링의 발리적 정

체성은 내부자적 자기 정의와 외부로부터 부여된 이미지들이 경합

하고 타협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것이다. 앤쏘니 코헨(Anthony 

Cohen 1985)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매스미디어의 발달, 교통과 통

신의 발달로 인해 지역사회의 문화가 점차 동질화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독자성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각종 상징적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한바 있다(Cohen 1985). 이런 맥락에서 

바비굴링은 내부적으로 발리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표지로 쓰이기

도 한다. 비록 바비굴링이 상업음식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리힌두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나가고 있는 발리인의 의

식 속에서 바비굴링은 상업음식이라기 보다는 여전히 공동체적 의

례를 통해서 소비되는 제물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하다. 바비굴링은 

언제나 발리사회에서 사회적 연결음식과 공동체의식, 공동체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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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결속을 실현시키는 상징적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김광억 1994; 윤형숙 2009: 155; Watson 1987). 이러한 측면

에서 외부인들의 바비굴링 소비는 발리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회

문화적 전통의 가치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게 된다(MacClancy 1992: 206-208). 발리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여행지 발리에서 그곳 생활의 진짜 면모를 

나타내면서 그곳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질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Urry 1990). 바비굴링은 바로 이러한 수준에서 관광객의 요구에 부

응하여 상품화되었고 대중매체에 의해 확산된 바비굴링에 담긴 발리 

정체성은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홍보되어갔다. 반면 이슬람사회 속에

서 바비굴링 요리는 이슬람과 비이슬람을 경계 짓는 문화적 이질화

를 초래했다. 발리가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명성이 높아갈수록 바비

굴링 요리는 관광이라는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리의 대중음식

으로 자리잡아갔고 바비굴링은 발리와 발리인을 상징하게 되었다. 

Ⅴ. 결론

발리인들은 돼지를 사육하고, 가족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풍요

와 안녕을 기원하며 발리힌두교적 교리에 따라 돼지를 도축하고 조

리하며, 그것을 신에게 바치기 위해 단장하고 꾸며 제단에 올린 후 

그 모든 것을 공동체와 나눠 먹는다. 무슬림이 지배적인 이슬람 사회 

속에서 발리인들의 돼지고기 소비는 발리인 자신들에게도 타인들에

게도 발리인의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발리힌두적 종교문화 행

위이다. 특히 타지에 살고 있는 발리인들에게 바비굴링은 고향의 향

수를 달래주는 노스탤지어 음식이다. 이들은 타지에서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친지 및 지인들과 더불어 바비굴링을 요리해 나눠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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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리 이외의 인도네시아 지역은 무슬림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슬람 사회 속에서 발리인들끼리 모여 바비굴링을 나눠 먹는 관행은 

발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자각하고 강화하는 문화적 기제로 

작용한다.

 아르준 아빠두라이(Appadurai 1988)는 민족지적 연구에서 특정 

지역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함의하는 ‘민족지적 대표성

(ethnographic representation)’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바 있다. 인류

학자 클리포드 기어츠(Geertz 1973)는 발리의 닭싸움을 통해 발리의 

사회경제적 관계와 발리인의 인생관 및 세계관 등을 해석하 다. 즉, 

그에게 닭싸움은 발리문화의 압축이며 발리사회의 민족지적 대표성

을 띠는 중요한 요소 다. 그러나 기어츠는 스펙터클한 닭싸움에 집

중한 나머지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 민족지적 대표성을 띠는 

발리 돼지의 사회문화적 함의를 간과했다. 

전통시대부터 근현대시대까지 바비굴링은 다양한 모습으로 발리

사회의 모습을 담아왔다. 신을 위한 신성한 의례음식이었던 바비굴

링은 식민지화 과정, 국가건설 목표의 국민국가로의 이행 과정, 관광

의 맥락에서 국가와 발리사회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을 위한 세

속적인 상업음식으로 변모하 다. 바비굴링은 정부 주도 하에 ‘국가

통합’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었고, 발리지식인 집단의 주도 하에 ‘문화

관광’의 수단으로 지역홍보의 관광상품으로서 관광자원화 되면서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한 발리주민의 주도 하에서 바비굴링

은 생계를 위한 ‘판매의 대상’으로 상업음식화 되었다. 더 나아가 바

비굴링은 대중매체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음식으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이제 바비굴링은 발리와 발리인(발리종족)을 상징하는 메타

포(metaphor)가 되었다. 

발리돼지의 민족지적 대표성은 궁극적으로 발리라는 역사문화적 

․공간적 정체성과 전통시대부터 현대까지 바비굴링을 위시로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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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문화적으로 소비해온 발리인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만 완

성되는 ‘퍼즐’이다. 이 퍼즐 속에서 발리사회의 바비굴링은 ‘신성한 

향연’이자 ‘세속의 만찬’으로서 발리인의 유구한 역사문화적 희로애

락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물질문화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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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Altar’ to ‘Table’:

A Case Study of a Balinese Ethnic Food, Babi Guling, 

in Indonesia

SangKyung JANG
(Youngsa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Babi Guling (suckling roasted pork) has 

emerged as a representative ethnic food that symbolizes Balinese identity. 

The island of Bali is the only Hindu region in the Islamic society of 

Indonesia, where pork is consumed in daily life and customary rituals. 

The Babi Guling was originally a sacred ‘ritual food’ in the ancient 

Balinese society, but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secular ‘commercial 

food’ in the contexts of Dutch colonization, nation-building and modern 

tourism. The Babi Guling was utilized as a means of ‘national integration’ 

under the government’s initiative. It was also secularized as an ethnic 

product to promote ‘cultural tourism’ in an ideological effort of Balinese 

intellectual groups. The Babi Guling is an ethnographic representation of 

the Balinese society and poses as a core element of Balinese material 

culture, which contains the joys and sorrows of the Balinese society.

Key Words: Indonesia, Bali, Pork Consumption, Hinduism, Tour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