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원의 폭력:

발리(Bali) 섬의 종족적 긴장과 자경주의 폭력 사례연구
조윤미

I. 서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발리 섬은 동남아 최대의 관광지이다. 지상최후의 낙원, 신들의 섬이라는 칭호에 걸맞
게도 발리 섬은 언제나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한 섬, 속세의 욕심을 버리고 신들의 질서
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살아 숨 쉬는 곳,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춤
과 그림, 조각에 능한 예술가인 곳, 그래서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쉬고 싶은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는 곳으로서의 명성을 줄곧 유지해 왔다.
인도네시아의 여타지역이 종족 분쟁, 종교 분쟁, 물가 폭동, 정치적 시위 등등으로 그
치안질서가 매우 교란되었던, 수하르토 몰락을 전후한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개혁시
기 초반에도 발리는, 지상 최후의 낙원답게, 주목할 만한 사건 사태 없이 무사히 분쟁과
폭동의 파고를 넘은 인도네시아 내의 거의 유일한 지역이었다. 국가의 외환 경제 위기
와 정치적 난국을 당해서도 발리인들은 지상 최후의 낙원을 그 다양한 분쟁과 갈등의
폭력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왔던 것이다. 그런 연유로 메가와티(Megawati)의 투쟁민
주당(PDIP)은 1998년의 전당대회 장소로서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발리 섬을 택하였던
것이고, 화교 출신 중소 사업가들은 발리를 안전한 사업장소(safe haven)로 여겨 발리
섬 내에 편의점과 인터넷 카페 들을 다투어 개업하였던 것이다(Nordholt 2007: 12).
발리 섬이 개혁시기 초 인도네시아의 정치 불안과 경제 위기, 치안 부재의 상황 속에
서도 치안상태가 양호했던 것은 발리 사회에 갈등 요인이 부재했던 때문은 아니었다.
흔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갈등의 근원으로 지적하는 사라(SARA) 요인은 발리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사라란 인도네시아어 Suku(종족), Agama(종교), Ras(인종), 그리고
Antargolongan(집단)의 약성어로서 다종족, 다종교, 다인종 국가이면서 다양한 집단 간
의 이해관계로 구성된 다원사회 인도네시아의 통합을 저해할지도 모르는 갈등의 원인들
을 총칭하는 말이다.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도 발리는 거의 유
일하게 소수 힌두교도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인데, 관광 산업의 발전에 따라 자바
(Java)인이나 롬복(Lombok) 사람 들처럼 외지 무슬림들의 전입 이주도 활발한 지역이
다. 그리고 원주민들과 외지인들은 경제적 자원을 놓고 상호 경쟁하는 처지에 놓여 있
다. 그런데다가 외지인은 평생을 발리 섬에 살아도 힌두교에 입문하고 발리 마을의 토
지를 구입하여 거주하지 않는 이상 현지 사회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고 이방인 취급
을 받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발리에서 인간이란 힌두교적 가치와 관습법에 의해 구성
되고 운영되는 촌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리 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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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종교적, 관습적 전통과 사회경제적 조건상 다분한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 특성상, 발리인들 자신이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심
각한 폭력 사태로 전환시키기는 매우 곤란한 입장이었을 것이고 또 발리 관광 산업에
막대한 지분을 가진 인도네시아 군부도 폭력 사태의 가능성을 좌시하지 않았던 까닭에
발리가 심각한 폭력사태 없이 수하르토 하야 이후의 격변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인도네시아 지식인들의 추론이다.1)
그런데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국가의 총체적 위기 시기에도 폭발한 바 없던 위의 갈
등요인들이 2002년 10월의 발리 폭탄 테러 사건을 계기로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발리의
평화로운 낙원 이미지가 위협받는 상황들이 근래 발리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다. 발리
사람들에 따르면, 1997년 외환경제위기가 도래한 이후 인도네시아의 실업률이 치솟으면
서 발리에는 이전보다 일감을 찾아 이주해 오는 외지인의 유입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Baker and Coulter 2007).2) 그래서 200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3백 10만 발리 인구 중
에 자바와 마두라(Madura)에서 이주해 들어온 인구만 25만이며 발리의 주도인 덴빠사
르(Denpasar) 인구의 약 17퍼센트인 20만 명이 외지인이고, 또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
바둥(Badung) 지역에만도 무려 8만 명의 외지인 인구가 있다 한다. 더구나 발리의 최대
관광지인 꾸따와 사누르(Sanur) 지역의 촌락들 중에는 오히려 원주민보다 이주민이 더
많은 촌락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발리 사회의 평정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으나,
2002년 10월 발리 폭탄 테러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다.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
하는 지역에서3) 202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그것도 희생자의 반 수가
외국인관광객이었던 점은 관광 산업의 위축을 가져왔다. 테러 이전이었던 2002년 6월
한달 동안 130,563명이었던 발리의 관광객이 2003년 6월엔 38%나 감소하여서 81,256명
밖엔 되지 않았다.4) 또 테러 직후 발리 호텔의 객실 점유율은 75%에서 14%로 급감하
였다(World Tourism Organization 2002). 이러한 관광산업 불황과 경기의 침체는 그 회
복이 매우 더딘 것이었고 2005년 10월 발생한 두 번째 폭탄 테러에 의해 그 회복의 기
운은 거의 난망인 듯하였다. 게다가 이 때까지 계속되고 있던 이라크 전쟁과 엎친데 덮
친 격으로 발령된 사스(SARS) 경보는 관광산업에 기대어 사는 발리인들에겐 절망의 끝
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다(Putra and Hitchcock 2006).
관광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현지인과 외지인을 막론하고 수입의 감소와 실업률 상
승, 범죄율 상승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발리 사회의 긴장과 알력을 고조시
1) 2008년 7월, 발리 지식인 Ngurah Suryawan과의 의견 교환.
2) 2003년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Baker and Coulter 2007), 사누르 해변 상인의 83%, 꾸따 해변 상인
의 73%가 외지인으로, 이들 외지인들 중엔 마두라 족, 자바 족, 순다 족 등과 같이 자바 섬에 연고를
둔 종족들이 가장 많아서 사누르는 외지인의 69%, 꾸따는 외지인의 67%가 낙 자와(nak Jawa, 자바
사람)라고 한다.
3) 노돌트(2007: 8)의 보고에 의하면 발리는 더 이상 농업 사회가 아니다. 2002년 농업 종사 인구는 전
체 인구의 21.4%에 불과하고 정부기관과 관광업을 포함하는 3차 산업 종사 인구가 63.2%에 달한다.
그리고 그가 인용한 1998년 통계로 보아도 발리 지역의 수입은 51.6%가 관광산업으로부터 연유하며
전체 노동력의 40%가 관광업에 종사한다. 여기에 수공예, 의류, 교통 등의 산업 분야까지 포함하면
발리 노동력의 60-70% 정도가 관광 유관 업종에 종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4) Bali Tourism Authority(2004) 자료, Baker and Coulter(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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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게 되었다. 특히 현지인들의 경우, 이종교 이종족 집단이 발리에 들어와 경제력을 장
악해왔을 뿐 아니라 이슬람까지 전파하더니 이제는 외지인 무슬림이 들어와 폭탄 테러
까지 감행함으로써 발리 사회 전체를 위기의 국면으로 몰아넣은 데 대해 분노하게 되었
고, 발리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방해하는 요인은 외부로부터 유래한다는 인식을 공유하
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발리적(的)인 것을 지키고 공고화하며, 발리적 가치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경계, 감시, 징벌하자는 다양한 캠페인(Kampanye Ajeg Bali)이 벌어졌는데,
이 캠페인의 다양한 면면들은 발리 폭탄 테러 이후 발리 사회에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힌두교와 이슬람, 그리고 원주민과 외지인 간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갈등의
구도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중에 현실적으로 가장 우려할 만한 사태는 각종 자
경주의 조직들이 난립하여 외지인에 대해 보다 가시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 조직이 발리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일어
선 전통 경찰 뻐짤랑(pecalang)이다. 이 전통 경찰 조직은 1998년 투쟁민주당의 전당대
회 질서 유지를 위해 처음 성립했던 조직인데, 2002년 첫번째 테러 이후 발리의 거의
모든 촌락들이 발리의 전통 가치 수호와 마을 인근 치안 유지를 위해 이 조직을 만들면
서 현재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뻐짤랑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는 외지인
에 대한 단속과 외지인세 징수, 치안세 징수이다.
위의 상황들은 외지인 무슬림에 의해 자행된 폭탄 테러를 계기로, 발리인들이 자신들
만의 정체성과 발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기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하
기 시작했다는 것을 웅변하며, 세계적 관광지로서 이제까지 견지되어 왔던 외지인과 외
지문화에 대한 인내와 관용이 더 이상 견지될 수 없는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을 보
여 준다. 신질서 시대의 문화 정치5)에 의해, 그리고 낙원을 기대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애써 숨겨져 왔던 발리 사회의 갈등과 폭력적 측면들이, 이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맞
서기 위해 관습법 아닷(adat)을 작동시켜 일어선 뻐짤랑과 각종 자경단체(vigilante
group)의 활동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발리에서 종교적, 종족적 긴장이 생성되고 표출되며 드디어는 뻐짤랑
을 비롯한 다양한 자경주의 조직이 외지인에 대한 폭력적 활동을 개시하게 된, 발리 역
사상 전혀 새로운 국면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외지인과 외지문화에 대
한 관용이 바닥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발리 사람들이 낙원의 주민들
답지 않게 폭력을 휘두르게 된 원인과 배경, 맥락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갈등과 분쟁의 잠재적 요인들을 폭력적 관행으로 표출하는데 작용한 발리
사회의 내적, 문화적 맥락들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의 목
표는 발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뻐짤랑을 비롯한 각종 자경주의
집단의 폭력적 행태를 동원하게 된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들
을 이해하고, 이러한 폭력의 양태가 개혁시기 발리 사회의 현재적 동학으로서 가지는
함의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로컬 사회 발리가 개혁시기 인도네시아
5) II 장에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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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주화와 지방화의 물결 속에서, 그리고 종족성 분화를 촉진하는 지구화의 맥락 속
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폭력적 대응의 방식
을 관찰하며, 또한 자경 활동을 통해 발리 사회의 질서 재편성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사회적 힘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는 2008년 6월부터 8월초까지 거의 두 달 간 발리 관광의 중
심지라 할 수 있는 우붓(Ubud)과 꾸따(Kuta) 지역에서 수행되었다. 지방화 시대 발리인
의 현재적 일상, 촌락 공동체 운영 양상의 변화 추이, 발리 폭탄 테러 피해자 실태, 주
요 관광지의 호텔 및 상가 실태, 뻐짤랑을 비롯한 주요 자경주의 단체들의 활동, 지방
정부의 지방화 정책 및 외지인에 대한 정책, 외지인과 원주민의 사회관계 양상 등등을
참여 관찰하고, 지방 관리, 현지 지식인, 현지 언론인, 외지인과 원주민, 관광 산업 종사
자, 외국인 관광객 등을 면접하였다.

II. “지상 최후의 낙원” 논제

발리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연구는 아주 많은 부분이 이 섬의 별칭 “지상 최후의 낙
원”과 관련한 논제와의 연관 속에서 수행되어 왔다. 그 이유를 좀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발리의 역사는 이 섬이 “지상 최후의 낙원”으로서 구성되고 제시되고 소비되어 온 역사
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낙원 이미지야말로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발리인들이 동원하는 주요한 문화전략의 핵에 놓여 있고 발리 사회 동학의 중심부에 위
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커스(Adrian Vickers 1989)는 그의 저서 “발리: 창조된 낙원(Bali:
a Paradise Created)”에서 발리의 이미지 형성 역사를 고찰하였다. 비커스는 남태평양의
그 많은 섬들 중에서도 발리가 지상 최후의 낙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그 첫 계기
를 이슬람권과의 종교전쟁으로 피곤해진 유럽인의 정신적 피폐와 이로부터 연유한 힌두
문명권에 대한 유럽인들의 상대적이고도 일방적인 호감으로부터 발견하고 있다. 즉
1597년 화란의 동인도 원정대가 도착한 발리 섬은 오랜 시간 “이슬람의 바다”를 항해한
후에야 원정대가 조우한, 자신들에게 익숙할 뿐더러 호의적인 힌두 문명권이었다는 것
이다. 때문에 화란은 발리를 우호적인 무역 상대이자 이슬람권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으
로서 자리매김하였다(Vickers 1989: 12-14). 비록 화란이 발리에 대해 품게 되는 이미지
는 시기별로 다양했지만 이슬람의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된 발리 섬의 가치는 이후 식민
지 경영 시에도 매우 중요시되어 발리는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의 이슬람화를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으로서 간주되었다.
서구인들이 이슬람의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한 우호적인 섬 발리가 “낙원”으로서 보다
구체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시점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힉만 포웰
(Hickman Powell)은 1930년 발간된 자신의 저서에 아예 ‘발리: 지상 최후의 낙원(Bali:
the Last Paradise)’이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낙원 이미지 형성의 계기가
된 것은 화란 식민당국의 발리에 대한 관광 개발 정책 덕분이었다. 화란 식민주의자들
은 1908년 발리 섬을 온전히 통치하게 되자 곧 바로 발리를 에덴동산인 것처럼 묘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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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관광 개발 정책을 전개하였다(Vickers 1989: 3).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리 섬은 인터
오션(Inter-Ocean)이나 내셔날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과 같은 여행 잡지들에
“신들의 섬”, “축복의 섬”, “열대 환상의 섬” 혹은 “예술과 종교의 땅” 등과 같은 수식어
를 동반하여 자주 소개되었으며 이러한 이미지들은 당시 서구의 영화 속에 등장한 발리
의 이국적 풍광과 종교 의례 장면들 덕분에6) 더 강렬하게 서구 사회에 각인되었다. 또
한 관광지로 개발됨에 따라 발리를 오간 서구 여행객들 중에는 독일의 화가 스피어스
(Walter Spies)와 찰리 채플린(Chalie Chaplin)과 같은 유명인들도 상당수였고 이러한
유명인들의 사적인 취향에 대한 가십들은 발리 섬에 대한 이국적 환상을 배가하기에 충
분하였다. 이와 같이 발리에 대한 낭만적 환상이 형성된 경로를 식민주의자들의 관광산
업 동태 속에서 추적하고 탐구한 연구로는 피타나(Pitana 1999)와 피카르드(Picard
1996)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식민주의자들의 행태 속에서 식민주의자들의 문화 정치 책략을 발견한
연구도 있다. 즉 로빈슨(Robinson 1995)은 외국인들이 감탄해 마지않는,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발리의 전통이란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실제로 20세
기 초 발리의 역사라는 것은 동족 간의 전쟁, 폭동, 소왕국 간의 패권 다툼으로 얼룩져
있었으며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발리의 제 일 수출품목은 노예여서 매년 2천 명의 노
예들이 자카르타, 서인도, 남아프리카 및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의 섬들로 수출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식민주의자들이 지배 편의를 위해, 정치보다는 음악, 회화, 조각 등 예술
과 종교, 의례, 축제 등에 관심이 많은 종족으로서 발리인을 묘사한 것이고, 발리 문화
를 조화롭고 질서 정연한 문화로서 포장함으로써 정치적 긴장과 갈등의 요인들을 드러
내지 못하도록 강제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식민주의자들에 의한 전통 부흥 정책
이자 문화 정치이다. 이러한 류의 논의들은 노돌트(Nordholt 1986)와 비커스(ibid)의 저
술 속에도 나타난다.
그런데 발리에서 관광산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식민당국의 발상은 그 이전 시기인 19
세기에 서구 지식인들이 발리의 문화와 문학에 관해 남긴 흥미로운 저술 덕분이었다.
즉 래플스 경(Sir Thomas Stamford Raffles)과 호벨(Wolter Robert Baron van
Hoevell)의 저술들을 통해 유럽인들의 관심이 발리의 문화와 촌락민들의 삶 속으로 이
미 유도된 바 있기 때문이었다(Vickers 1989: 78). 더구나 이어서 다음 세기에는 관습법
학자 콘(Victor Emannuel Korn)이 이 지역의 촌락들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발리 촌
락민들의 관습법에 관하여 장장 700페이지 상당의 저술을 남겼고(Boon 1977), 위와 같
은 학문적 성과들은 서구인들로 하여금 발리의 촌락들을 평등하고 자치적인 공동체, 즉
촌락 공화국(village republic)의 이미지로 이해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특히 인류학자 마
가렛 미드(Margaret Mead)와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의 발리인의 촌락 생
활과 인성, 의례, 예술과 같은 분야에 대한 시청각적 연구 성과들은7) 그들의 애정문제
6) 예를 들자면 Spies가 두 명의 독일인과 함께 만든 영화 Island of the Demons가 있다.
7)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의 저서 Balinese Character: A Photographic Analysis(1942)와 필름 Trance
and Dance in Bali(195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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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 개인사와 더불어서 발리에 대한 낭만적 환상을 배가시키는데 일조하였고 이
들의 저작들은 대중적 인기를 모았다.
정리하자면, 예술과 종교를 사랑하며, 평등하고 조화로운 촌락 공동체의 삶을 누린다
고 상정되는 발리의 낙원 이미지는 서구 식민주의자들과 서구의 학자 및 예술가 그리고
서구의 매체들이 자신들의 사회문화적 인식틀 속에서, 그리고 자사회의 정치적 스트레
스 선 위에서, 또한 자신들의 식민지적 필요와 기대 때문에 합작하여 구성한 서구사회
오리엔탈리즘의 전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낙원 이미지야말로 이후 안팎에서 발리의 사
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본질론적 모델을 제공한 것이다.
한편 식민시대 서구인들의 오리엔탈리즘적 판타지와 지적 활동들이 지상 최후의 낙원
이미지로 형상화한 이래 이 낙원 이미지는 로컬 사회 발리인들의 자기인식 방법에 개입
되게 되었으며 발리를 품게 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지배자들에 의해서도 전략적으로
활용되었다. 즉 인도네시아 신질서 시기의 국가 최대 과제인 국가건설 사업 속에서 공
화국의 지배자는 발리인들에게 조화와 평화를 사랑하고 예술에 능한, 지상 최후의 낙원
에 사는 주민들로서 발리인들이 자신들의 이국적 문화와 낭만적 이미지를 관광상품화하
도록 요구하였고, 이는 곧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침묵을 강요하는 중앙정부의 문화
정치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Vickers 1989). 그리고 국가 건설을 위해 지상 최후의 낙원
을 관광자원화하는 작업들 속에서 발리인들 또한 그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
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삼아왔던 것이다(Picard 1999).
이상의 논의들을 보면, 식민시기의 문화정치에 의해 인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지상
최후의 낙원 이미지가 인도네시아의 신질서 체제에 이르기까지 발리 사회의 동학 속에
서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애초 오리엔탈리즘적 허구로서 등장한
이미지가 로컬의 문화과정에 투입되거나 혹은 개입하여 정권 담당자와 현지 주민들에
의해 내면화하고 재해석되고 또 현지 주민들의 정체성 구성 과정에 개입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발리라는 “낙원”의 역사는 긴 세월의 식민지화 과정과 인도네시아 민
족국가로의 통합 과정 및 관광산업 발전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주도한 여러 사회적 힘
들과 발리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며, 매번의 시대적 도전과 사회문화적
변동 국면이 닥칠 때마다 발리인들은 낙원 이미지에 대한 의미론적 차용과 재해석을 통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온 것이다(Vickers 1989; Picard
1999). 그러므로 발리 테러 사건 이후 발리 사회에 드리운 종족적 긴장과 자경주의 폭
력 사례에 관한 본 연구에서도 위기의 시대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리인들이
의지하는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낙원” 이미지와 발리성(Kebalian, Baliness)을 주목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낙원 수호의 의지가 발리 사회의 오랜 자경주의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조직되는 방식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III. 위기의 인식과 대응

발리 섬을 총체적 파괴와 불안정의 상태로 몰아넣은 2002년 10월의 테러 사건에 대한
발리인들의 인식 방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위해, 꾸따 지역의 주민대
- 6 -

표회의(LPM: Lembaga Perwakilan Masyarakat)의 의장이자 이 곳에서 두 개의 중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그라하(Graha) 씨의 발언을 들어본다.
“처음 폭탄이 터지고 나선 당연히 무섭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그 다음 느낌은 무언가 우
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었지요. 우리가 뭔가 부족했거나 혹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우주를 다시 정화시킬 수
있을까, 또 악한 기운들을 중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힌두사제들과 의논하여 정화의
례를 거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뇌리를 스친 것은 우리 발리에서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
들 간에 갈등과 반목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낯선 외
지인들, 특히 등록하지 않은 외지인들에 대한 검문검색에 열심히 나서게 된 것입니다.” (2008월 7월
11일, 연구자 면담 기록)

그라하 씨의 발언에는 발리인들이 테러 사건을 인식하는 주요한 두 가지 차원이 제시
되어 있다. 즉 “종교/전통/문화의 차원”과 “종족/공간의 차원”이 그것이다. 우선 첫째,
발리인들은 테러 사건의 발생 원인과 맥락으로서 전지구적 문명 충돌이나 인도네시아의
개혁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 세력과 민족주의자 간의 이념 갈등 문제에 주목하
기보다는, 관광개발과 경제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리적” 가치들을 간과하고 망각
한 것에 대한 신의 경고인 것으로 테러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전지구적이고 국내적인
정치 맥락에 대한 인식의 구도를 로컬의 종교/전통/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로 전치시키고
있다. 때문에 테러라는 재앙을 맞이하여 발리인들에겐, 행복과 평화를 약속해주는 신과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Tri Hita Karana)를 파괴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온 관광 산업 발
전 과정을 반성하고 힌두교적 덕목으로 회귀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종교적 정화 의례가
구체적 대응방안으로서 실천되었다.8) 그리고 둘째, 발리인들은 테러 사건의 발생 원인
으로서 자신들의 공간 속에 들어와 있는 외지인 이교도의 존재를 지목하였다. 즉 외지
인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전통 뿐만 아니라 발리의 치안과 관광산업에 대한 현실
적 위협인자로서 간주되었고,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외지인의 존재를 경계하고
자신들의 공간을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그리하여 발리 전역의 골목 입구마다에는 마치
자바 섬에서도 그러하듯이 “넝마주이는 출입을 금함”이라는 공지가 나붙고 “덴파사르
(denpasar, 발리의 주도)에 입성하시려면 신분증을 지참하시오”라는 현수막까지 나붙을
정도였으며, 꾸따 지역 사람들은 밤이면 야경 활동(ronda)을 의무화하였다.9)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한 인식의 차원과 대응 방법은 실상 “지상 최후의 낙원” 담론 속
에 전제되어 있는 발리 문화에 대한 본질론적 모델의 번복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러
한 본질론적 정체성의 틀을 어떻게 회복하고 유지할 것인가가 이러한 담론의 주요 관심
사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힌두교적 가치에 의지하고 촌락의 관습법에 기대어 자치적으
로 운영되는 폐쇄적 우주 공간, 그리고 동질적 공동체 사회로서의 발리 섬을 어떻게 그
8) 예를 들어 2002년 11월 15일 러기안(Legian) 해변에서 거행된 의례. 다섯 명의 사제가 집전하고 79
마리의 동물을 제물로 바쳤다.
9) 발리 지식인 Suryawan과의 면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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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진정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보호,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였던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논의들은 발리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 그러한 가치들이 보전되어야 할 공간
으로서의 발리 사회를 이교도 외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보다 발리적인 가치들을 추구함으로써 우주적 질서와 조화
를 회복하고, 외지인에 대한 경계를 강화함으로써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 발리사람
들의 제일 과제가 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인식들이 구체화한 것이 바로 아젝 발리
(Ajeg Bali) 캠페인과 전통경찰 뻐짤랑(Pecalang) 조직의 결성이다.

1. 아젝 발리(Ajeg Bali) 캠페인

발리의 전통과 문화를 회복하고 공고히 하자는 담론들은 2003년 8월 발리의 로컬 신
문방송 그룹인 발리 포스트(Bali Post)가 대대적으로 기획한 “아젝 발리(Ajeg Bali) 캠
페인”에 의하여 집대성되었다(Allen & Palermo 2005). 아젝 발리란 발리 현지어로 “발
리적인 것을 공고하게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서, 관광산업 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발리
의 전통 가치 훼손 및 경시, 발리 전통 문화의 상품화, 관광기반 시설의 무분별한 건설
로 인한 환경 파괴,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범죄 발생 및 마약 사범 증가, 쾌락주의
적이고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의 만연, 무슬림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한 공동
체 내의 동질성 파괴, 그리고 외부세계의 자본 침투 등등, 발리 사회의 당면한 위기에
대응하여 발리인들의 영적인 회복과 자문화에 대한 긍지 및 주체성 회복을 촉구하기 위
해 전개된 캠페인이다. 말하자면, 아젝 발리는 인도네시아의 개혁시기, 지방화 작업이
한창이던 시기에 폭탄 테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 발리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한 다방면에서 발리의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동원한 문화부
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아젝 발리 담론은 발리 전역, 그리고 발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논의되고 만들어지
고 응용되었다. 가벼운 함께 걷기 행사부터 시작하여 이발 교습 과정, 사회봉사활동, 마
을회의와 이장 선거, 신문의 독자투고란, 방송 대담 프로그램 등까지도 아젝 발리 표어
를 인용하곤 하였고 발리 사람들의 일상 대화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아젝 발리 캠페인
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관개조직과 이웃 간의 유대 그리고 위계적 사회질서에
의한 관습법적 전통 방식의 삶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발리-식 민주주의로 해석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 신질서 정부가 우선시했던 행정 마을(desa dinas)을 폐지하
고 관습법적 전통 마을(desa adat/ desa pakraman) 체제로 대체하자는 주장, 무슬림들
의 인사말 “알쌀라무 알라이꿈(Al sala'amu alaikum)”에 상응하는 인사말로서 “옴 스와
스띠 아스뚜(Om Swasti Astu)”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것과 이슬람의 십일조에 해
당하는 힌두교적 관행을 만들자는 주장(Pedersen 2007), 자바인들이 발리에서 고기완자
스프(Bakso)를 팔아 부를 축적하고 발리의 토지를 사들이는 일을 막기 위해 돼지고기로
만든 발리만의 고기완자스프를 만들어 “아젝 발리 고기완자 스프(Bakso Ajeg Bali)”로
명명하고 상품화 한 일 등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그래서 아젝 발리 캠페인은,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중앙집권적이었던 독재를 벗어나
- 8 -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재조직하는 방향으로, 외지인에 의해 장악되었던 경제
적 패권을 현지 주민이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제까지 관광 개발 및 경제 발전이라는 가
치에 밀려 왜곡되고 퇴색했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전통 가치들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러한 가치들이 실현되어야 할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관습법적 전통 마을(desa
pakraman)들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발리 사회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안하며 발리인들에게 무시 못할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젝 발리 캠페인이 지향하는 개혁시대
공동체의 이념형은, 식민주의자들과 인도네시아 국가의 행정상 필요에 따라 구성, 유지
되어 온 행정 마을 “데사 디나스(desa dinas)”가 아니라 발리인들의 종교적이고 관습적
인 위계와 질서를 구현하고 있는 관습법적 전통 마을 “데사 아닷(desa adat)”이라는 사
실이다. 이 데사 아닷은 아젝 발리 캠페인의 위풍 속에 그 이름이 데사 빠끄라만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슬람적 기원을 가진 아닷이란 용어를 식민주의자들이 선택
하여 명명했었던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어쨌든 그 이름의 유래나 변경 사실과는
관계없이, 식민주의자들이 1930년대 행정 마을을 구성한 이래로(Nordholt 2007: 27) 발
리 섬의 주민들은 행정 마을과 전통 마을의 이원성 속에 중첩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지역의 맥락 속에서 의미하는 바는, 동일 지역에 그 지역을 구성하고 운
영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논리, 서로 다른 권위체계가 병립하여 왔다는 것이다. 신질서
정부는 이러한 발리 사회의 이원성 중에서도 행정의 논리를 우선시하였던 것인데 개혁
시기 아젝 발리 캠페인 속에서 발리인들은 전통의 논리를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며 이러
한 시대적 요구는 당연히 개혁시대 지역 패권 동학의 중요한 한 축이 된다. 그런데, 여
기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젝 발리가 발리의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로의
회귀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까지 양립해 온 사회구성 및 운영
원리로서의 전통 논리와 행정 논리가 아젝 발리 캠페인에 대한 찬반의 대립 구도로 나
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젝 발리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동의와 지지는 전통의 논리
건 행정의 논리건 상이함 없이 전폭적인 것이었고, 다만 아젝 발리 캠페인의 해석과 실
천을 주도하고자 하는 지역 엘리트들이 그 이원적 구도 속에 각각의 지위를 분점한 채
패권을 경합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발리 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온 행정의 논리와 전통의 논리가 로컬의 패권 구도를 놓
고 경쟁적으로 동원되는 모습을 가장 잘 체현하고 있는 사례는 바로 뻐짤랑을 비롯한
다양한 자경주의 단체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경주의 단체들이 각각의 존재 근
거와 활동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논리 중엔 위의 두 가지 논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뻐잘랑이라는 조직은 2002년 테러 사건 직후
외부세계와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 폭력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인도네시아 국내는 물론
외국의 지역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우려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조직의 특
성과 활동 내역, 그리고 이 조직과 경합하는 다양한 조직들은 다음 장들에서 기술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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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뻐짤랑(Pecalang)

뻐짤랑이란 말의 기원은 ‘인지 능력이 예리하다’는 뜻의 발리어 celang으로부터 유래
하며(Suryawan 2006: 93), 이 때의 celang이란 말은 ‘경계하고 있는, 방심하지 않는, 주
의깊게 지키는, 조심성 있는’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vigilant와 의미상 같은 맥락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뻐짤랑이란 celang에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형 접사 pe-가 붙어, 주
변에 대한 인지 능력이 남보다 뛰어난 인물로서 주변을 경계, 감시, 통제하는 자경단원
(vigilante)을 지칭하는 말이 되고, 따라서 뻐짤랑의 활동은 말 그대로 자경주의 활동의
전형적인 예이다. 민간의 기성질서 옹호형 폭력(Rosenbaum and Sederberg 1976)에, 국
가의 묵인 내지는 비호, 그리고 국가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자경주의의
특성(Abrahams 1998)임을 감안했을 때, 뻐짤랑은 자경주의 조직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
다. 인도네시아 거의 모든 지역이 각종 분쟁과 소요사태로 어지러운 시기였던 터이라
경찰 공권력만으로는 1998년 발리에서 거행된 투쟁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
최하기 어려웠던 행사 주최 측에서 발리의 민간인들을 동원해 일시적 조직을 만든 것이
그 기원인데다가(Windia 2004: vii; Nordholt 2007: 30), 더 나아가 발리 주정부는 뻐짤
랑이라는 자경조직이 보여준 치안유지 능력과 발리적 가치 수호 명분에 고무되어 2001
년 관습법상의 전통 마을에 관한 발리지방자치조례 3호(Peraturan Daerah Propinsi Bali
Nomor 3 Tahun 2001) 속에 이 뻐짤랑의 존재를 인정하여 데사 빠끄라만의 치안을 뻐
짤랑이 담당케 하고, 관습과 종교상의 문제에 있어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뻐짤랑의 치안 유지 활동은 경찰과의 협조 관계 속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 뻐짤랑에
대한 치안교육과 훈련은 경찰이 담당한다(Suryawan 2006: 94).
이렇게 계기적 사건을 통해 처음 소개되고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그 존재를 인정받은
뻐짤랑은 이후 점진적으로 발리의 전통 마을들에 설치되기 시작하더니 2002년 테러 사
건 발생 이후에는 거의 모든 전통 마을들이 급속히 뻐짤랑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그
런데 뻐짤랑 조직의 유래는 발리의 종교 의례 시 질서유지를 담당하던 전통 경찰인 것
으로 현지인들은 설명하지만, 현지인들 일반의 믿음과는 달리 발리의 지식인들은 뻐짤
랑이 실은 그 유래도 확실치 않은 창조된 전통이라고 설명한다. 즉, 발리인의 기억 속에
뻐짤랑이라고 불리던 전통 수호 경찰은 없었다는 것이다(Santikarma 2004). 말하자면,
뻐짤랑은 개혁시기의 치안부재 상황 속에서 발리의 전통에 가탁하여 만들어진 창조된
전통인 셈이며, 민주화, 지방화의 기치 하에 모든 것을 발리화(化)하는 과정에서 활성화
된 전통 마을 “데사 빠끄라만”의 한 기능 도구로서 탄생했을 뿐인 셈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뻐짤랑은 발리 사회의 엄연한 전통 속에서 탄생한 것이 틀림없다.
즉, 뻐짤랑은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영토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
영해 온 발리 사회의 전통과 이와 병행하는 자경주의적 전통 하에서 탄생한 것이다. 발
리에는 이미 화란 식민시기부터 청년 조직이 드물지 않았는데, 식민시기의 조직 쁘라요
다(Prayoda)는 마을의 치안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청년 자경조직으로 때로는 식민당
국의 필요에 의해 동원되기도 했었으며, 인도네시아의 독립 이후에는 로기스(LOGIS),
따멩(Tameng) 등의 자경 조직이 활약했었다. 그리고 신질서 시대에는 국가가 이러한
- 10 -

민간의 자경 관행을 조직하여 뽀스 깜링(Pos Kamling)이라는 민관 협력의 근린치안 시
스템을 정비하기도 하였던 것이다(Barker 1999).
전통 가치 수호 경찰답게 이들은 까멘(kamen, 남성들이 치마처럼 둘러 입는 전통 의
상)을 허리에 둘러 입고 머리에는 우덩(udeng, 전통의상 입을 때 머리에 두르는 띠)을
두르고 허리춤에 꺼리스(keris, 의례용 칼)를 차고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
의상 이외에도 마을별로 차이가 있지만 재정이 허락하는 마을의 뻐짤랑들은 순찰차, 워
키토키, 교통정리용 곤봉 등 현대 장비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지방
자치조례에 규정된 대로 종교 의례 수행시의 질서 유지뿐 아니라 전통 마을의 일상적
치안 유지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발리의 전통 마을들이 가장 경계해 마지않고 또 뻐짤랑 활동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것은 도둑이나 범죄자들이라기보다는 마을 밖에서 이주해 들어온 외지인들, 특히
발리 섬 밖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1990년대 말 급작스레 늘어난 외지인 유입으로
인해, 발리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현지인과 외지인 간의 경쟁은 차치하
고라도, 외지인은 발리 공동체 일상의 주체할 수 없는 부담스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다.
갑작스레 늘어난 외지인 인구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고 교통체증은 심해지고 쓰레기 양
까지 늘어나 발리 섬의 생활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소수 성공한 외지인들 말고는 대부
분의 외지인들이 발리 사회의 저임금 노동자 신세가 되거나 범죄자의 길로 들어설 수밖
에 없는데 로컬 신문 발리 포스트에 의하면, 이 외지인들이 매 1시간 30분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Nordholt 2007: 39).
그런데 관습법 하에 모든 마을 구성원들이 카스트의 위계 질서 속에 각종 의례와 사
회 관계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또 관습법 하에서 마을 내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자원의 활용이 통제되는 발리 마을의 시스템 속성상, 마을 밖에서 전입해온 자들은 그
마을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건 힌두교로 개종하고 토지와 주택을 구입해 반자르(banjar,
데사 빠끄라만의 하위 촌락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얻지 못하는 한 언제까지건 외지인
일 뿐이다. 이 외지인은 반자르 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삶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공동체의 행정력에 과부하만 일으키며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외지인이란
통제가 필요한 존재이고 또 그 통제 비용은 외지인의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발리
사람들의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매우 오래된 것으로 테러 이후 개발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현지조사 시에 만난 한 주민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만일 외지인이 와서, 그것도 무슬림이 발리에 와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죽게 되면 이곳 사람들이
그 일을 처리해야만 한다. 또 이곳 발리는 모든 것이 관습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땅도 그 쓰임이
다 정해져 있다. 외지인이 묻힐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화장을 해도 될지 여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무슬림이라면 화장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일단 외지인이 오면 그 사
람의 신분증부터 확인해 두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연고지로 연락을 하고 시신을 고향으로 보내주
어야 한다. 그러니 외지인 등록이 필요한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서 외
지인세를 거두어들일 수 밖에 없다.” (2008년 7월 8일, 연구자 면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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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대한 외지인들의 인식은 소외와 배척, 그리고 두려움의 느낌으로 요약
된다. 2008년 현지조사 이전에 미리 접촉했던, love_bali를 인터넷 아이디(ID)로 사용하
며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한 무슬림 여성 이주민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
을 이메일로 연구자에게 하소연(curhat)한 바 있다.
“저는 발리로 이주한 지 25년 이상 되었고 패션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해 들어
와 25년을 살았어도 저는 여전히 이주민일 뿐입니다. 발리 현지인들은 저를 그렇게만 간주하지요.
제겐 발리가 제 집이고 고향인데도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발리를 제 집처럼 사랑합니다. ... 저는 발
리 현지인 친구가 많습니다. 대학 동창들도 대부분이 발리 사람들이구요, 그렇지만 때때로 이곳에선
우리를 아예 없어져야 마땅할 존재들로 간주하는군요. 특히 발리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경우엔 더
그렇지요. 폭탄 테러 사건 이후 우리 무슬림들은 발리에서 사는 게 참 두려웠습니다. 무슬림 여성의
의무인 히잡을 두르고 집 밖으로 나서는 일도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게다가 무슬림의 기도 시간을
알리기 위해 사원에서 확성기를 트는 일도 허락되지 않았으니 원.... 예, 지금은 조금씩 분위기가 나
아지고 있고 다시 히잡을 쓰고 나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 실은 제가 블로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는 더 많답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글쓰기를 조심하고 있습
니다. ... 저는 종교나 종족 문제를 가지고 분열을 획책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2008년
4월 18일자 이메일)

위의 하소연에서와 같이, 발리 마을의 관습법과 공동체성 논리에 의해 같은 공간에
거주하면서도 그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공동체의 열외에 존재했던 이
외지인들은, 외지인 무슬림에 의한 폭탄 테러 사건 이후, 아예 발리 사회의 안전과 번영
에 위해를 가하는 적대적 존재로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외지인은 발리사
회에 대한 위협인자들이고 치안 활동의 가장 주요한 표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위협인자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고 이전에 해오던 외지인 등록과 외지인세 징
수 관행이 보다 엄격해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역할들이 뻐짤랑에게 맡겨졌다. 그래
서 뻐짤랑은 마을의 영역이나 발리의 공공 장소에서 오가는 외지인을 검문하고 적발하
여 발리 밖으로 추방하거나 행정수수료가 매우 높은 외지인 등록을 강제하는 일을 한다
(Suryawan 2005). 2002년 폭탄 테러 발생 이후 두 달 미만의 기간 동안 뻐짤랑에 의해
출신 섬으로 추방당한 외지인의 수만도 8천 명 이상이다(Rawski and Macdougall
2004). 그리고 뻐짤랑은 불시에, 그것도 주민들이 곤한 잠을 자고 있을 밤 시간에, 마을
내의 외지인들이 많이 사는 구역에 대한 불시 가택 검문(sidak)을 실시하여 등록을 하
지 않고 거주하는 외지인들을 적발해 내기도 한다. 이 때 적발된 외지인들은 등록을 아
예 하지 않았거나 3개월마다의 의무적 등록 갱신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벌금을 내야하
며, 벌금 이외에도 일정액의 외지인 등록세를 납부하고 외지인 등록과 등록의 갱신을
강제 당한다.
연구자가 2008년 7월 29일 참여관찰했던 꾸따 지역의 반자르 머르따자띠(Banjar
Mertajati) 지역의 야밤 불시 검문에서는 30명 정도의 검문 팀이 오후 6시부터 4시간 20
분 동안 가택 검문을 벌여 74명의 “불법 체류” 외지인을 적발하였고 적발된 불법체류자
들은 벌금 5만 루피아를 즉석에서 납부하여야 했으며 이어서 또 다른 5만 루피아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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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개월 간 유효한 체류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따라서 머르따자띠 마을은 이 날 하룻
밤의 작전으로 7백 40만 루피아(당시 환율로 대략 823 달러)의 마을 재정 수입을 확보
한 것이고, 반면에 적발된 외지인들은 각각 이틀의 품삯을 징수당한 셈이 된다. 때로는
이러한 외지인 등록 비용이 부담스러워 불시 검문을 피해 도망하거나 방 천정 위로 숨
는 외지인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게 폭력을 유발한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했던
사례에서는 단지 마을 공회당에 잡혀와 꿇어앉혀진 채로 뺨을 한 차례 꼬집히고 말았지
만 이전에는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digebuki) 했었다고 한다. 더구나 야밤에 좁은 자취
방에서 속옷만 입은 채 잠들었던 이주민 여성은 속옷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방
문을 열어 주어야 했고 곤한 잠을 깨운 현지인 뻐짤랑들에게 불만 대신 미소 띤 얼굴로
신분증과 외지인 등록증을 제시하였다. 말하자면 외지인들에게 이러한 불시 검문은 단
지 재정적 부담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지인들의 패권을 인정하고 이에 승복하는 의례인
셈이며 반면에 뻐짤랑과 이들에 합세한 현지 주민 검문 팀은 자신들의 영토적 패권을
확인하며 당당해지는 기회가 된다.
한편, 뻐짤랑에 의한 치안 유지 활동이 구타뿐 아니라 살인으로 귀결된 경우도 보
고된 바 있다. 즉, 맥과이어(McGuire 2003)의 보고에 따르면 롬복 섬 출신의 12살, 14살
된 두 무슬림 소년이 절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도 혐의로 뻐짤랑에
게 붙잡혀 구타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살인혐의
자들은 공권력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10)
그런데 일단 공권력을 접수하고 물리력을 확보한 자경주의 단체들은, 아브라함스
(Abrahams 1998)가 지적했듯이, 자신들의 본래 활동 목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해관계
를 추구하려는 속성을 보인다. 뻐짤랑은 이제 자신들 관습법적 촌락의 치안유지 기능
이외에도 자신들의 마을과 인근지역의 상가와 호텔, 그리고 결혼식이나 닭싸움(tajen)
등의 행사를 위한 치안유지에까지 그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치안의 수혜자들로부터 금
전적 보상을 기대하거나 아예 매달 치안세를 징수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었다(Windia
2004; Suryawan 2006). 말하자면, 뻐짤랑은 발리 원주민들에겐 민간 치안 유지 담당자
로서, 외지인에겐 적대적인 에쓰닉 갱(ethnic gang)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뻐짤랑들이 이렇게 하여 징수하거나 벌어들인 돈은 마을의 종교적 의례와 건설
비용으로 쓰인다고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되지만, 연구자가 현지조사 기간 동안 만난 발
리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돈들이 얼마나 징수되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보
고를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경찰도 아니면서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뻐짤랑들의 행태는 발리 안팎의 일반인들
에 의해 다분히 적대적이고 오만하며 공격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읽혀진다(Suryawan
2006). 힌두교 의례 진행 중 교통통제를 하던 뻐짤랑이 수신호를 어긴 주민에 대해 폭
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야기는 드물지 않다. 뻐짤랑 스스로도 주민들이 뻐짤랑은 무서워
10) 물론 이것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확인되는 마인 하낌 슨디리(main hakim sendiri, 군중재판)사건
의 성격이 짙긴 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자경주의 폭력이 외지인과 이교도를 도둑으로 간주하는 배타
적 종족성 정서에 맥락화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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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경찰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로 자신들의 권위를 자랑할 정도이다.11) 말하자면,
뻐짤랑은 마치 치외법권을 가진 듯(kebal hukum) 행동한다. 일단 뻐짤랑의 유니폼을 입
으면 대로 한가운데에서라도 걸어다닐 수 있는 것처럼 으시대고 그러면서도 운전자는
절대 이 뻐짤랑을 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안하무인으로 행동한다고 읽힌다.12)
치안유지 공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조례로부터 인정받고 전통 가치 수호의 최전선에
나선 발리의 문화 영웅 뻐짤랑은 이제 발리 사회의 치안 기능을 넘어 외지인에 대한 적
대감을 분출시키고 그 조직의 기능을 재정적이고 정치적인 다른 이해 관계를 위해 봉사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닭싸움에 대한 비호 활
동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엄격히 금하고자 했던 발리의 경찰총수 망꾸 빠스띠까
(Made Mangku Pastika)와 갈등을 빚는 등, 공권력의 권위마저도 위협하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IV. 영토적 패권의 경합자들

사람과 자원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간을 통제하는 인간의 전략을 영
토성이라 할 때(Sack 1983), 발리 사회만큼 이 영토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인간 집단은
아마도 드물 것이다. 발리 사회에서 전통 마을 안팎의 사람과 사물, 그리고 관계들 간의
상호작용과 행위들을 종교와 관습의 이름으로 규율하는 양상이 바로 공간을 통제함으로
써 사람과 자원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앞서 살펴본 대로, 발리 전통 마을의 영토성을 최전선에서 주장하는 역할은 뻐짤랑
에게 맡겨져 있다. 뻐짤랑이 전통 마을의 영역 내에서 발리의 전통 가치를 앞세워 치안
유지와 외지인 단속을 수행하고 마을 영역 내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재정적 이익과 위
세를 누리게 되자, 뻐짤랑이 차지한 이러한 영토적 패권에 도전하는 또 다른 자경주의
집단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치안 유지 활동 중 노정된 뻐짤랑의 위압적이고 공권력을
무시하는듯한 행태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비판 여론과, 더구나 전통과 관습의 명목 하에
무슬림 외지인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치안과 질서유지 활동이란 국가적 통합을 저해
하는 사라(SARA) 관행으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또한 뻐짤
랑을 대치하는 다른 자경집단의 등장을 정당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는 뻐
짤랑이 여전히 전통 마을마다 운영되고는 있지만, 마을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종교적
의례 행사시로만 뻐짤랑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하고 그 대신 또 다른 자경 조직을 만들
어 치안 기능을 담당케 하는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건 이러한 자
경조직들은 경찰과 군부를 자신들 조직의 뻠비나(pembina, 자문역)로 삼고 이들과의 협
조체제 속에서 활동한다. 자경조직들의 치안 기법에 대한 훈련은 이들 자문기관의 소관
11) 2008년 7월 발리의 우붓, 빠당 떠갈 마을의 한 뻐짤랑과의 인터뷰.
12)
love_bali라는
아이디를
가진
무슬림
여성이
다른
한
블로거의
웹페이지
http://catetanlaen.wordpress.com/2008/03/ 를 방문하여 남긴 코멘트 중에서 인용. 이 블로그의
제목은 Perjuangan jadi orang Islam di Bali(발리에서 무슬림 되기 노력)이었으나 2011년 8월 현
재 내용이 삭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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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현재 발리의 지역별로 영토적 패권을 차지한 집단과 이 집단을 조직하는 논리는 다변
화하여 대략 세 가지가 관찰된다. 첫째는 아닷(adat, 전통)의 논리로 조직된 영토적 패
권이다. 이런 곳에서는 아닷이라는 전통 마을의 논리로 조직된 뻐짤랑 집단이 영토적
패권을 장악하고 외지인 단속과 치안 비용 징수를 포함한 치안유지 활동을 수행한다.
발리의 우붓(Ubud)과 같은 지역이 그러하다. 이 지역 중에도 빠당 떠갈(Padang Tegal)
마을은 몽키 포레스트(Monkey Forest)를 관광 자원으로 갖고 있어 뻐짤랑에게 월급을
주고 있을 정도이다. 보통 다른 전통 마을들에서 뻐짤랑 활동은 급여를 받지 않는 자원
봉사 활동이다.
둘째는 디나스(dinas, 행정) 논리로 영토적 패권이 조직되고 있는 경우이다. 뻐짤랑
집단이 자신들의 유래로서 발리의 전통 가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종교적으로 이질적인
외지인 집단을 단속함으로써 종족 갈등을 유발하는 점을 경계하여 전통 마을이 아닌 행
정 마을 차원에서 치안권을 조직하자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꾸따(Kuta)
지역이 그러한데, 2008년초 꾸따 지역은 주민 대표 회의라는 행정 마을상의 주민자치조
직으로 뻐짤랑의 치안유지권을 상당 부분 이관한 상태이다. 그리하여 주민 대표 회의는
2008년 사해 바다 지킴이(Satria Jaga Baya Samudra)라는 이름의 조직을 결성하고 그
아래 이제까지 이 지역을 관할하던 다양한 자경 조직들을 통합하였다. 과거 한십
(Hansip, 시민 방범 조직)이라 불리우던 조직인 린마스(Linmas)와, 주민 대표 회의가 자
체적으로 임용하고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팀 뚜쥬(tim tujuh, 7명의 팀), 꾸따 스퀘어
상업지역을 관장하던 갱 조직 바쥬 히땀(baju hitam, 검은 옷이란 뜻), 그리고 해변 운
영 팀(Organisasi Unit Pengelola Pantai Desa Adat Kuta) 등을 통합하여 주민 대표 회
의의 통제 하에 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해변 운영 팀이라 칭해지는 조직은 실은 꾸따 해변의 뻐짤랑이다. 신
질서 시기 동안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던 군부가 1999년 5월, 해변 경영권을 꾸따의
전통 마을로 이관한 이래 이 지역의 치안은 뻐짤랑이 담당하여 왔고 뻐짤랑이 거둔 치
안세는 전통 마을의 수입이 되어 왔던 것인데(Rawski and Macdougall 2004), 이 기득
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전통 마을의 저항으로 뻐짤랑이 명칭만 바꾼 채 해변의 치
안 담당자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꾸따 지역에서 전통 마을이 치안권을 모
두 상실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는 행정 마을의 주민
대표 회의가 사해 바다 지킴이 조직을 통해 이 해변을 포함한 꾸따 전역의 치안을 통
합,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해 바다 지킴이 산하 네 가지 조직은 각각 그 담
당 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팀 뚜쥬는 러기안 거리(Jl. Legian)를, 바쥬 히땀은 대규모 카
페와 큰 호텔들이 많은 꾸따 스퀘어 지역을, 해변 운영 팀은 꾸따 해변 지역을 관장하
며, 그 나머지 지역은 린마스가 담당한다. 이렇게 마을의 자경 기능이 전통 마을로부터
행정 마을로 옮아간 곳에서는 자경 집단이 국가체계상의 공권력의 말단으로 기능하는
것으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발리의 전통 의상을 착용하지 않고 현대적
제복을 입고 활동한다. 뻐짤랑을 전신으로 하는 해변 운영 팀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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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통 마을의 뻐짤랑이 지녔던 치안유지 기능을 종교적 의례 행사시로만 제한
하고 행정 마을 안으로 주민들의 자경 기능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은 꾸따 이외에도 우붓
(Ubud) 지역에서도 관찰되어 뻐짤랑 대신 반캄데스(Bankamdes, 촌락 치안 조력 기구)
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반캄데스는 행정 마을의 디나스 논리 하에
조직되는 주민들의 자발적 무료 치안 봉사 조직인데, 과거에 행정 마을 체계 하에 구성
되었던 월급 받는 방범대 한십과는 다르다.
셋째는 전통의 논리건 행정의 논리건, 발리 사회의 촌락구성 논리를 벗어나 존재하는
민간의 물리력이다. 이러한 종류의 치안 조직 논리를 현지인들은 간단히 스와스타
(swasta, 민간)라고 부르며 갱단 내지는 사회 단체, 대중조직 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조
직들의 자경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전통마을이나 행정마을과는 상관없이 갱단이 특
정 상업지역을 접수하여 행하거나, 갱단의 물리력을 자신들의 사업장 치안 유지를 위해
동원하려는 일군의 지역 사업가들 간의 합의로 행해지는 치안 관행이다. 갱단에 의한
자경 활동은 터미널 부근이나 시장 등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덴빠사르를 걱
정하는 모임(FPD: Forum Peduli Denpasar)이라고 스스로를 명명하고 2002년 출범한 한
거대 갱단은 덴빠사르 시장의 승인 하에 우붕 터미널(Terminal Ubung)을 접수하여 인
근 치안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꾸따의 꾸따 스퀘어 지역에선 바쥬 히땀으로
지칭되는 갱단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사업가들이 이 조직에 지역
치안을 위임하되 갱단의 물리력을 행정마을이 공식적 치안 인력으로서 고용하는 방식으
로 형식상 갱단의 치안 지역을 행정마을이 통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위의 세 가지 어떠한 논리에 입각하여 자경 활동을 조직하건, 이 다양한 조직들 모두
는 아젝 발리를 조직 활동의 명분으로 삼고 외지인을 표적으로 하는 치안 활동을 벌이
고 있다. 그러나 실은 이 조직들의 활동이란 것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신질서 시기 동
안 발리의 정치경제적 이권을 장악해 왔던 자카르타 중앙의 이해관계를 축출하고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상호 경쟁하는 로컬 엘리트들의 패권 경쟁 과정이기도 하다. 로컬
의 치안 수요 시장이 로컬 엘리트들의 패권 경쟁의 장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한 로컬 엘리트 간의 영토성 패권 다툼을 가장 잘 현시하고 있는 사례가 바로 위
의 꾸따 지역 사례이다. 발리 섬 최대의 관광지로서 호텔과 카페, 상점들이 즐비한 상업
지역인 꾸따 지역은 비록 공식 담론 속에서는 행정마을의 논리 하에 치안 기능이 통합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닷과 디나스 그리고 스와스타의 논리를 앞세운 로컬
엘리트 간의 패권 경합의 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발리의 자경 집단을 구성하는 논리는 아닷과 디나스 그리
고 스와스타, 이렇게 세가지이다. 발리의 전통 가치에 입각하여 촌락공동체의 삶을 재건
하겠다는 논리와 인도네시아 국가체계 하에서 국가의 통합과 건설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발리의 공동체성을 발전시키겠다는 논리, 그리고 갱단의 이권 추구가, 테러 이후 발리
사회의 치안에 대한 수요 공간을 서로 메꾸겠다면서 로컬의 영토적 패권을 놓고 경합하
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개혁시기 민주화, 지방화의 과정에서 발리를 강타한 폭탄
테러 사건은 발리인의 진정한 정체성과 미래에 관한 담론을 외지인을 표적으로 한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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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모습으로 표출시키기에 이르렀으며, 로컬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배경과 이해관계
에 따라 아닷의 논리와 행정의 논리 그리고 갱단의 물리력 등 동원 가능한 로컬의 모든
역량들을 새롭게 정렬시키면서 발리성에 대한 문화담론과 자경조직들을 지방화 시대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V. 결언

이상 고찰한 바와 같이, 신질서 몰락 이후, 그리고 2002년 10월 폭탄 테러 발생 이후
의 발리 사회 동향은 그 이전 시기들과 마찬가지로 지상 최후의 낙원 논제로부터 자유
로울 수가 없다. 관광개발 정책과 폭탄 테러 사건을 통하여 지구화 과정의 성취와 파괴
적 여파를 경험하고 또한 개혁시대의 지방화 과제에 당면하여 발리인들이 의지하고 동
원한 문화자본이 바로 지상 최후의 낙원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아젝 발
리 캠페인이 회복과 공고화를 주창한 진정한 발리성(kebalian)이란, 지구화와 지방화 과
정에 대응하기 위해 발리인들이 지역의 역량으로서 재발견하고 의지하고자 한, 지상 최
후의 낙원 논제 속에 묘사되어 있는, 힌두교적 관습과 전통의 가치를 의미하며, 또한 뻐
짤랑이 자경주의 활동을 통해 수호하고 방어하고자 했던 데사 빠끄라만은, 조화롭고 자
족적이며 자기완결적인 촌락 공화국(village republic)의 재발견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리인들이 지구화 과정의 파괴적 여파와 인도네시아 개혁시기의 지방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한 것은 발리의 본질론적 문화 개념만은 아니었다. 발리인들은 자신
들의 관습법적 공동체가 체현하고 있는 영토성과 이를 수호하기 위해 작동해 온 자경주
의적 전통을 아젝 발리 캠페인의 구체적 실천 과정에 동원하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외부 세계 특히 폭탄 테러를 불러온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응하는
힌두교적 근본주의와, 외부로부터의 오염과 위협의 근원으로 지목된 무슬림 외지인에
대한 자경주의 폭력의 출현이었다. 관광객의 방문과 저임금 노동력의 공급을 외부세계
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개혁 공간에서 발리인들이 선택한 외지인과
외부세계의 문화에 대한 배제와 타종족에 대한 배타적 폭력 행사 방식의 대응법은 관광
산업에 의지한 지방사회 스스로의 입지를 딜레마적 상황에 몰아넣은 것이기도 하다.
한편, 아젝 발리 캠페인과 뻐짤랑의 자경활동은 지구화와 지방화로 인한 스트레스선
위에서 발리 사회의 개혁적 미래 전망을 놓고 전개된 문화 정치 담론일 뿐 아니라 개혁
과 지방화의 시대를 맞는 로컬의 엘리트들의 정치적 전략으로서의 함의도 지니고 있다.
로컬의 엘리트들은 로컬에서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세 가지 논리 즉 아닷과 디나
스, 그리고 스와스타의 논리를 동원하되, 아젝 발리 담론에 편승하여 문화와 종교 간에
경계를 긋는 방식으로 그리고 종족 간에 폭력적 통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지방화 시대
로컬의 패권 경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발리 폭탄 테러 이후 발리 사회가 보여준 발리 문화에 대한 지극히 본질론
적인 문화 담론 전개와 폭력적인 타종족 배타 관행은 식민시기로부터 형성되고 내면화
되어 온 낙원 이미지의 위기탈출 버전이며, 식민경험과 공화국의 경제개발정책 속에서
경험된 문화정치의 한 귀결이기도 하고, 영토성을 최대한으로 가동시키는 발리 사회의
- 17 -

자경 전통이 발리 사회의 구성과 운영 원리로서의 아닷과 디나스 논리는 물론 스와스타
의 논리까지 동원하면서 지방화의 공간에서 로컬 엘리트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맥락화하
는 모습이기도 하다.
문제는 민주화와 지방화를 표방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개혁 방향이 로컬 사회 발
리에서 타종족 타종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됨으로써 종족적 긴장의 야기는 물론,
인도네시아의 국가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이 과정에서 국가의 공권력
이 치안이라는 명분하에 타종족에 대한 배타적 자경주의 단체의 활동에 대한 묵인과 사
주, 혹은 지원의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지방화로 인한 국가의 권력 약화뿐 아니라 민간
으로의 권력 분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폭탄 테러 사건 이후 발리 사
회의 동학은 차후 인도네시아의 국가 통합과 국가 권력의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
며, 이에 지속적으로 유의 관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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