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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진정성 여행의 사회학적 연구

-인도여행의 상상과 실천-

김동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본 논문은 진정성을 기획하는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로서 인도여행을

다룬다. 인도 배낭여행은 포스트-진정성 체제의 사회적 변동의 특수한 단면

을 드러낸다. 후기근대의 여행주체들은 진정성이 아직 유효했던 시대와 그

효용이 탈각된 시대의 구조적 요구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 이들은 여

행이라는 사회적 행위에 스스로를 정향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삶의 전략과

의미화를 시도하고, 균열의 틈새에서 삶을 영위하려 한다. 본 연구는 이들이

시도하는 삶의 전략과 의미화를 규명하고자 인도여행을 새로운 삶을 위한

전형적인 대안으로 간주하고 탐색하려 한다.

II장은 배낭여행지로서 인도가 지목되고 대중화된 현상의 본질은 관광통

계가 아닌 풍부한 재현의 영역에 있음을 보인다. 인도여행의 ‘유행’은 출국자

의 수만 가지고는 그 범위와 결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 출판시장과 사이

버스페이스 등은 인도의 여행경험을 언어적·이미지적으로 재현하고 대중화

함으로써 인도재현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기여했다. 인도(여

행)에 대한 풍성한 재현은 ‘인도적인 것’에 대한 상상을 창출한다. 90년대 후

반은 한국에서 인도여행의 실천이 대중화된 시기임과 동시에 담론 공간 내

에서 ‘인도적인 것’의 상상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인도여행의 ‘상

상’은 예비 여행자들이 여행을 동기화하고 기대하며, 계획하는 데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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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다시 말해 여행자들은 여행실천에 앞서 인도재현의 담론공간을 거쳐

특정한 여행상상을 획득하게 된다. 장의 나머지 부분은 인도와 인도여행의

담론적 재현의 계보를 구성하는 데에 할애하였다.

인도여행의 상상공간은 여행실천이라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행위의 근저

에서 작동한다. 여행담론과 여행지식은 여행상상이란 가교를 통해서만 여행

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다. 인도여행의 장은 인도에 관한 시각적·영상적 기호

로서의 이미지는 물론, 인도와 관련된 감각, 재현, 지식, 담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상상’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다. 인도상상의 공간은 인도를

재현하는 매체(여행기, 가이드북, 뉴스 등)에 의해 조직되고 수신자에 의해

해석, 재생산된다. III장에서 그려내는 인도여행의 상상적 지형은 ‘진정한 인

도’에 대한 경합적 재현과 인도를 여행함으로써 획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진정한 자아’에 대한 상상적 기대로 채워져 있다. 매체의 인도재현과 면담자

의 인도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상상공간을 크게 세 층위로 나누고, 각

층위의 지배적인 상상에 대립적인 메타포를 부여하였다. ‘성자와 청소부’는

‘인도인’에 대한 이항적 여행상상에 대해, ‘풍경과 위험’은 여행지 인도가 지

닌 ‘공간성’의 상상에 대해, ‘카오스와 질서’는 ‘사회’로서의 인도를 상상하는

방식에 대한 은유적 명명이다. 또한 여행목적지에 대한 상상은 여행자의 자

아상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인도여행의 재현에서는 ‘자기-실현’의 상상

이라 부를 만한 독특한 형식의 자아상상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IV장은 인도여행의 상상이 직접적인 여행실천을 경유하여 승인, 거부,

성찰되는 과정을 다룬 ‘상상-실천’, 제도화·규범화·의례화된 여행실천의

양상을 분석한 ‘규범-실천’, 그리고 여행경험을 서사적으로 의미화함으로

써 진정성의 획득을 도모하는 여행자들의 ‘자기-실천’의 세 부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 상상의 허구성이 실제 경험의 현실성과 성공적으로 접속하기

란 어려운 일이다. 인도여행의 실천경험은 상상을 빗겨가거나 통째로 전복하

기 십상이다. 인도여행의 상상공간에는 부재했던 의외적 요소들, 예컨대 인

도의 첫인상이 주는 감각적 충격들은 ‘상상의 배신’을 발생시킨다. ‘상상의

배신’은 여행자를 실망하게 하고, 다른 여행자들과 ‘배신’의 경험과 감정,

서사를 공유함으로써 여행경험을 집단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이는 상상의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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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자신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님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과 부합하는 적

당한 여행의 기대치를 조율하며, 깨어진 여행상상을 대신해 여행의 의미를

새롭게 벌충하는 과정이자, ‘상상의 배신’에 대처하는 한편 다른 여행자들과

자신의 ‘거리’를 확인함으로써 자신만의 여행의 의미를 고유화하고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여행의 어려움은 현실과의 조우에서 비롯되는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여

행을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여행경험을 문화적으로 쉽게 수용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요구한다. 여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여행의 제도화이다. 여행이 제도화될수록 상상의 배신이 벌려놓은 상상-실천

의 간극 역시 줄어들 수 있다. 즉 제도화의 결과로 굳어진 여행의 방식과 이

동의 경로, 볼거리와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 여행의 규범과 규칙 등이 위험

에 대한 완충장치로 기능한다. 여행경험의 의외성은 제도화를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 여행의 상품화·제도화는 여행자의 여행경험을 균질적인 의

례로 고형화한다. 여행자들은 선험적으로 부여된 여행경로와 ‘볼거리’를 따라

‘관광객 게토’라는 한정된 공간에 구속된 채 공통된 경험을 반복 재생산한다.

그러나 그들이 외부의 제도적 조건이 요구하고 부과하는 방식 그대로 여행

경험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여행자는 자신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해석함으

로써 명백한 비진정성의 경험을 구별하고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며, 여행지

의 메타세계와 같은 상품화·의례화된 측면을 간파한다. 그러나 “작은 여행자

들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이미 주어진 관광체계를 전

복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여행경험

의 대부분이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대개 주어진 조건을 무던히 수용하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할 뿐이다.

여행실천의 제도화와 의례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담자들의 여행경험 서

술은 인도여행의 진정성 경험이 존재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의 여행서사의

핵심에는 ‘오롯한 나만의 경험’, 즉 유독 독특하고 유별나며 ‘진정한 것’으로

의미화된 ‘사건들’이 존재한다. ‘진정성 사건’이라 부를 수 있을 이러한 경험

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감각적 충격과 감정적 동요에 의해 촉발된

다. 여행자들은 ‘오롯한 나만의 경험’을 통해 여행의 ‘자기-실천’에 단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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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성을 부과한다. ‘진정성 사건’은 여행실천과 여행경험의 의례적 평범성과

무난함이 충분히 인지되고 수용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

장한 경험이다. 이 경험은 외부의 제약과는 무관한 여행자의 내적 체험이다.

‘진정성 사건’은 진실성의 준거가 여행자의 내면에서 구성되어 있기에 외적

타당성을 갖기가 어렵다. 즉 여행자가 느낀 당시의 현장감과 감정적 동요는

전시될 수는 있어도 전달될 수는 없다. 바로 이 점이 여행자로 하여금 자신

의 ‘진정성 사건’을 독특하고 유일한 경험으로 의미화하게 한다.

여행은 의미화는 이중적 구조를 지닌다. 첫 번째 의미화는 ‘진정성 사건’을

매개로 서사화된 여행경험이 ‘진정한 것’으로 거듭나게끔 과정이다. 다시 말

해 ‘진정한 경험’에서 ‘진정한 여행’으로의 이행이 발생한다. 두 번째 의미화

는 ‘진정한 여행’의 서사를 체득한 여행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

는 단계다. ‘여행’은 ‘삶’과 완전히 독립된 생활양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삶 안으로 침투하는 사건이다. 여행과 삶은

이러한 이중적 의미화 과정을 통해 연결된다.

주요어: 인도, 배낭여행, 진정성, 진정성 사건, 여행상상, 여행실천

학번: 2012-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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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저는 인도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 E. M. 포스터, 『인도로 가는 길』중, 아델라의 말.

1.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본 논문은 진정성을 기획하는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로서 인도여행을

다룬다. 연구의 영역은 좁게는 관광/여행사회학에, 넓게는 문화사회학에 속

한다. 국경을 넘어 해외로 향하는 이동이 과거의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모습

에서 일상적이고 영속적인 양상으로 전환1)함으로써, 여행은 광범위한 규모

와 속도로 사회의 결을 재구성하고 사회적 삶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

키고 있다. 존 어리와 같은 학자는 ‘사회로서의 사회성’이 실질적으로 ‘이동

으로서의 사회성’으로 재구성(어리, 2012: 12)되고 있다고 선언하기까지 한다.

자크 아탈리의 예견처럼 세계는 점차 “모든 인생 여행자들을 환영하는 땅”

(아탈리, 2005: 37)에 가까워지는지도 모른다.

한국 역시 관광/여행의 세계적 확산 경향에 순조롭게 편입하였다.2) 방대한

1) 2012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무려 10억 3500만 명이 국경을 넘어 다른 지역을 여행
했다. 1950년의 해외여행자 수는 겨우 2500만 명이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개발한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세계 GDP의 
9%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해외여행객의 관광지출은 유입국의 수출액으로 집
계되는데, 그 규모 역시 1조 3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수출액의 6%로 단일 산
업 비중으로 최대치에 해당한다(UNWTO, 2013). 관광은 또한 최대의 고용산업으로 약 
2억 5000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보유했으며, 세계 인구 중 열에 한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베커, 2013: 26).

2) 2000년 550만 명이던 국민 해외관광객 수는 5년 만에 천만 명을 돌파했고, 2011년에는 
1270만 명까지 치솟았다. 같은 해의 방한 외래객 역시 980만 명에 달했다. 당해에 한
국인들은 17.2조원을 해외관광에 썼고, 13.7조원을 외국인 방문객으로부터 벌어들였다
(한국관광공사, 2005, 2012). 해외여행의 전면자유화가 시작된 지 불과 15년만인 2004
년에 이미 3할의 국민이 해외여행을 경험했다(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서』, 2005; 인태정(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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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인적·물적 이동이 한국 사회에 미친 파장의 크기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관광연구는 본격적인 학문적 관심과 유리되어

“주류 사회학자”들로부터 “정당한 영역”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닝 왕,

2004; 인태정, 2007).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 또 다른 지표들

은 여행과 관광을 호사가의 취미나 연구자의 해찰로 간주함을 자연스레 여

기게 한다. 일반적인 여가이론을 따라 여행을 여가의 일종으로(쇼 · 윌리암

스, 2008), 또 여가를 노동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안정적인 노

동 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 한국의 사회적·정치적 현실은 여행과 여가를 논

함을 사치로 만든다. 굳이 ‘유연화’된 노동 시장과 여전한 대량해고, 만성화

된 취업난 같은 척박한 예를 들 필요도 없다.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한해

2193시간을 노동에 사용한다. OECD 가입국의 평균은 1749시간이고, 노동

시간이 가장 적은 네덜란드는 1377시간이다(OECD Factbook, 2012). 이 수치

는 “장시간 노동이라는 돼지우리”를 강요하는 ‘여가 없는 나라’, 즉 “과로 사

회”로서의 한국 사회를 비춘다(김영선, 2013: 27).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마저

도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생산의 도구”(95)가 되는 상황에서 여행의

의미는 최소화된다. 여행은 현실태가 아닌 잠재태에 머무른다.

실현되지 않는 여행은 물질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소망이자, 꿈이 된다. 더

군다나 관광/여행이 일상생활로부터 후퇴하는 속도는 빠르게 가속되고 있다.

2006년 전체 여가 중 15.6%를 차지하던 ‘관광활동’은 2012년 불과 1.2% 수준

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향후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해외여행’이 31.4%로

영화(41.4%)에 이어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문화관광부, 2012). 관광

/여행에 대한 여가실천과 여가소망의 간극은 여행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적 조건이 망실되고 있음을 뜻함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건조한 삶의 환경

을 극복할 대안으로 여행을 상상하고 여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을 뜻한

다. 여행은 일상생활과의 시공간적 차이를 전제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여행

을 소망한다는 것은 일상과의 차이를 소망하는 것이다.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은 그것의 지속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때 요청된다. 이탈을 기도하는 행

위자들은 삶의 의미상실에 맞서 진정한 의미를 수혈 받을 대안을 모색한다.

요컨대, 여행은 삶의 ‘진정성’을 회복할 탈출구로 의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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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당대의 사회적 변동의 특수한 단면을 인도 배낭여행을 대상으

로 삼아 드러내보이고자 한다. 김홍중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진정성

의 모델이 현실적으로 융성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상실”한 ‘포스트 진정

성 체제(post-authenticity regime)’로 진입한 것으로 진단한 바 있다(김홍중,

2009: 20). 진정성은 세계의 실재/자아의 실재가 내포한 진리의 속성으로, 명

백한 근대의 산물이다(귀논, 2005). 즉 진정성의 작동은 자아/세계, 개인/사

회, 성/속, 시간/공간, 지식/무지와 같은 규범과 인식의 명확한 준거가 되는

경계의 존재를 전제한다. 진정성의 추구가 불가능한 포스트 진정성 체제는

따라서 “분명하고 명확한 경계를 제공하는 질서와 행위논리”가 “하이젠베르

크식의 불확실성 관계”에 자리를 내준 급진화된 근대, 통칭 ‘후기근대’의 체

제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정교히 하자면 포스트 진정성 체제는 후기근대사회

에서 지목되는 제(諸)변동 중 ‘마음’의 변화라는 문제에 특화된 시대진단이

다. 후기근대는 “초기 근대성이 자명한 것으로 여기던 수많은 가치, 이념, 제

도, 이상들의 붕괴와 파산의 위기적 상황”이며 “질서와 체제의 문제를 정치

적 의사일정에 붙들어 매어놓던 힘”들이 액체처럼 녹아버린 시대이다. 후기

근대를 살아가는 자아는 명료한 단위가 아니라 “모순된 담론들로 파편화”되

었으며, “자기 내면의 영속적 가치”의 결핍을 체험하는 “휘어진 목재”이다.

후기근대는 ‘존재론적 안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끊임없이 “나는 불안하

다!”고 외치는 주체를 만들어 낸다(기든스·벡·래쉬, 1998; 김홍중, 2013; 바우

만, 2005:14; 벡, 1997:98, 2013: 99; 세넷, 2002, 2009).

불안한 개인들은 진정한 무언가를 갈구하지만, 자명하고 참된 ‘의미’를 획

득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표면적으로 진정성의 기치가 유난히 만개해 있더

라도 후기근대 사회에서 그것의 추구는 이미 절명한 기획이 된다. 한국사회

는 지난 시대에 압축적으로 전개한 근대화의 결과가 전방위적으로 재귀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동시에 이른바 ‘97년 체제’ 혹은 포스트 진정성 체제

의 통치 기획은 기존의 생활양식을 재구조화하고 진정성의 의미론에 균열을

가했다. 이 체제는 생존주의라는 ‘마음의 레짐’을 깊이 체화한 ‘스놉’(snob)들

을 “규범적 우세종(normative dominant)”(김홍중, 2009:30)으로 옹위한다. 이

에 따라 예컨대 일터의 후기근대적 주체는 경영담론에 자신을 동일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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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리듬을 변형시키고,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주

체로 거듭나는 데 힘을 쏟으라는 요구에 직면한다(김영선, 2011; 서동진,

2009). 스놉이 되라는 정언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노동의 시공간뿐만 아니

라 일상생활의 매순간을 보다 더 스놉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스놉의 외

부에서 ‘진정한 것’을 찾으려는 시도를 기각하는 것이야말로 후기근대적 주

체의 전형으로서 스놉의 진정성이다.

노동과 생활의 장에서 이외의 대안을 발견하지 못한 개인에게 여행은 체

제의 요구로부터 일말의 탈출 기회를 엿볼 몇 안 되는 선택지의 하나로 제

시된다. 노골적인 비진정성이 만연한 일상에 견주어, 여행의 담론공간은 여

전히 진정성을 기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포스트 진정성 체제의 여행

은 이미 그 자체로 역설을 내포한다. 진정성 획득의 기대를 품은 이질적 세

계로의 공간적 이동(여행)은 애초에 이(異)세계가 담론적 조형을 거친 세계

라는 점에서 좌절된다.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발달은 직접적이면서 오롯이 자

신만이 느끼는 대상에 대한 감각을 불가능하게 한다. 많은 경우 관광에 대한

경험은 관광담론의 간접적 경험에 불과하다. 더욱이 근대적 관광공간은 상업

화된 공간이며, 그곳이 내비치는 진정성은 무대화된 것이다(MacCannell,

1973). 무엇보다, 어떤 여행도 귀환이라는 필연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 아무리 여행을 통해 진정성을 획득했다(고 오해한다) 하더라도, 여행의

끝은 척박한 일상으로의 회귀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여행은 기대되고, 계획되며, 시행된다. 여행의 역설적 귀결에 아

랑곳하지 않고 해외여행자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구조적 제약에도 불구

하고 여행을 떠나는 이들은 누구이며, 왜 여행을 선택하는가. 이들에게 진정

성이란 어떤 의미인가. 여행자들은 한편으론 진정성의 수확이 불가능한 관광

공간에서 상품화되고 대중화된 관광경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

고 여행의 진정성을 추구하고 또 획득했다고 자부하고 만족할 수도 있다. 그

렇지 않으면 더욱 비진정한 사회적 조건을 강요하는 일상으로부터 탈출하여

영혼을 정화할 일말의 가능성에 매달리는 순례자(Graburn, 1983)를 자임할

수도 있다. 후기근대적 여행주체들은 진정성이 아직 유효했던 시대와 그 효

용이 탈각된 시대의 구조적 요구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 이들은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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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사회적 행위에 스스로를 정향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삶의 전략과

의미화를 시도하고, 균열의 틈새에서 삶을 영위하려 한다.

본 연구는 이들이 시도하는 삶의 전략과 의미화를 규명하고자 인도여행을

새로운 삶을 위한 전형적인 대안으로 간주하고 탐색하려 한다. 인도 배낭여

행은 사회적 변동의 한 가운데에 있던 1990년대 후반 빠르게 대중화되기 시

작하며 유럽에 이은 제2의 배낭여행 목적지로 대두되었다. 배낭여행지로서

‘인도의 발견’은 단순히 시대적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또한 인도여행은 주류

여가이론의 주장처럼 휴가를 통한 ‘노동력의 재생산’이나 보다 원숙한 구성

원이 되어 사회로 재진입함을 전제하는 ‘통과의례’, 혹은 여행경험을 하나의

스펙으로 삼는 ‘자기계발’의 방편 같은 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렇다면 대

규모의 전지구적 이동으로 특징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급격한 사회적 변

동을 겪는 와중의 한국사회에서 인도여행의 유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열

악한 관광인프라와 여행의 난이도로 악명 높은 인도를 굳이 여행하는 이들

은 누구이며, 이들은 왜 인도를 여행하는가? 또한 이들은 인도에 대해 어떤

상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상상은 어떻게 여행자로 하여금 인도여행을 동

기화하고 기대하게 하는가? 실제 여행과정에서의 여행실천과 경험은 어떤

양상과 형식을 갖는가? 무엇보다도, 인도의 여행경험은 여행자들의 삶 속에

서 어떻게 의미화되고, ‘의미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글은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함으로써 인도여행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자 한다. 포스트-진정성 체제의 한국 사회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인도

여행을 꿈꾸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근저에는 상실한 진정성에 대한 욕망이

자리한다. 인도여행은 포스트 진정성 체제의 구조적 요구에 대응하는 행위자

들의 성찰적 반응이자, 나름의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자신의 삶을 재설

정하고 의미화하려는 진정성의 기획이다.

2. 선행연구 검토

국내 학계, 특히 사회학 분과에 해당 분야의 축적된 연구 성과가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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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학계의 연구지평 내에서 본 연구가 귀속될 위치를 정확히 규정하기에

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소 난삽하더라도 여러 연구의 흐름을 종합

적으로 개괄함으로써 연구의 위치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

1) 오리엔탈리즘과 여행상상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인도여행의 상상공간과 실천양태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다. 다른 모든 여행과 마찬가지로, 인도로의 여행은

여러 매체를 경유한 목적지의 담론적 재현이 집합적으로 상상되고, 이 상상

이 여행자의 경험과 성찰에 의해 수용 혹은 거부됨으로써 틀지어지는 공간

이다. 가이드북, 여행기, 여행소설, 여행마케팅 등은 인도의 여행상상 공간을

구획하는 매체들로 주목받아 왔다.

Bhattacharya(1997)와 Kraft(2007)는 각자 10년의 시차를 두고 (시리즈의

표지 색을 따서) ‘푸른 성경’ 혹은 ‘생존 장비’(survival kit)라 불리는 세계적

가이드북 the Lonely P lanet 인도판(이하 LP )을 분석한 바 있다. ‘대리 관광

가이드’로 기능하는 가이드북은 관광객과 목적지, 원주민과 방문객 사이를

중재하고, 인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틀을 제공한다(Bhattacharya:

372-373). 즉 가이드북은 단순히 여행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에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대한 문화적·정치적 선이해를 포함하는 타자

에 대한 담론을 구성한다. Bhattacharya는 LP가 “과거의 영광”과 “이국적

현재”를 부각하고 인도의 일상적 삶이나 규범화된 문화적 패턴, 당대의 사회

문화적 발전 등에 대한 서술을 배제함으로써 “서구적 담론의 기호로서의 인

도”를 제시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Kraft는 Bhattacharya의 비판을 수용하면

서, LP의 문화 및 종교 섹션이 서구 여행자들의 ‘영성 추구’ 목적에 부합하

게끔 서술되어 있다고 본다. LP의 인도재현 방식은 극명한 대조에 기초하고

있다. 인도는 숭고하면서 동시에 불결하고, 평평하고 특색 없는 대지와 높고

웅장한 히말라야로 구분된다. 종교적 텍스트와 화려한 상징은 당혹스러우리

만큼 복잡하나 저변의 ‘영성적’ 메시지는 매우 단순한 형태로 ‘자아의 실현’

에 목마른 서구 여행자들에게 가닿는다(Kraft: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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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도여행의 연구는 소위 ‘오리엔탈리즘 비판’과 강력한 친화성을

갖는다. Ahmad(2011)는 근대 초 유럽작가들의 인도 카쉬미르(Kashmir) 여

행기 분석을 통해, 여행기가 그려내는 카쉬미르의 풍경과 여행자의 입을 통

해 설명된 카쉬미르의 역사, 문화가 카쉬미르에 대한 ‘오리엔탈리스트 상상’

을 작동시킨다고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이옥순(2002)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론과 호미 바바 등의 탈

식민주의 이론을 빌어 한국의 인도여행 재현 전반을 ‘박제 오리엔탈리즘’과

‘복제 오리엔탈리즘’이라 공격한 바 있다. 영화, TV, 사진, 그림, 광고, 문학,

학술서, 저널리스트의 글 등 “재현을 통해 대중화된 인도 이미지는 인도의

일부와 전부를 배제하거나 전복하고 구성된 ‘신화’일 뿐, 실재하는 인도를 반

영하지 않는다.”(이옥순: 32)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며 역으로 한국의 인도담론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으므로, III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이옥순의 비판적 입장을 거의 그대로 연장한 박주현

(2008) 역시 2000년대 출간된 인도 여행기들이 “인도를 과거와 야만의 이미

지로 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박주현: 166). 한국의 인도여행자들은 “제국주

의적 식민 통치자의 태도”를 답습함으로써 미발전되고 낙후된 인도의 모습

으로부터 “일말의 자부심”을 획득하거나 망각된 과거의 ‘우리’를 발견하고

향수에 젖는다. 이는 “자신의 타자성을 망각하고 서구 입장에 서서 제3세계

국가들을 평가”하는 자기망각적인 상상적 시선을 드러낸다(174).

위처럼 인도재현과 인도상상에 대한 연구는 인도여행담론의 오리엔탈리즘

적 혹은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적 성격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다. 인도

담론이 오리엔탈리즘적이라는 비판은 그 자체로 상당 부분 옳다. 그러나 분

석이 담론형성에 기여하는 매체(가이드북, 여행기 등)에만 국한될 경우, 담론

적 효과–상상의 현실조형력–를 지나치게 단선적으로 해석하는 한계에 다

다르게 된다. 다시 말해 모든 인도여행의 재현과 상상을 자동적으로 오리엔

탈리즘과 등치시키는 결과를 낳고, 실제 여행자의 담론 수용과 성찰, 전유,

수행이 창출하는 영역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따라서 인도여행 담론의 오리엔

탈리즘적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행실천과 의미화의 과정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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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낭여행자의 정체성과 서사

Cohen은 60년대 부유한 자국을 떠나 제3세계 국가에 장기간 체류하며 여

러 행선지를 전전하는 서구 여행자들을 떠돌이(drifter)라 부른 바 있다

(Cohen, 1973). 이 용어는 근대적 대중관광객(mass tourist)와 대비되는 성격

을 지닌 일군의 여행자 집단에 대한 고전적 정의라 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

이후, 배낭여행자(backpacker)는 모험가, 순례자, 떠돌이와 같은 여행자 이미

지를 대체할 개념으로서 등장하였다(O’Reillly, 2006:1000). 배낭여행자는 일

반적으로 “저예산 장기 세계여행자”(Riley, 1988:313), 혹은 “순환적인 휴가

패턴을 벗어나 유동적인 일정으로 여러 목적지를 여행하는 자기-조직적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광객”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배낭여행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배낭여행자는 동질성보다 이질성에 기초하는 집

단이라는 것이 관광학 연구자들의 중론이다(Sørensen, 2003:851).

관광산업의 전지구적인 발전과 지역 관광경제의 유연한 대응은 배낭여행

에 특화된 관광상품과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배낭여행을 상업화·제도화

의 영역으로 빠르게 포섭해 왔다. 제도화된 배낭여행은 엄밀히 말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off-the-beaten-track) 곳으로의 모험이 아니며, 되려 대중

관광의 주류적 흐름으로 편입되어 대중관광과의 경계가 흐려진 형태의 여행

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때문에 배낭여행은 여타의 여행형태와 ‘유형(type)’적

으로 구분되는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라 여행기간의 길이나 숙소, 식당 등의

소비형태, 일정의 유동성 등으로 상대적으로 식별되는 여행 ‘형식(form)’의

일부이다(Urely · Yonay · Simchai, 2002:533). Sørensen(2003:852) 역시 배

낭여행을 단일한 정의가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행의 ‘형식’은 외부적 제도화의 조건에 의해 규정되는 만큼 여행자의 자기

규정 속에서, 그리고 동료 여행자와의 인정(peer recognition)과 상호작용 과

정에서 형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y)로서의 배낭여행자 연구의 중요한 축을 담당

하는 주제가 여행자의 서사와 정체성 변화이다. 배낭여행자 연구는 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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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의 여행경험과 독특한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컨대

Noy(2004)는 이스라엘 여행자들의 ‘자기변화’ 서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정성’이 여행자의 정체성 서사에서 여행경험의 실제성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맥캔넬이 개념화한 ‘세속적 순례(secular pilgrimage)’ 모델은 여행자의 정

의와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1970-80년대 관광학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패러다

임이었다(Cohen, 2003: 50). 맥캔넬(1973)은 근대사회의 실존적 불안과 비진

정성의 강요로 인해 진정한 경험에 대한 추구가 사회 어디에나 만연해 있으

며, 관광객/여행자는 근대적 삶이 상실한 진정성을 회복하려는 근대인의 전

형이자 유사 순례자로 파악했다. 이후 많은 비판(Cf. 왕, 2004)에도 불구하고

맥캔넬의 순례자 모델은 여행 행위를 ‘진정성의 과업(quest for authenticity)’

으로 전제하는 후속 연구들의 전범이 되었다. ‘세속적 순례자’로서 여행자는

여행대상과 자아의 진정성 획득을 진지하게 추구하며, 여행과정에서 맞닥뜨

리는 여러 난관들(예컨대 여행실천의 제도화가 양산하는 의례적 경험들)을

극복하려는 이들이다. 이는 인도여행자들이 ‘진정성 사건’을 중심으로 여행경

험을 서사화하고 ‘진정한 인도여행’을 의미화한다는 본고의 논점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맥캔넬의 순례자 모델만으로는 인도여행자의 다면성을 설명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크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행자들은 ‘관광객 게토’와

같은 여행지의 ‘메타세계’가 제공하는 무난하고 평범한 여행경험을 적극적으

로 초월하기보다는 이에 순응하고 만족하기도 한다. 또한 ‘관광객 맞춤환경

(tourist setting)’ 혹은 관광산업에 포섭된 ‘떠돌이 관광(drifter tourism)’의

정형화된 여행실천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도 한다. 맥캔넬적 의미의 진정성

추구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이른바 포스트모던 관광객, 혹은

‘포스트-관광객’3)으로 불린다(Ritzer · Liska, 1997). 후에 소개할 예화에서

3) 포스트-관광객은 무대화된 관광지의 명백한 비진정성과 기만을 간파하고 비웃는다. 크
리스 로젝은 이들의 세 가지 특성을 논의한 바 있다. ① 관광경험의 상업화를 인지하고 
그 자체를 즐긴다. ② 관광경험을 자아실현의 과업을 위한 자원으로 보지 않는다. 경험
은 경험 그 자체로 좋을 뿐 교훈을 주거나 무언가 가르치지 않는다. ③ 여행자가 여행
을 통한 자신의 의미추구를 방해하는 관광객을 장애물로 여긴다면, 포스트-관광객은 다
른 관광객/여행자를 또 하나의 구경거리이자 관광대상으로 여긴다(Rojek,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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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듯이, 수많은 여행자들이 힌두교의 성지 리시케쉬를 찾아 요가와 명

상에 참여한다. 그러나 요가와 명상에 ‘진정으로’ 시간과 노력을 쏟는 여행자

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마저도 관광객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을 따

른다. 상업적이고 제도화된 아쉬람들에 대한 무수한 비난을 충분히 인지했다

하더라도, 여행자들은 꾸준히 리시케쉬를 찾는다.

3) 한국의 여행기/여행문학 연구

후술(II장 3절)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인도여행의 ‘유행’은 재현의 범람으

로 특징지어진다. 그 중에서도 여행의 견문과 감상의 기록인 여행기 혹은 여

행경험을 근간으로 한 여행문학은 재현의 중심을 이룬다. 해외여행기는 익숙

한 세계가 아닌 “이질적인 공간으로서 세계를 표상”(김양선, 2010: 209)한다.

경험을 토대로 한 서술이라는 여행기의 장르적 특성은 독자들에게 특정 대

상의 이미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집합적 상상’을 확인하고 만족시

켜주는 역할을 한다(박주현, 2008). 한편 여행기는 ‘외부를 재현’하는 글쓰기

임과 동시에 ‘내부를 표출’하는 글쓰기이기도 하다. 여행대상에 대한 글쓰기

는 경험과 재현 사이의 간극을 창출하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 간극을 이해하

고 번역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따라서 번역된 대상은 “실제 체험이 아닌 문화

적 ‘대형상화(coinfiguration)’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타자-자기’”(차혜영,

2010:50-51)이다. 따라서 여행기는 ‘타자-자기’를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대상

지역에 대한 표상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구성해가는, 일종의 이중기획의 산

물”이다(김미영, 2013). 때문에 특정 시대의 여행기를 분석한다는 것은 당대

의 타자-지식과 자기-이해의 한 국면을 분석하는 것이며, 사회학, 특히 문학

사회학과 지식사회학적 관점을 호출하는 작업이 된다.

그러나 사회학·관광학은 여행경험의 텍스트적 재현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

이지 않아왔으며, 호출의 응답은 국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국문학은

근대문학의 한 장르로서, 특히 개항 이후와 식민지 시대의 여행기/기행문학

177-178). 이들은 여행을 하나의 ‘게임’으로 여기고 ‘쾌락적 즐거움(hedonistic 
enjoyment)’과 ‘재미(fun)’, 외관상의 흥밋거리에 관심을 쏟는다(Cohen, 20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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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어왔다. 이 시기 기행문 연구는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기행가사 연구

의 연장이자, 이사벨라 비숍으로 대표되는 서구인들의 근대 초기 조선기행문

연구(홍순애, 2010)와 대구를 이루며, 근대 문학의 “문화론적 연구의 일환”

(차혜영, 2010:50)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여행은 한국 근대문학의 가장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대중적 관광체계의 근간이 되는 근대적 교통수

단(철도·자동차·선박)의 틀이 확산되고 일제의 강압적인 무단통치가 다소 유

화되어 이동이 용이해진 1920년대는 이른바 ‘여행의 시대’로서 수많은 기행

문과 기행문학이 쏟아져 나온 시기였다. 국문학계는 당대 지식인과 신여성,

그리고 유학생의 여행기를 분석하며 이들이 재현한 타자 형성과 수용, 자기

인식, 여정을 통한 정체성의 형성 등에 초점을 맞췄다(김효주, 2011, 2013;

서영인, 2007; 차혜영, 2004a, 2004b, 2010; 허경진·강혜종, 2011; 황민호,

2009).

대표적으로 차혜영(2004a)은 1920년대 해외 기행문이 드러내는 식민지 근

대의 타자경험과 자기구성에 주목하면서, “당대 조선사회가 처한 세계체제로

의 편입 과정에서의 타자 경험과 그 속에서의 주체형성의 징후”(426)를 파악

한 바 있다. 식민지 지식인의 여행경험 서술의 분석은 ‘식민지 근대’를 - 일

본과 조선 양국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 ‘식민지-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재

편과정과 그것의 강박적 이데올로기화-내면화라는 관점에서 조명해야 함을

보였다(409).

이 시기 이후의 여행기 연구 역시 근래에 들어 국문학계를 중심으로 수행

되었으나, 그 수와 관점의 범위에 있어 현저한 감소를 보인다. 김양선(2010)

은 ‘심상지리’라는 개념으로 1950년대 세계여행기와 소설을 분석, ‘로컬’로서

의 자국(한국)에 대한 인식과 변방인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양상을 서

술하였다. 또한 김미영(2013)은 1960-70년대에 간행된 대중적 기행산문의 분

석을 통해 ‘우리’와 대별되는 ‘밖’을 상상하고 세계를 위계적(서양-동양, 선진

국-후진국)으로 대상화시켜 재현하는 시선에서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는 발

전국가의 대중이 지닌 ‘내적 욕구’를 읽어낸다. 이미림(2009)은 한편 1990년

대 여행소설로부터 “근대성의 구조적 비진정성에 대한 반응으로서 진정성을

추구”(202)하는 여행서사가 “노마드인 여행자의 탈주와 생성”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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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근대적 사유”(218)에 접속하는 양상을 지적한 바 있다. 이밖에 전문적인

여행작가 개인에 주목하여 김찬삼(우정덕, 2010), 한비야(Epstein, 2011), 류시

화(이희춘, 2008) 등의 작품세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4) 서구와 일본의 인도여행

서구 관광학계는 20세기 중반부터 “여행자란 누구인가”란 질문에 답하고

자 여행자 분류와 정의의 문제에 천착해왔다. 여행자(traveler)는 일차적으로

관광객(tourist)과 구분된다. 관광객이 ‘문화적 신기루’와 ‘유사사건

(pseudo-event)’에 지나지 않는 상업화된 대중관광(mass tourism)의 관광경

험에 만족하는 맹목적 집단이라는 비난에 직면한 반면(부어스틴, 2004:

147-157), 여행자는 보다 ‘진정한’ 경험을 좇아 분투하며 스스로를 관광객과

구별 짓는 이들(They-are-the-tourists-I-am-not)로 여겨졌다(MacCannell,

1973: 602). 관광객이 서구 복지국가 모델이 지닌 여가와 재생산의 가치가

투입된 집단이라면, 여행자는 국가-사회를 배제하고 자아 스스로 자연과 문

화를 직접 대면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수용되었다(Rojek, 1993: 174).

코헨은 ‘떠돌이(drifter)’라는 용어를 제시함으로서 “관광영역을 회피하고 여

행지 사회에 동화되려는” 여행자의 특성을 개념화하고자 했다(Sørensen,

2003: 848).4) 그에 따르면 ‘떠돌이’는 90년대 들어 정식화된 용어인 ‘배낭여행

자(backpacker)’의 모델이 되었다.

‘떠돌이’ 개념이 지목하는 이들은 구원을 찾아 “세계를 떠도는 소외된 개

인”이었다(Cohen, 2003: 44). ‘히피의 길(hippie overland trail)’(Cohen, 2010:

13)5)을 따라 인도를 찾았던 ‘히피(hippie)’ 여행자들은 ‘구원’을 향한 세계적

4) 물론 관광객과 여행자는 순수하게 구분 가능한 범주가 아니다. 예컨대 코헨 스스로 
1970년대에 이미 ‘대안적인’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한 상업화·제도화(vermassung)된 
‘떠돌이 투어리즘’(drifter tourism)이 등장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Cohen, 1973). 그러
나 ‘여행자’ 집단은 ‘정형화된 관광객’(tourist stereotype)과는 분리되는 특성을 분명히 
지니며, 내적으로도 ‘이질성’을 지닌다(Sørensen, 2003: 848). 때문에 관광학계에서는 
‘여행자’에 대한 보다 정교한 하위범주를 구성하려는 시도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Cf. Cohen, 2010).  

5) ‘히피의 길(hippie overland trail)’이란 유럽에서 출발해 터키,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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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의 지류에 해당한다. 스튜어트 홀(Hall, 1968/2007: 151)은 이 길을 따라

인도/네팔로 향한 “미국인, 영국인, 스웨덴인, 독일인 히피들”이 60년대 말에

만 거의 만 명에 달한 것으로 본다. 인도는 “보다 의미 있거나 진정한 문화

적 존재”를 구하려는 히피들의 “세속적 유토피아(earthly utopia)”로 유명해

졌다(Cohen, 2010: 13; Korpela, 2010: 1300). 같은 시기 인도를 여행했던 후

지와라 신야는 “히피란 이름은 이미 하나의 단어로서 북쪽으로는 카슈미르,

남쪽으로는 케랄라 주에까지 정착하고 있었다”(신야, 1993: 97)고 보고한다.

이들은 마날리, 바라나시, 고아 등 인도 곳곳에 장기간 체류(혹은 정착)하며

만든 히피 공동체(Jafari, 2000: 277)의 흔적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래된 히

피들(old hippies)과 새로 수혈된 배낭여행자들의 성지가 되었다. 특히 1970

년대 이래 “고아광(狂, Goa freaks)”들은 고아의 해변을 국제 마약 유통의

창구로 만들었으며, 지역 주민들과 격리된 그들만의 영토(enclave)에서 여전

히 밤새 떠들썩한 레이브 파티를 즐기는 것으로 악명 높다(Saldanha, 45).

여행하는 히피들의 등장은 당대의 “학생운동과 베트남 전쟁 등의 주요한

사회적, 정치적 대변동”과 연관되어 있다. 학생운동의 실패와 베트남 전쟁이

준 좌절로 인해 많은 서구 청년들은 본국에서 “사회적 구원”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고 다른 곳에서 “개인적 구원”을 찾고자 했다(Cohen, 2003: 55). 인도

로의 여정은 중산층의 사회적 관습과 가치를 거부하고(Jafari, ibid.) “관조와

신비적 경험으로 대표되는 히피적 삶의 절충적 오리엔탈리즘”을 좇아 실제

로(literally) ‘동양’과 ‘동일시’하려는 일군의 히피들의 시도였다(Hall, ibid.).

인도는 서구 청년들에게 “잃어버린 ‘대양적 감각’(oceanic feeling)”을 회복하

고 “문자 그대로 ‘어머니 인도’”에서 집에 있다는 느낌을 부여하였다

(Saldanha, ibid.).

일본6)의 경우 근대적 형태의 인도여행의 역사는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

키스탄 등을 거쳐 인도/네팔로 이어지는 육상여행 경로를 뜻한다. 1960-70년대 ‘히피’ 
여행자들이 인도/네팔에 가기 위해 즐겨 찾아 이후 저렴한 경비로 장기간의 여행이 이
루어지는 배낭여행 경로로 고유명사화되었다.

6) 인도여행과 관련된 일본어 자료, 특히 학술자료를 입수하기란 쉽지 않다. 관광/여행과 
관련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일본의 유력 학회는 日本観光学会(일본관광학회) 総合観光学
会(총합관광학회) 日本国際観光学会(일본국제관광학회)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수록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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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간다(서구의 인도여행사 역시 제국주의 시대로까지 소급될 수 있으나, 그

역사와 양이 워낙 방대하기에 앞에서는 ‘히피’의 경우에 제한하여 설명하였

다). 물경 1913년에 노마 다카오(野間 譽雄)가 『掲載誌 地學雜誌』에 「영

국령인도여행담(英領印度旅行談)」을 기고한 바 있다. 이후에도 다케바야시

아이사쿠(竹林愛作)의 『인도여행그림일기(印度旅行絵日記)』(1922)와 아마누

마 슌이치(天沼俊一)의 『인도여행기(印度旅行記)』(1931) 등 인도여행담이

꾸준히 출간된 것으로 보아 일본의 인도여행의 연원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다케바야시 아이사쿠의 그림 여행기는 이국적이고 화려한 장식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전통의상을 입은 소수의 인도인들이 평온한 한때를 보내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 대부분으로, 당시 일본에 있어 인도는 이미 오리엔탈리즘적

감각으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쟁과 패전을 거치며 일본인의 국외 이동은 상당 기간 경색되었다. 이후

일본인의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허용된 것은 도쿄 올림픽이 개최된 1964년의

일이다. 일본의 대표적 여행 작가 후지와라 신야는 여행자유화 직후인 60년

대 말 스물셋의 나이로 처음 인도를 여행했다. 인도여행을 다룬 그의 저작

『인도방랑』(1984(1993))과 『황천의 개』(2006(2009))는 국내에 번역되어

주목을 끌었다. 후지와라 신야는 대중화된 형태의 인도여행을 최초로 경험한

일본인 여행자 1세대에 속한다. 여행 당시의 기록인 『인도방랑』과 일종의

후일담인 『황천의 개』가 갖는 시차는 본격적인 연구서를 입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1960-70년대 일본의 인도여행이 지닌 성격을 탐구할 중요한 단서

들을 제공한다.

신야의 증언에 따르면, 70년대 초중반 일본에서 “인도에 간다는 것이 대단

한 유행처럼 대중성을 얻”는다. 당시 인도여행에 부착된 기표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명령과 “편안함”, “신비”라는 수식어였다(1993: 30). 신야를 비롯

한 여행자들은 인도가 지닌 “뜨거움이라는 생명의 근원”(326)에 이끌렸다.

인도의 “모든 기후 조건과 생활 조건들”은 “너무나 리얼하게 현실의 숙명을

드러내”었다. 반면 일본은 “리얼리티”(2009: 225)가 희박한 땅이자 ‘생명의

문의 제목을 포함한 어떤 정보도 웹상에 제공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마찬
가지로 인도여행을 다룬 저서들은 학술서나 논문이 아닌 일반인 대상의 대중서가 대부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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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조차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한참 관리”되는 곳으로 여겨졌다. 당시

일본은 고도성장을 통해 “근대화와 경제적 풍요를 획득해 가는 과정”이었으

나, 신야는 이를 “사회”가 “관리화”되는 과정이기도 했다고 본다(1993: 326).

더군다나 1969년 학생운동의 실패는 수많은 일본청년들을 “인도, 티베트,

중근동처럼 종교적 색채가 짙은 제3세계”로 향하게 했다(2009: 291).7) 이들

의 대량유입은 1970년대 인도여행의 “두 번째 물결”을 이루었다. 이들은 “신

비지향형”, “현실도피형 여행”이라는 “정형화된 스타일”을 갖추고 있었다. 이

들은 인도를 일본사회가 망각한 “비합리성”과 “신비”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이상향”으로 간주하고 고아의 해변이나 히말라야의 기슭, 명상센터나 아쉬

람으로 몰려들었다. 신야는 이들의 인도행에 대해 “지구상에서 판타지와 가

장 멀리 떨어진, 오로지 ‘현실’만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인도에 각자의 현실에

서 도망친 청년들이 모이고 있다는 이 같은 불가사의”라고 평한다(243-244).

인도의 종교성과 신비로운 측면에 몰두하는 70년대 “청년들의 망상에 가까

운 인도관”은 “자신의 삶에서 리얼리티를 회복”하고 “제정신으로 회복되기

위해” 인도를 찾은 60년대의 여행의 “변질”된 형태로서, 신야는 이 변질의

흐름이 1990년대까지 이어져왔다고 본다(225-226).

1981년에는 이미 3만 명에 가까운 일본인들이 인도를 찾았다. 인도행 아웃

바운드가 90년대 중반까지 5만 명 선에서 머무르는 점을 감안할 때, 70-80년

대에 이미 일본의 인도여행 대중화는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India

Tourism Statistics, 2011; <그래프2-3> 참고). 일본의 인도여행자 수는 90년

대 후반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상승세가 현재까지 이어지는데, 신

야를 따라 이를 “세 번째 물결”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II장에서 서술했듯

이 증가량에는 관광/여행 목적의 출국자를 능가하는 사업/직업 목적의 출국

자 수가 포함되어 있다.

7) 70년대 일본은 배낭여행 ‘붐’이 일어난 시기였지만, 주된 여행 형태는 여전히 단연 중산
-중년층의 패키지 단체 관광이었다(Moeran, 2004: 112). “1973년 일본 법무성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그해 일본인의 해외여행 출국자 2백28만 8천9백66명 중 약 63%가 단체
여행자”(박시사, 2012: 14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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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일본의 여행 아웃바운드 성장 1964-2012.
출처: www.tourism.jp

경제발전과 엔화의 강세에 힘입어 80-90년대 일본의 해외여행 규모는 급

속히 성장했다(Shinji, 2008: 4). 일본은 79년에 이미 미국과 독일에 이어 국

제관광에 세 번째로 많은 지출을 하는 나라가 되었다(Moeran, 2004). 이 시

기는 또한 “아시아를 다시 보자는 움직임”(신야, 1993: 17)으로 특징된다. 특

히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여행자들의 시선은 아시아로 향했다. 권숙인(2011:

44)은 “1980년대 후반 버블경제기의 명품 구입으로 상징되는 구미 쪽 중심의

해외관광으로부터 1990년대 이후 아시아가 ‘발견’”되었다는 시마무라 마리의

주장을 소개한다. 일반 관광객뿐 아니라 “배낭여행자들 역시 80년대 중후반

이 되면 아시아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시아적 전환’의 배경에는 “일

본경제의 불활 속에 점점 폐색감이 짙어지는 일본사회에서 치유에 대한 희

구가 강해진” 데 있다고 본다. 인도여행의 “세 번째 물결”은 이 같은 맥락에

서 이해될 수 있다.

‘아시아적 전환’과 함께 당대 일본 여행문화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소

토코모리(外こもり)’가 있다. ‘외유형 은둔외톨이’를 뜻하는 ‘소토코모리(外こ

もり)’ 현상은 일본에서 일종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토코모리란

“일본의 주류사회, 혹은 규범화된 삶의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거

부한 젊은이들”(권숙인: 27)로서 “‘일본인’이기를 유보”(46)한 채 장기간 해외

를 떠돌며 은둔하는 여행자들이다. 소토코모리에게 ‘해외’란 아시아, 그 중에

서도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지칭한다(26). 권숙인은 소토코모리의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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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 현상이 단순한 사회적 “침몰”이 아니라 “점점 더 심화되는 전지구화

과정 속에 진행되는 삶의 방식의 선택과 자아 찾기”(47)의 과정으로 해석한

다. ‘자기찾기(自分探し, 지븐사가시)’ 현상은 버블 붕괴 이후 경제적 안정과

조직사회, 교육과 가족에 대한 신화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범사회적 유행으로, 오노 테츠야(大野 哲也)에 따르면 ‘소토코모리’로

상징되는 아시아의 일본인 장기체류자/배낭여행자는 ‘自分探し’를 일본 외부

에서 실천하려는 이들이다(테츠야, 2011). ‘진정한 나’를 찾겠다는 “원망”의

배후에는 “‘일본’이라는 사회시스템을 향한 절망과 적대감, 시대의 폐색에서

이들이 느끼는 위기와 고독감이 자리”한다(권숙인: 37).

3. 이론적 자원

1) 후기근대와 자아정체성

20세기 후반 서구 사회이론의 “후기 근대적 전환”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하버마스의 근대적 계몽기획 양자에 비판적 거리를 취하며 등장하였다. ‘후

기근대성’의 논자들은 당대의 급격한 사회변동의 결과로 ‘근대’와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구성의 원리(김홍중 외, 2013: 155)”가 등장했다는 관찰에 동의

하면서도, 이를 근대와 완전히 절연한 ‘포스트모던’이란 이름으로 규정하는

것은 거부한다. 이들에게 후기근대의 구조적 변동은 근대성에 배태된 “창조

적 자기파괴가능성”의 결과이자, 근대성이 “급진화”된 귀결이다(벡 외, 1998:

22-23).8) 근대 이후의 근대이자 미결된 근대(바우만, 2009: 47)로서 ‘후기근

대’의 논의는 ‘사회학적 시대진단’(쉬만크 · 폴크만, 2011)의 이론적·개념적

8) 김홍중(2013: 156-157)은 후기근대 논의의 핵심 테제를 다음과 같이 간추리고 있다. ① 
후기 근대는 초기 근대성이 ‘단절’되고 등장한 완전히 다른 시대가 아니라, 초기 근대가 
성숙하고 발전하고 심화되어 나타난 초기근대의 재귀적 형태이다. ② 초기근대와 달리 
후기근대는, 초기근대성이 자명한 것으로 여기던 수많은 가치, 이념, 제도, 이상들의 붕
괴와 파산의 위기적 상황에 주목한다. ③ 후기근대론적 사회이론은 포스트모던적 사회
이론과 달리 20세기 후반의 사회상황을 순수하게 긍정적인 새로움으로 보는 대신, 해결
해야 하는 문제들의 집합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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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로서 적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행위자들의 사회적 삶

과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도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준다.

료타르는 『포스트모던의 조건』(1992)에서 근대사회의 대표적인 발명품인

“민족국가, 정당, 전문직업, 제도, 역사적 전통”이 과거의 호소력을 상실함으

로써 개인들이 “영웅의 이름”들과 “동일시”를 통해 정체성을 구성할 만한 서

사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일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이제 “각 개인의 근면”에 달린 일이 된다. 동일시의 환상에서 자유로워진 개

인은 자신에게 관심을 쏟는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아라는 게 대단찮은

것”이라는 데 있다(료타르, 62-63).9)

후기근대론자들 역시 근대적 삶의 제도적 장치들의 효력이 소멸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존재론적 안전감(ontological security)’을 지

탱하던 행동규범과 서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세넷은

후기근대사회의 ‘신자본주의(new capitalism)’가 주창하는 ‘유연성’의 선언이

공적인 삶을 식민화(바우만, 2009:　60)하고 새로운 노동 윤리에 입각한 “이

상화된 자아”(세넷. 2009: 56)를 창출한다고 지적한다. “이상화된 자아”는 인

간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인간성(character)

의 “장기적 측면”과 “경험의 깊이”를 경시함으로써 개인을 끊임없는 정서적

결핍 상태에 빠뜨린다(세넷. 2002: 10, 2009, 207). “그 결과 우리 시대는 개

인화되고 사적으로 변한 근대, 유형을 짜야하는 부담과 실패의 책임이 일차

적으로 개인의 어깨 위로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바우만, 2009: 16).”

세넷의 “공적 인간의 몰락” 테제는 리스만의 “타자지향적 인간성

(other-directed character)”, 래쉬의 “나르시시즘의 문화(the culture of

narcissism)”, 리프의 “치료요법의 승리(the triumph of the therapeutic)” 등

의 ‘신보수주의 시대진단’과 공명한다. 새로운 근대성에 대한 이들의 “묵시론

적 비관주의(apocalyptic pessimism)”는 개인의 자아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9) 료타르는 거대서사(grand narrative)의 종식이 사회적 유대의 와해와 사회적 집합의 원
자화로 귀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는 “잃어버린 <유기적> 사회에 대한 낙원의 표상
에 사로잡힌” ‘보수주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사회적인 것을 유동적 언어게임망”으로 
환원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를 보호하고자 한다. “언어게임은 이미 사회적 유대 그 자체”
가 된다. 개인은 “유동적인 관계 그물망”에 속한 원자로서 ‘언어게임’의 화용적 관계에 
참여하여 자아정체성과 사회적 유대를 구성한다. (료타르, 1992: 64-67)  



- 19 -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들에게 후기근대적 자아는 “자기도취”와 “자아중심주

의”에 함몰되어 있으면서도 “자아존중감”의 승인을 외부적 인정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내적인 자기 통제를 상실하고,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최

소 자아(minimal self)’이다(Ferrara, 1993: 7-9).

기든스 역시 “심리적 지주와 안전감이 결여된 세계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무의미감”과 “실존적 고립”이 후기근대의 “근본적인 정신적 문제”라고 지적

한다(기든스, 1997: 47-48, 82-83). 그러나 기든스는 이들의 문화적 비판이

개인을 사회구조적 영향력에 대해 “본질적으로 수동적인 존재”로 가정함으

로써 “행위의 미시 환경과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영향력”의 관계를 오도하

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에서는 단선적인 행위자-구조 관

계가 거부되고, 행위자의 실천적 조형력이 강조된다. 현대 사회는 “개인의

행위를 불모화”하고 “소외”시키지만, 동시에 행위자는 “새로운 가능성”을 전

유하고 “행위 속에서 사회세계를 구성하고 재구성”하며, “억압적이라고 생각

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해 특징적으로 반작용”한다(284).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기든스에게 자아의 ‘정체성’은 ‘자기의식’을 경유한

성찰적 인식을 전제한다. 자아정체성은 개인이 소유한 ‘본래적인’ 특성과 무

관하다. 이는 행위자의 성찰적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해석되고 수정되는 과

정에 가깝다(109-110).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행위와 삶을 일련의 시공간적

연속성 속에서 재현하는 ‘서사’의 형성은 개인적 자아정체성의 성찰적 구성

의 핵심을 이룬다.

2) 관광연구의 진정성 이론

(1) 무대화된 진정성

진정성 개념을 다루는 사회학적 관광연구들은 맥캔넬(MacCannell, 1973,

1976)의 기념비적 저작을 논의의 주추로 삼는다. 맥캔넬은 관광객을 ‘근대의

순례자’로 상정한다. 사회적 삶의 천박하고 비진정한 경험은 근대인들로 하

여금 “원시적 타자”의 진정성을 갈망하게끔 한다(1973: 589-590). 진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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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갈구하며 제3세계를 여행하는 관광객은 맥캔넬에게 근대인의 전형이

된다. 그러나 관광객의 진정성 탐색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기획이다. 맥캔

넬은 고프만이 사회적 공간을 전면부와 후면부로 구분한 예를 따라 관광지

의 공간적 구성을 여섯 단계로 나누었다. 관광객은 제도화되고 상업화된 전

면부의 ‘관광객맞춤 환경(tourist setting)’을 간파하고 ‘보다 진정한’ 후면부로

진입하려 하지만, 이 시도는 여러 단계로 구분된 ‘가짜-후면부’의 기만에 의

해 좌절되고 만다(1976: 93).

맥캔넬의 작업은 후대의 연구자들에 의해 다방면으로 비판 및 재검토되었

다. 코헨(1979)은 맥캔넬이 ‘관광객’ 전체를 단일한 집단으로 환원하고 있다

고 본다. ‘진정성 추구’는 일부 관광객에 국한되는 여행목적일 뿐이다.10) 셀

윈(1996: 6-7)은 맥캔넬이 서로 구분되는 진정성의 유형인 감정과 관련된

‘뜨거운 진정성’과 지식연관의 ‘차가운 진정성’을 혼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근대의 비진정성으로부터 탈출하여 진정한 경험을 얻고자 하는 관광객의 진

정성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무대화된 (비)진정성”은 객관적으로 인지되는

타자의 속성으로서 후자에 속한다(Lau. 2010: 481-482). 이에 따라 맥캔넬의

진정성 개념은 여행대상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객관적 진정성’에 한정되어

있다고 비판받는다(왕. 2004: 93).

(2) 진정성 개념의 유형화

맥캔넬 이후 진정성 개념은 관광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자리 잡았지만 여러

논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면서 개념상의 난립을 보였다. 왕

(2004)은 여러 진정성 개념을 정리하면서 크게 ‘관광경험’의 진정성과 ‘관광

대상’의 진정성으로 구분한다. 후자가 관광매력물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 결

정되는 것이라면, 전자는 대상이 부여하는 진정성 경험과 무관한 “관광행위

과정에서 촉발되는 개인적 또는 상호주관적 감정들로 구성”된다(91). 이 구

10) 코헨은 관광객/여행자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① 위락적 유형(recreational), 
② 기분전환 유형(diversionary mode), ③ 경험추구 유형(experiantial), ④ 실험적 유
형(experimental), ⑤ 실존적 유형(existential). 코헨의 분류에 따르면 위락과 기분전환
을 위한 관광객들은 명백히 진정성의 추구에 관심이 없다(1979: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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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관련 진정성 행동관련 진정성

객관적 진정성은 진품의 진정성을 일

컫는다. 따라서 관광에서 진정한 경험은

진품의 진정성에 대한 인식론적 경험과

같은 이미지이다.

실존적 진정성은 관광행동에 의해 야

기되는 존재의 실존적 상태를 일컫는다.

따라서 관광에서 진정한 경험은 관광과정

내에 야기된 존재의 실존적 상태를 성취

하는 것이다. 실존적 진정성은 관광매력

물의 진정성과 별로 관계가 없다.

구성적 진정성은 관광객 또는 관광공

급자들에 의해 그들의 이미지, 기대, 선

호, 믿음 등의 측면에서 관광매력물에 투

사된 진정성을 일컫는다. 동일한 관광매

력물에 대해 여러 종류의 진정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관광에서 진정한 경험과

관광매력물의 진정성은 구성적이다. 이러

한 의미에서 관광매력물의 진정성은 사실

상징적 진정성이다.

<표1-1> 관광경험에서 세 가지 종류의 진정성

분에 의거, 왕은 관광경험에 있어 세 가지 유형의 진정성을 각각 ① 객관적

진정성(Objective/objectivist Authenticity), ② 구성적 진정성(Constructive

Authenticity), ③ 실존적 진정성(Existential Authenticity)으로 구분하고 정

리하였다. 아래 표는 세 유형의 진정성에 대한 왕의 설명이다(2004: 92 참

고).

왕의 유형화는 지나친 단순화를 피하면서 ‘대상’과 ‘행동’관련 진정성을 적

절히 구분하여 개념적 혼선을 피하고 있으며, 진정성 개념을 조작화함으로써

경험연구에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Mkono, 2013:

41). 왕의 의도는 객관적 진정성과 구성적 진정성 개념을 기각하고 실존적

진정성 개념을 정립하기 위함이나, 실존적 진정성 개념의 채택 여부와 무관

하게 개념적 유형화 자체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이론적 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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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차가운 진정성화 뜨거운 진정성화

권위의 근거
과학적 지식의 요구, 전문

지식, 증명
믿음, 전념, 헌신

행위자(Agent) 제도적으로 승인된 인물
단일한 행위자가 아닌 대중의

수행적 행위방식

접근법 공식적 기준과 승인된 절차 행위의 분산과 증대

대중의 역할 낮음, 관찰자 높음, 중첩적인 참여

시간성 일회적이고 정태적 과정 점진적, 역동적, 누적적 과정

기여하는 관광

경험의 유형
객관적 진정성 실존적 진정성

지속성 행위자의 신뢰도에 의존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재)실

행을 요구

관광매력물에

미치는 영향
경색 효과, 화석화 확장적, 변형적

<표1-2> 두 종류의 진정성화(Cohen · Cohen, 2012: 1303)

(3) 진정성의 구성: 진정성화(authentication)

코헨(Erik)과 코헨(Scott)은 왕이 유형화한 세 가지 진정성의 담론이 동일

한 층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객관적 진정성과

실존적 진정성이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여러 유형의 진정성 형식을 의미한다

면, 구성적 진정성은 이 둘의 ‘사회적 구성과정’과 연결된 개념이다. 진정성

경험이 구성되는 ‘진정성화 과정(process of authentication)’이란 매력물의 진

정성이 집합적으로 승인되는 ‘사회적 과정’을 뜻한다(Cohen · Cohen, 2012:

1295-1296). 이들에 따르면 ‘진정성화’는 서로 다른 두 종료의 유형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차가운 진정성화(cool authentication)’가 관광대상의 진정성, 즉

객관적 진정성이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과정이라면, ‘뜨거운 진정성화(hot

authentication)’은 진정한 경험에 대한 주체적 인지과정의 형성과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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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요컨대 ‘진정성화’란 관광지에서의 역할, 상품, 장소, 사건 등이 독자적이고

진실하며 믿을 만하다는 승인을 받는 과정이다.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진정성

화란 여행지의 문화적 재현 양상을 결정하는 주체의 이해관계와 관광산업

및 관광제도의 권력관계가 얽힌 복잡한 과정이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학적

관광연구는 관광객 경험의 진정성의 진위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

험이 진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구성과정(진정성화)에 대한 작업이다.

4.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인도(여행)의 담론적 재현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대상은 인도여행과 ‘인도적인 것’에 대한 대중적

재현이다. 인도여행의 대중화와 유행은 여행재현의 범람으로 특징지을 수 있

다. 요컨대 인도여행의 재현은 인도에 대한 ‘상상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상에

접속한 행위자들이 인도여행을 동기화하고 기대하게끔 하며, 동시에 여행실

천의 범위와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인도여행의 ‘실재’를 구성하기도 한다.

인도를 재현하는 각종 텍스트들(여행문학, 가이드북, 마케팅 전략, 신문기

사 등)은 인도의 여행상상과 여행실천의 담론공간을 조형해 인도와 수신자

들을 매개하는 매체들이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90년대 중반부터 2013년까

지 출간된 여행기·여행소설 등의 여행문학과 가이드북 등을 참조하였다. 여

행문학이 아니더라도 인도와 관련된 에세이·(준)학술서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출판물 역시 포함하였다. 본문에 사용된 문헌자료는 참고문헌에 표기

하였으며, 수집한 자료의 목록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관광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들, 예컨대 인도정부관광청과 한

국의 인도전문 여행사들의 캠페인·홍보 전략과 수사(修辭)가 인도(여행)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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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면담자의 인구적 특성
이
름

성
별

연령 직업 종교 인도여행경험 비고

A 여 20중 학생 - 1회 1개월

B 남 20중 학생 가톨릭 1회 1개월

C 여 20중 학생 - 2회 3개월 반

D 남 20중 학생 - 1회 1개월

E 여 20후 무직 - 1회 2개월 (前)연구직

F 남 20후 학생 - 2회 2개월

G 여 30초 학생 - 1회 1개월

H 여 30중 회사원 (前)기독교 2회 6개월

I 남 30중 회사원 (前)가톨릭 1회 6개월

J 여 30후 회사원 - 2회 3개월

K 남 30후 사진작가 기독교 1회 1개월11) (前)인도가이드

L 여 40초 여행작가 불교 2회 5개월 (前)영어강사

M 남 40초 카페매니저 (前)기독교 2회 2개월 (前)회사원

N 남 40중 여행작가 기독교 4회 수개월 (前)사업가

O 남 50초 여행사대표 - 20여 회 (兼)여행작가

재현하는 양상 역시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2) 인도 여행자

두 번째 연구대상은 실제로 인도를 여행한 경험이 있는 여행자들이다. 여

행자들의 여행 동기와 인도 상상, 실제 여행에서의 실천과 경험, 그리고 여

행을 의미화하는 방식을 묻기 위해 여행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자들

의 표집은 인도여행카페 ‘인도방랑기’와 ‘인도여행을 그리며’의 회원 및 상상

마당의 여행작가과정(강사 여행작가 이지상)에서 인도여행 경험이 있는 수강

생들을 대상으로 일차 선정 후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면담

자의 성별, 연령 등 인구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총 15명의 면담자들의 특성

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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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담론분석

여러 매체들의 인도재현을 분석하기 위해 담론분석의 방법적 규칙을 따른

다. 담론은 사회적 실재를 재현하는 동시에 구조화하는 언어적·이미지적 텍

스트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식이다. 담론에 대한 연구는 담론생산과

이해의 인지과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 기

술하는 작업이다(Van Dijk, 1988: 29). 비판적 담론분석(CDA)의 옹호자들은

담론에 관한 질문은 텍스트 자체의 기호적 의미와 함께 텍스트가 생산된 사

회적 맥락과 그 안에 내재된 권력관계에 관한 질문이라 본다(Chouliaraki ·

Fairclough. 1999: 4-5).

여행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인도여행의 언어적·이미지적 재현에 접촉하

고 이로부터 정보와 인상을 습득한 뒤, 자신의 여행계획을 수립하는 자원으

로 활용한다. 인도여행 담론은 인도에 대한 어떤 사실을 재현하거나 혹은 창

안하며, 또 무엇이 진정한 인도-여행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축한다. 재현된

인도는 실재의 인도와 등치될 수 없으며, 이 사실이 실제의 여행경험이 여행

전에 가졌던 지식/이미지와 이질성을 띠게 한다. 따라서 인도여행의 텍스트·

이미지적 재현의 분석은 면담방법과 제휴함으로써 인도여행의 상상공간과

실천지평의 지형을 그려내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담론분석의 방법적 규

칙은 여행재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내적 의미론과 담론의 생산자

와 소비자가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조건을 함께 고려하게끔 한다.

11) 사례 K는 인도전문 배낭여행사에서 여행인솔자로 일하며 인도를 수차례 여행하였다. 
인솔자가 아닌 개인 배낭여행자로서의 여행경험은 1회 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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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자 면담12)

베버에 따르면, “사회학은 사회적 행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그

진행 과정 및 작용 속에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이다(베버, 2009).

연구대상인 행위자와의 질적 면담은 복잡성의 축소를 최소화하면서 ‘이해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요헨 · 그리트. 2012: 273). 따라서 하

나의 사회적 행위로서의 인도여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인도여행을 경험

한 행위자들과 면담을 실시하고 그들의 여행서사를 분석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의거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면담 시

간은 1시간 30분-3시간가량 소요되었다. 필요한 경우 면담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을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요청하였다. 질문의 구성은 크게 ① 여행의 객

관적인 정보(시기, 방법 등)와 여행 동기, ② 여행 전 인도에 대한 인상과 여

행정보를 습득한 주요 매체, ③ 특별한 여행경험과 실천, ④ 여행 경험의 성

찰과 의미화, ⑤ 여행 전후의 생애사와 자아정체성 등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

어졌다. 질문은 면담자의 응답 방식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되었다. 단 여행

과 직접 연관된 질문과 더불어, 여행자의 자기 인식과 규정, 삶의 태도와

‘꿈’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연계하였다. 여행과 삶에 대한 면담자의 자기서사

는 인도 여행자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석학적 연구의 유용한 방법인 면담에서는 행위자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이 드러난다(루치우스-회네 · 데퍼만,

2011: 22-23). 면담은 “실행적인 정체성 구성”이며, 면담자들은 자기서사의

발화를 통해 ‘서사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정체성’은 개인과 사회적

환경 그리고 개인의 자기 관련적 경험들과 역사적-전기적 단계들을 통합하

는 결과물”(ibid. 23, 73-79)이라 할 수 있다.

12)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승인 받았으며, 연구윤리 심사기
준에 의거하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이루어졌다. (승인번호: IRB No. 
1402/0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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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도 재현의 계보

지정학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상대적으로 중

요한 타자의 자리를 점유해왔다. 식민치하라는 공통경험은 식민지 조선의 지

식인들로 하여금 인도의 정치적 상황과 독립운동 움직임에 주목하게끔 하였

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겠지만, 당시의 인도는 “일제하의 조선이 자기

를 해방하려는 시도로서의 자기기술”(이옥순, 2006:17)적 재현으로 기능하였

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 역시 주요한이 번역하고 『동아일보』(1929.4.2.)에

게재된 시 「동방의 등불」에서 “일즉이 亞細亞의 黃金時代에 빗나든 燈燭

의 하나인 朝鮮”이라 노래한 바 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도는 한국에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했으며, 정전협정에 따라 ‘중립국 송환위원회’의 의장직

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나 독립 이후 인도가 비동맹노선의 수장으로 등거리 중립외교를 표방

함으로써 80년대 말까지 양국관계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오히려 1961

년 네루 전 수상은 남북한의 영구적 분단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남한의

비공식수교요청을 한 차례 거절한 바 있으며(『경향신문』 1961.8.11.), 62년

4월에서야 뉴델리에 대한민국 영사관을, 68년 10월에서야 서울에 인도 영사

관이 개설되며 비로소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한·인도 수교 30주년 기념위원

회, 2003: 456). 73년에는 남북한 양국의 영사급 공관이 대사급으로 승격되며

본격적인 수교관계가 시작되었다(『동아일보』1973.12.10.).

양국관계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구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에 이은 인

도의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으로부터였다. 인도는 1991년 외환위

기의 타개책으로 시장개방과 경제자유화를 추진하며 국외자본과 기업 유치

에 집중하였다. 한국 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인도 시장에 진출,

1991-1997년 인도의 전체 FDI(외국인직접투자) 승인 규모 3위(160만 달러)

를 기록한 바 있다(Krishnan, 1998). 1964년 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90년대

전까지 불과 7건의 쌍무협정이 체결된 반면, 92년 항공협정을 시작으로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10건의 협정 체결 및 양해각서의 교환이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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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13), 민관 차원의 양국간 위원회 역시 수시로 열렸다(한·인도 수교 30주

년 기념위원회, 2003: 456). 같은 시기 양국 수장이 최초로 국빈방문(93년 라

오 총리 한국방문, 96년 김영삼 대통령 인도방문)함으로써 관계의 진전을 꾀

했으며, 이후 2010년 CEPA 발효14) 및 2011년 「한-인도 원자력 협정」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외교적 협력의 범위와 밀도를 더해가고 있다(대외경제정

책연구원, 2011).

인도가 한국 여행자들의 배낭여행 목적지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대 말에 들어서이다. 한국 정부는 1989년 1월 1일 연령 제한과 목적 구분이

폐지된 일반여권을 발급하면서 해외여행 전면자유화를 실시하였다. 전면자유

화를 계기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긴 일정의 여행형

태인 ‘배낭여행’이 유행하였다. 당시 배낭여행의 주 목적지는 구미, 그 중에

서도 단연 유럽 일주였다. 인도는 여행자유화 조치가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

고 여행형태의 하나로서 배낭여행이 대중화된 이후, 여행목적지가 다변화되

는 과정에서 ‘제2의 배낭여행지’로 선택되었다. 후속 절에서 살펴볼 바와 같

이, 관광 인프라의 부재로 배낭여행 이외의 여행방법이 거의 불가능했음에

도, 인도 여행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며 소위 인도배낭여행 ‘붐’을 형성했

다. 한국의 여행자들은 정치적·경제적 교류와는 별도로 양국 간의 인적·문화

적 매개로 기능하였다. 아래에서는 관광통계가 재현하는 여행자의 수와 ‘붐’

의 규모를 살펴본다.

13) 관광·여행 분야의 쌍무협정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 정부간의 관광협력에 관한 
협정”(1993년 9월 10일 서명, 1993년 10월 10일 발효)이 있다. 총 9조의 항목으로 구
성된 협정의 내용은 ‘관광교류 증진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식의 원론적인 수준의 합
의와 동의에 머물러 있지만, 그 상징성은 충분해 보인다. (국문조약 원문은 
http://61.72.226.18/inter_treaty_real.nsf/7ce7e374daaad727c92567510036fd55/8
4B41770FA576D8C4925661F0018AA78?OpenDocument)

14)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
정)는 2009년 한-인도 양국이 체결하고 2010년 1월 발효된 협정으로서, 한국이 BRICs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0년 CEPA 발효 후 양국 간 교역량
은 전년대비 41% 증가(같은 기간 전체 교역량 30% 증가)해 171억 달러 기록하였다. 
인도는 한국의 7위 수출시장 및 14위 수입시장에 해당한다(조충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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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소한 통계

한-인도 간의 관광통계의 실적은 다른 국가들과 견주어 신통치 못하다. 인

바운드(국외관광객 유입) 통계로 볼 때, 인도는 프랑스나 미국 같은 대표적

인 관광대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2011년 인도의 인바운드 관광객 수는 약

640만 명으로, 관광객 유입순위로 세계 서른여덟 번째에 해당한다(India

Tourism Statistics, 2011). 같은 해 프랑스(1위), 미국(2위), 중국(3위)은 각각

8,160만 명, 6,260만 명, 5,760만 명의 국외관광객을 자국으로 끌어들였다

(UNWTO Highlights, 2013). 인도는 인구(약 24배)와 면적(약 33배)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한국(약 1,000만 명; 한국관광통계, 2011)보다도 취약한 관

광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대인도 방문실적 역시 통계상으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2011

년 인도를 방문한 한국인은 108,680명(문화관광부 국민해외관광객 주요 행선

지 통계, 2014)으로 전체 출국자 약 1,300만 명의 1%가 채 되지 않는 숫자에

불과하다. 출국순위에서도 인도는 20위권(2001년과 2011년 모두 21위)에 수

년 간 머무르고 있다. 같은 해 중국(본토)을 방문한 관광객이 약 420만 명(1

위), 일본이 약 166만 명(2위), 홍콩과 태국이 각각 약 100만 명(3, 4위)에 이

른 것을 감안할 때(한국관광통계, 2011), 수치로 드러나는 인도여행 ‘붐’은 보

잘 것 없는 현상으로 보인다. 더구나 상용이나 유학연수 등 관광 이외의 목

적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그 수는 절반 이하(2005년

47.3%)로 줄어든다(한국관광통계, 2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인도간

국가 이미지 연구 역시 응답자의 2.1%만이 인도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며 “상호 간에 아직 여행국가로서 선호하고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조충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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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인도행출국자 1991-2011. 단위:(명). India Tourism Statistics. 2011.

<그림2-2> 전체아웃바운드 1991-2011. 단위:만(명). 한국관광통계. 2011.

그러나 성장세로만 본다면 한국의 인도행 아웃바운드(국민관광객 유출)는

어느 국가 못지않게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90년대 초중반 한국 기업의 대인

도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면서, 같은 시기 인도행 아웃바운드 역시 큰 폭으

로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만 보아, 1991년 3,967명에 불과했던 인도방문객은

20여 년 만인 2011년 108,680명으로 비약했다. 입수가능한 선에서 가장 오래

된 입국자 통계인 1991년으로부터 5년 만인 96년에만 16,173명의 한국인이

인도를 찾았다. 아쉽게도 이 수치는 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시기에 제자리에

머무르고(97년 15,392명, 98년 16,321명), 99년(19,188명)에 이르러서야 반등한

다.15)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방문객 수의 성장률은 무려 연평균 18.2%를

15) 흥미롭게도 1997년은 한국의 대중적 인도재현을 대표하는 굴지의 책 두 권 - 류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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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했다(서대교·신종협, 2012). 물론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아웃바운드 역

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으나, 인도여행의 성장 폭은 이를 웃도는 수준이

었다. 또한 97년의 외환위기, 2002-2003년의 사스 파동, 2008-2009년의 경제

위기로 전체 출국자 수가 크게 감소했을 때도 인도행 아웃바운드 통계는 이

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을 뿐더러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탄력성을 보였다.

<표2-1> 한국의 인도방문객 1997-2012.

연도 방문객 수(명) 연도 방문객 수(명)
1997 15,392 2005 49,895 
1998 16,321 2006 70,407 
1999 19,188 2007 84,583 
2000 23,411 2008 79,802 
2001 27,150 2009 70,485 
2002 29,374 2010 95,587 
2003 35,584 2011 108,680 
2004 47,835 2012 109,469 

 출처: India Tourism Statistics. 2011.

2011년 한국인 인도방문객(108,680명)은 국가별 인도 전체방문객의 15걸

(1.72%)에 랭크되었다. 한국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를 순서대로 열거하면 미

국(980,688명), 영국(798,249명), 방글라데시(463,543명), 스리랑카(305,853명),

캐나다(259,017명), 독일(240,235명), 프랑스(231,324명), 말레이시아(208,196

명), 일본(193,525명), 호주(192,592명), 러시아연방(144,312명), 중국(142,218

명), 네팔(119,131명) 순이다. 이들 상위 15개국이 인도 전체 인바운드의

71.43%(4,506,684명)을 차지하고 있다(India Tourism Statistics. 2011: 42).

의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열림원)과 이옥순의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책세상) - 이 
출간된 해다. 후에 상술하겠지만, 이 두 권의 베스트셀러는 서로 상반되고 경합하는 인
도 이미지와 인도 상상의 틀을 기초하였으며, 많은 이들로 하여금 배낭을 메고 인도를 
여행하게끔 이끌었다. 90년대 후반은 한발 앞서 기업과 경제의 장에 등장한 ‘투자처’로
서의 인도가 처음으로 ‘여행지’로 표상된 시기이자, 인도 배낭여행 대중화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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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주요국의 인도방문객 1981-2011.  
출처: India Tourism Statistics. 2011.

인도 정부관광청이 제공하는 India Tourism Statistics(2011)은 상위 15개

국 및 주요 국가들의 월별, 성별, 연령별, 방문목적별, 방문수단별, 입국경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록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의 관광위성계

정(Tourism satellite account)에 그대로 반영되며, 인도관련 관광통계 중 가

장 상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전체 방문객의 인구적 특성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여행자’, 혹은

‘배낭여행자’와 같은 특정 집단의 특성을 상세히 드러내보이지는 않는다. 따

라서 각국 인도여행자의 집단적 성격은 주어진 자료에 의지해 대략적인 특

징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특히 방문목적별·연령별 통계를 통해 상

위 15개국의 여행자 집단을 유형화하고 이를 한국의 인도여행자 집단과 비

교하도록 하겠다.

다음 표는 2011년 인도 전체 방문객의 방문목적별·연령별 평균을 나타낸

다. 방문객 수 1, 2, 9위로 전체 인바운드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영국,

호주 국적의 방문객들 중 친지를 방문할 목적으로 인도를 찾는 이는 각각

42%, 34%, 38.9%로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0-14세의 방문객이 전체의 2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국적의 인

도 방문객 중 상당수는 가족 단위로 본국의 친지를 방문하려는 인도인 디아

스포라16)라로, 이들 국가에 있어 인도방문은 ‘디아스포라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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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방문목적별·연령별 인도방문객 2011.
방문목적별 인도방문객

사업/직업 휴가/위락 친지방문 의료 기타17)

22.5% 26.0% 24.9% 2.2% 24.3%
연령별 인도방문객

0-14 15-24 25-34 35-44 45-54 55-64 65이상
10.5% 7.9% 16.6% 21.2% 19.7% 13.7% 10.4%

 출처: India Tourism Statistics. 2011.

미국 국적 방문객 중 휴가/위락 목적이 18.0%에 그치는 데 반해 독일(6

위), 프랑스(7위)는 각각 29.8%, 36.6%에 달한다. 프랑스의 경우 사업/직업

목적이 26.2%, 친지 방문이 19.1%로 전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연령 분포 역시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서)유럽 국가

의 인도방문은 휴가와 위락이 우선시되는 전형적인 ‘관광/여행형’에 위치시

킬 수 있다.

16) 김경학(2007)은 이주를 통해 이주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며 이주국과 모국 사이를 자
주 왕래하는 인도인 디아스포라를 일컬어 ‘제트형 우주인’이라 부른 바 있다.

17) 방문목적의 항목 중 ‘기타’는 전체의 1/4로 ‘사업/직업’, ‘휴가/위락’, ‘친지방문’과 거
의 같은 규모를 차지한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는 ‘기타’의 하위항목이 나타나있지 않아 
파악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2009년 자료에서 관광, 여행에 해당하는 ‘휴가/위락’ 항목
이 57.5%, ‘기타’가 7.6%였던 것이 2010년에는 전자가 24.0%로 급감, 후자가 27.2%로 
급증한 것으로 발견된다. 양 해의 방문객 수는 각각 5,167,699명과 5,775,692명으로 순
증하였으며, 다른 항목들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 데 반해 유독 ‘휴가/위락’이 급감한 것
을 설명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 역시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집계방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컨대 2009년 이전의 방식으로는 ‘휴가/위락’에 해당
했던 집단 중 일부가 2010년 이후에는 모종의 원칙에 따라 ‘기타’로 표집된 것이다. 인
도 관광통계는 ‘기타’의 하위항목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전체방문객의 1/4를 설명하지 
못하는 맹점을 지닌다. 이 경향은 전체 방문객 중 각각 3위, 14위에 해당하는 방글라데
시, 네팔 국적 방문객의 경우 더욱 심화되어서, ‘기타’에 해당하는 비중이 39%, 54%나 
된다. 이 문제는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개별 국가의 여행자 집단의 인구
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도 어려움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가 발간하는 관광통계인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2013)에서는 
아예 사업/직업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77.5%)을 모두 합해 “개인목적-휴가, 레져, 
위락”에 포함시키고 있다(UNWTO, 2013: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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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방문목적별 한국의 인도방문객 2005·2011.18)

2005년
상용 관광 방문 공용/회의 유학연수

37.1% 47.3% 5.8% 2.1% 4.0%
2011년

사업/직업 휴가/위락 친지방문 의료 기타
53.3% 21.8% 7.4% 0.1% 17.4%

 출처: 한국관광통계. 2005; India Tourism Statistics. 2011

한편 일본(10위), 중국(12위), 한국(15위)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도방문 목

적은 사업/직업 항목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사업/직업 목적의

방문객은 일본 63.4%, 중국 66.5%, 한국 53.3%로 전체 평균 22.5%에 비해

월등히 높다. 휴가/위락 목적은 각각 19.8%, 12.9%, 21.8%로 전체 평균 이하

이다. 연령별로 볼 때도 노동인구의 중핵을 차지하는 35-44세의 방문객이 전

체평균 21.2% 보다 10%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본의 경우

15-24세 방문객이 전체의 3.4%로 유독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일본의 젊은

여행자들이 더 이상 인도를 유력한 여행목적지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유

추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10년 간 인도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

가(2001년 13,901명, 2011년 142,218명)로, 방문자의 대부분이 25-34세

(42.4%), 35-44세(30.0%)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인도방문의 성격은 ‘비즈니스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18) 2005년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의 통계를 재구성한 것으로, India 
Tourism Statistics를 바탕으로 한 2011년과 항목의 분류방식이 다르다. 『한국관광통
계』는 국민의 해외여행 시 작성했던 ‘출국카드’에 근거해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3국에서 경유 혹은 체류하지 않고 한국에서 인도로 직접 출국하는 경우에 한정
된 정보로, 실제 인도 입국자의 규모와 성격과는 오차가 존재한다. 예컨대 2005년 한국 
국적의 인도 방문객은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35.508명, India Tourism 
Statistics(2011)에 따르면 49,895명이다. 한편 2006년 7월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수집
하던 ‘출국카드’제도가 폐지되며 이후의 관광통계연보에서는 ‘행선지별’ 통계가 사라지
고 만다. 즉 한국의 관광통계는 특정 국가를 여행하는 자국민의 인구적 특성을 더 이상 
수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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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2005년에서 2011년에 걸친 기간에 한국인의 인도방문 성격이 ‘관

광/여행형’에서 ‘비즈니스형’으로 전환되었음을 말해준다. 하위항목과 그 성

격을 알 수 없는 항목인 기타(17.4%)를 모두 휴가/위락(21.8%)에 합산한다

하더라도 사업/직업(53.3%)에 미치지 못한다. 인도행 아웃바운드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점점 더 사업과 직업을 목적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이들이 채워

가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인도행 아웃바운드는 약 5만 명에서 11

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므로, 관광·휴가/위락을 목적으로 한 인도 여행

자들의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인도는 여전히 유력한 배

낭여행 목적지로 기능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여행의 관련통계를 살펴보았지만, 인도여행 대중화의 규모와

결이 어느 정도였는지, 본고의 대상인 인도 배낭여행자의 인구학적 특성이

어떠한지 통계만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바는 별로 없다. 통계의 왜소한 재현은

통계의 목적설정과 배낭여행자의 특성 양자 모두에게서 기인하는 문제다.

2005년 한국관광통계의 내국인 출국 부문은 국가순위별·성별·목적별·월별·연

령별·직업별·교통수단별 출국을 행선지별로 제시하고 있다. 여행목적별 통계

가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관광·상용·방문·공용 등 대분류로만 제시될 뿐, 다

변화된 관광목적의 세목별 수치는 간과되어 있다. India Tourism Statistics

또한 각주 13번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타’ 항목이 지나치게 비대하게 설정되

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행 ‘형태’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행사의 단체

패키지 관광과 개인의 자유배낭여행을 구분하지 못하며, 여행 기간 역시 통

계의 시선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여행목적과 여행형태, 그리고 여행기

간에서 인도의 일반방문객과 구분되는 인도 ‘배낭여행자’ 집단은 전체 아웃

바운드 통계에 흡수되어 수치화된 집단적 특성19)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다.

2. 범람하는 재현

19) 인도 ‘배낭여행자’들은 여행목적(위락과 볼거리 위주의 관광이 아님)과 여행형태(단체패
키지 관광이 아니라 배낭여행), 그리고 여행기간(상대적으로 김)에서 일반 방문객들과 
상이한 특성을 가진다. Chadhary(1996: 617)는 인도여행자의 92%가 어떤 형태든 패
키지 투어를 하지 않으며, 이들은 평균 28일 간 인도에 머문다고 보고한 바 있다. 후속 
연구(Chadhary, 2000: 294)에서는 152명의 인도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
으로, 응답자 중 2.1%만이 인솔자 동반 하에 인도를 여행하였음을 보였다. Sudhir · 
Katherine(1986: 5)의 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 미국의 인도여행자들의 평균 체제기간 
역시 25일로 다른 어느 국가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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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왜소함의 이면에는 재현의 범람이 자리했다. 관광통계의 수치가 말

해주지 않는 것들을 담론적·이미지적 인도재현이 대신하였다. 광범위한 영역

에서 범람하는 인도재현은 90년대 말부터 한국사회에서 인도여행이 본격적

으로 널리 알려지고 많은 이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 ‘붐’이 현재까지 지

속되고 있음을 대변한다. 여행담론과 여행이미지가 집합적으로 재현·재생산

되고 제도적으로 실천되는 영역은 출판물과 사이버스페이스를 거쳐 전문여

행사와 에스닉 레스토랑20)에까지 이른다.

그 중에서도 여행출판물은 인도여행을 담론적으로 재현하는 가장 활발하

고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자리해 왔다. 인도여행과 관련된 출판물은 여행기,

여행문학, 여행가이드, 인도를 소재로 한 에세이 등을 포괄한다. 앞서 언급한

류시화의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과 이옥순의 『인도에는 카레가 없다』

를 전후로 수많은 여행출판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림2-4> 여행목적지 별 출국자(2010).

출처: 한국관광통계 2012.
<그림2-5> 여행목적지 별 여행출판물21)

20) 맥캔넬(1973)의 구분에 따르면, 에스닉 레스토랑은 전형적인 관광객용 전면부
(touristic front region, stage 2)에 해당한다(MacCannell, 598). 관광객용 전면부는 
후면부의 “분위기(atmosphere)”를 장식적으로 모방함으로써 후면부를 연상케 하는 장
소로 기능한다. 한국의 인도 레스토랑 역시 벽면과 가구의 장식, 실내 음악, 향초 등으
로 ‘진짜 인도’의 ‘분위기’를 모방함으로써 여행의 기대와 기억을 부추긴다. 민지은
(2010)에 따르면, 국내의 에스닉 레스토랑 중 인도 레스토랑의 수는 베트남(227곳)에 
이어 2위(70곳)를 차지하고 있다. (3위, 태국 41곳, 4위 멕시코 11곳, 5위 터키 10곳) 

21) 여행출판물 수의 집계는 모 온라인 서점의 검색 기능을 활용, 여행 분야 출간 도서 가
운데 국가 명으로 검색한 결과다. 이 결과가 국내에 출판된 여행출판물 전체를 포괄하
지는 못한다. 검토한 결과 제목 혹은 도서설명에 ‘인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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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는 각각 한국인 해외여행 주요행선지의 출국자 수와 관련 여행

출판물 수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 인도행 출국자 수는 96,587명(21위)으로,

출국자 수 1위인 중국(4,076,392명)이나 2위 일본(2,439,816명)은 물론 16위인

독일(144,306명)과도 제법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인도와 관련된 여행출판물

은 총 148권으로 중국(223권)과 일본(225권), 미국(215권)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가 출간되었으며, 출국자 순위가 가까운 대만(19권)이나 독일(39권)을

가볍게 능가한다. 여행자의 수에 견주어 볼 때, 인도여행출판물 시장의 크기

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2-6> 사이버스페이스의 여행목적지 별 여행기22)

활자화된 여행출판물보다 다소 미약하지만, 사이버스페이스에 재현된 인도

여행 텍스트 역시 출국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인도재현에 있어 인터넷카페 및 동호회의

역할을 빼놓을 수는 없다. 현재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인도여행 관련 인터넷

카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인도방랑기’와 ‘인도여행을 그리며’는 각각

서점의 분류 체계 상 관련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혹은 여러 국가를 함께 수록한 
경우 등은 검색 기능이 포획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결함은 인도 이외의 다른 국가들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여행출판물의 대략적인 분포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유용
하다고 할 수 있다.   

22) 여행목적지 별 여행기 수의 집계는 모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게시글을 ‘OO(국가명)여
행기’로 검색하여 그 수를 기재하였다. 해당 자료는 2014년 3월 28일의 검색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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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과 2004년 2월에 개설되어 105,556명과 67,448명의 가입회원(2014

년 4월 6일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두 여행카페는 여행정보와 팁을 전수하

고 습득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여행사진과 여행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전시함으로써 인도재현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행목적지로서의 인도가 집합적으로 상상되기 시작하면서, 인도여행을 주

로 다루는 전문여행사들이 등장하였다. 이들 여행사의 설립연도는 인도여행

의 대중화 시기인 90년대 말-2000년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시기에

형성된 여행상품의 형태와 경로가 현재까지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

다. 이들은 ‘단체배낭 패키지’와 같은 여행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인도여행의

접근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홈페이지와 여행설명회 등을 통해 인도여행을

적극적으로 재현하였다. III 장에서는 인도재현을 활용한 인도 전문여행사의

마케팅전략과 그것이 창출하는 인도상상에 대해 다루며, IV 장에서는 여행

사 ‘친구따라 인도가기’를 사례로 인도여행의 제도화 및 상품화 과정을 살펴

본다.

<표2-4> 주요 인도전문여행사

회사명 창사 연도 홈페이지

혜초여행사 1992년 http://www.hyecho.com

친구따라 인도가기 1997년 http://www.chingutours.com

인도로 가는 길 1999년 http://www.india.co.kr

인도소풍 2002년 http://www.indiadream.net

이처럼 배낭여행지로서 인도가 지목되고 대중화된 현상에 대한 설명은 관

광통계가 아닌 풍부한 재현의 영역에서 시작해야 한다. 인도행 아웃바운드의

성장 폭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것이지만, 인도여행의 ‘유행’은 출국자의 수만

가지고는 그 범위와 결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 출판시장과 사이버스페이

스 등은 인도의 여행경험을 언어적·이미지적으로 재현하고 대중화함으로써

인도재현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기여했다. 인도(여행)에 대

한 풍성한 재현은 ‘인도적인 것’에 대한 상상을 창출한다. 90년대 후반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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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 인도여행의 실천이 대중화된 시기임과 동시에 담론 공간 내에서 ‘인

도적인 것’의 상상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인도여행의 ‘상상’은 예

비 여행자들이 여행을 동기화하고 기대하며, 계획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다

시 말해 여행자들은 여행실천에 앞서 인도재현의 담론공간을 거쳐 특정한

여행상상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인도여행의 탐구에 있어 여행상상에 대한

분석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인도재현의 흐름: ‘인도적인 것’의 창안

근대서구의 상상계에서 인도는 오랜 기간 중요한 소재였다. 헤겔로부터

밀, 포스터, 뮐러, 키플링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인과 사상가들이 (많은 경우

인도에 직접 가보지 않았음에도) 인도에 대한 언설을 쏟아냈다. 이들이 재현

한 인도는 인도의 외부적인 실재를 투명하게 반영한다기보다는, 여러 이미지

들로 중첩된 ‘진실의 레짐’, 즉 객관화된 집합적 상상의 산물이었다(Davison,

2005: 29). 서구의 지식체계에서 인도는 역사적, 기호적, 실천적인 용어가 아

닌 신화적, 상징적(우상적), 의례적인 언어로 투영되었다. 인도인의 정신은

경제적 번영이나 질서 잡힌 국가의 건설 같은 서구적 가치체제와 ‘과학적 이

성’을 결여하고 물질적, 성적 쾌락만을 맹목적으로 욕망하거나 현세의 완전

한 포기를 지향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Inden, 1990: 263-264). 인도는 ‘우리’

서구의 부재이자 대립적 상관물인 타자(the Other)로 포획되었다. 영국의 식

민지배 기간을 거치며 강화된 인도에 대한 서구의 상상은 여행자들의 인도

상상과 재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Ahmad, 2011). ‘인도적인 것’을 둘러

싼 서구의 상상공간은 이른바 오리엔탈리즘론과 탈식민주의론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올려져 전면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후속 연구자의 주목을 끌

며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Ahmad, 2011; Bhattacharyya, 1997; Lozanski,

2007, 2010; Bandyopadhyay · Morais, 2005; Davison. 2005).

그렇다면 서구의 타자로서의 인도상상이 아닌, 동양(orient)이라는 타자로

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따라서 역설적으로 타자-타자의 입장에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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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도상상은 어떤 얼개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다음 장에서 현재 작동하는

인도여행의 상상지리의 지형도를 본격적으로 조망하기 이전에, 한국에서의

인도 재현의 역사와 인도의 국가 이미지 형성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근대이전의 인도: 불국토 ‘천축국’

승려 혜초는 한반도를 출발해 인도를 목표로 한 여행을 기록으로 남긴 최

초의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723-727년에 걸쳐 인도까지의 여정과 인도의

여러 도시국가를 여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3세기 중엽부터 11세

기까지 혜초를 전후로 인도로 향해 경전의 원본을 입수하고 불교 성지를 참

배하려 한 유학승의 수는 줄잡아 800명에 이른다(권덕영, 2010: 3-4). 이처럼

고대 한국에서 인도는 불교의 발상지로서 명망이 높았고, 구법의 땅이자 순

례의 이상향인 ‘천축국’으로 표상되었다.

2) 식민지 시기: 민족적 상황을 공유한 동질적 타자

신문과 같은 대중적 매체와 근대적 교통수단이 등장한 식민지시기에 이르

면 인도의 재현은 좀 더 다양한 양상으로 등장한다. 당시 지식인들은 식민

치하라는 동일한 상황을 공유하는 친밀한 타자로서 인도를 수용하였다. 특히

간디와 타고르의 활동, 인도의 주요 독립운동 등은 당시의 식자층에게 익숙

한 이슈였다. 1920-194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신문사설을 분석한 이옥

순은 식민지 조선에게 인도는 ① 약자와 희생자로서의 유대감을 투사하고,

② 영국 지배에 저항하는 ‘강한 인도’에서 희망의 빛을 보고, ③ 자신의 후진

성을 희색해 줄 이국적 타자로 기능하였다(이옥순, 2006: 20). 즉 인도는 “일

제하의 조선이 자기를 해방하려는 시도로서의 자기기술”(17)이자 “절망한 조

선의 자아를 회복해주는 수단”(28)이었다.

이 시기 인도를 방문한 김추관은 인도에선 국민운동에 관심 있는 이는 모

두 ‘간디-帽(모자)’를 쓰고 다니며, 이는 국기를 대신해 집단의 정체성을 드

러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라 쓰며 유사한 민족적 상황에 대해 공감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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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황민호, 2009: 27). 이옥순은 이 시기 조선의 인도재현에도 이미 인

도의 정신주의와 고대성을 강조하는 언설이 등장하지만, 이는 “추적하고 통

제하는” 서구 오리엔탈리즘과는 달리 동질감과 동정심의 발로이며 “열등하

지 않은 인도를 서술하여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지배 논리를 부정하는” 정

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이옥순: 223).

3) 1950-60년대: ‘로컬’ 정체성의 공유

해방 이후의 여행기에도 이와 유사한 인도 인식이 드러난다. 1949-1950년

미국에서 열린 UN총회에 대표자격으로 참석하는 차 세계를 유람했던 여류

시인 모윤숙은 자서전 『회상의 창가에서』를 통해 인도에서 간디와 네루

등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였다. 특히 같은 여류작가인데다 “자신과 비슷한 역

할규범을 가진” 사루지니 나이두와의 만남은 “혼란스러운 조국의 재건”이라

는 사명을 띤 “민족의 대표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모윤숙의 인도재현은 “지리적으로는 동양, 역사적으로는 식민 체제라는 공유

기억”이 강조되어 “우등/열등이라는 위계적 경험보다는 공감과 연대의 경험”

을 표출한다(김양선, 2010: 214).

“인도 친구들은 아주 보수적이며 불평 없이 일하는 착실한 학생들이다. 꼭

한국여성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장정미, 1965: 84) 간호사 장정

미는 1964년 캘커타의 공중보건학교에서 10개월간의 보건간호대학원 비학위

과정 자격을 취득했다. 그녀의 여행기 서술태도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인용

문은 인도에 대한 동질적이고 공감적 시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인

다. 장정미는 번화하고 복잡한 캘커타 도심을 꼭 출퇴근길의 서울과 같다고

묘사하기도 한다. 여인들의 독특한 화장 방식이나 손으로 밥을 먹는 식습관,

덥고 습한 기후에 대해서도 관습과 환경의 차이 정도로 받아들일 뿐, 비하나

경멸의 시선은 발견되지 않는다. 견고한 카스트 제도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은 “어처구니없는 노릇”(87)이지만, “데모하는 시민”들을 보며

“인도국민도 이제는 조금 눈이 뜨인 것”이라며 인도의 미래를 긍정한다(89).

한편으로 로터리클럽의 초청으로 방문한 부잣집 거실에 일본인형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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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건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하도 섭섭하여 내가 돌아가면 꼭 한국

물건 조그마한 것이라도” 보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한다.

모윤숙과 장정미의 여행기는 여성지식인으로서의 젠더적 정체성보다는 국

가건설기의 문화적 엘리트이자 민족적 정체성의 담지자로서의 입장에서 서

술되었다. “이질적인 공간으로서 세계를 표상”하는 해외여행기는 전후 한국

의 ‘로컬의 심상지리’23)를 드러내며, “문명화된 세계체제에서 타자의 위치를

자각하고 주체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김양선, 2010: 210) 선진국이

로컬의 대당개념이자 우월한 ‘중심’이라면, 인도는 나와 닮은 로컬, 나의 특

수성을 상쇄하고 열등감을 무마시켜주는 친밀한 타자로 지목되었다.

4) 1960-70년대: 미개하고 열등한 타자

그러나 대체로 우호적이었던 인도재현의 양식과 태도는 1960-1970년대를

기점으로 확연히 달라진다. 작가 손장순은 70년대 중반 구미와 유럽, 아시아

를 두루 여행하고 기행산문집 『나의 꿈, 센티멘탈 져니』(문리사)를 썼다.

그녀는 “인도의 사람 모습과 분위기부터 나는 딱 질색이라” 인도에서 머물

지 않고 테헤란으로 직행했을 정도로 인도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인도와 동일 문화권인 네팔에 대해서도 “20세기에 남아 있을 유일한

원시의 표본”이자 “모이를 주워 먹는 동물의 양상”(손장순: 41, 48. 김미영,

2013: 23에서 재인용)이라 비하했다. 이에 반해 유럽에 대해서는 “자연경관

의 아름다움과 문화유산의 풍부함, 문화적 뿌리의 거대함을 과도하게 찬미하

고 있어, 사대주의적 이국취미를 드러”낸다(김미영, 2013: 23).

이런 태도변화는 당대 지식인의 기행산문에 나타나는 세계의 차별적 위계

화 경향을 반영한다. 즉 ‘로컬’과 ‘중심’으로 구분되던 심상지리에 추가적인

위계적 분화가 발생했음을 뜻한다. 60년대 이후 대중적 여행작가의 대명사였

23) “심상지리란 장소가 물리적인 지표를 넘어서 인식론적이자 존재론적으로 지리적 경계
를 설정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인식이라 할 수 있다. 심상지리는 민족(인
종), 계급, 젠더에 따라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
다. (...) 그런데 이 로컬의 심상지리는 역설적으로 기준이 되는 중심부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고, 로컬의 특수성을 부각시킴으로서 자신의 열등성을 상쇄하는 한편 로컬의 대당
개념인 중심을 미화하는 양가적 방식으로 진행된다.”(김양선, 2010: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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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김찬삼의 기행산문은 이러한 경향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다. 김찬

삼의 대표작 『세계일주무전여행기』는 피부색으로 인종을 구분하며 한국인

을 “백인보다 도덕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교양’면에서는 흑인보다 우위를

차지하는”(우정덕, 2010: 427) 중간적 위치에 놓는다. 서구의 발전된 경제와

세련된 문화, 고급스러운 취향을 찬미하면서도 한국의 정신과 전통, 도덕적

규범이 서구의 그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태도는 이어령, 김찬삼을

위시한 60-70년대 여행기 저자의 주된 세계관이었다(김미영, 2013).

인도의 봄베이에 내렸다. 이 도시의 인상은 세련된 영국풍과 아시아풍이 결합한 듯이 느꼈으

며, 따라서 고풍과 현대풍이 융화를 이룬 도시다. (...) 여기는 만물의 생명을 아끼는 곳이다.

모기, 파리들이 들끓고 있었다. 또 실크족이라고 하여, 수염을 길러 길게 땋고 머리카락은 여

인들이 낭자하듯이 따서 머리를 감았으며, 그 위에다가 타방을 한 괴상한 사람들이 산다. (...)

코부라를 물끄러미 보고 있느라니, 신비적인 생각이 든다. (...) 이 뱀은 어쩌면 오랫동안 그윽

한 피리 소리를 들어 뮤즈에 감화된 사탄의 후예가 아닌지도 모를 일이었다. (김찬삼, 1962:

345-346).

도시 경관에 대한 서술을 제외하고는, 김찬삼의 서술은 경멸적이고 비하적

인 어조로 가득하다. 김찬삼의 부정적인 반응은 “모기, 파리들이 들끓”는 비

위생적 환경을 향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타방”(터번)과 같은 인도인의 복

식이나 코브라를 조련하는 풍습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문화와 관습의 낯섦

은 단순한 차이로 수용되지 못하고 비호감적이고 이교도적이기까지 한 타자

의 열등함으로 인식되었다. 인도는 더 이상 식민지 상황이나 ‘로컬’로서의 정

체성을 공유하는 동질적이고 친밀한 타자가 아니다. 압축적인 근대화와 산업

경제의 성장 과정 속에서 화자의 시선은 ‘로컬’이 아닌 ‘중심부’로 정향되었

다. ‘도덕’의 이름을 빌어서나마 차이를 상쇄함으로써 따라잡아야 할 이상향

이었던 ‘중심부’ 서구를 향한 절대적인 동경의 시선 아래, 인도는 언제나 서

구적인 것의 결여로 표상되었다. 경제적으로 저발전되고 문화적으로 ‘미성숙’

한 주변부로서의 공통된 정체성은 인도를 한국의 부정적 거울상으로 위치시

켰다. 인도는 부정하고 싶은 나의 현재이자 도래해선 안 되는 미래의 모습으

로 표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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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0년대: 정신주의의 고향

‘인도적인 것’의 상상공간은 1980년대에 들어 다시 한 차례 중요한 전환의

계기를 겪는다. 전환의 계기는 여행의 외부에서 왔다. 바로 크리슈나무르티·

오쇼 라즈니쉬 등 인도 출신의 영적 교사들의 교설과 우화, 수양법 등이 대

거 번역되며 찾아온 영지주의적 수양·명상 붐과 뉴에이지 영성운동이 그것

이다. 1980년대 전반까지는 크리슈나무르티가, 80년대 후반은 오쇼 라즈니쉬

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24)(전명수, 2008: 255-256). 전명수는 뉴에이지 관

련 서적의 유행을 “기성권위 전체에 도전하는 한 문화현상”으로 진단한다.

1980년대 한국은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의 지배가 사람들을

숨 막히게 했고, 경제적으로는 갑작스럽게 가능해진 물질적 여유가 정신적

심리적 공황을 가져왔”(276)던 시기로서, 사람들은 시대적 불안에 대한 저항

의 수단과 대안의 방편으로 뉴에이지 운동에 매력을 느꼈다.

주요 영적 교사들이 대부분 인도출신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그들이 우화집

등을 통해 텍스트로 재현해낸 세계의 인물과 배경, 그리고 그 속에 내포된

메시지와 종교적·철학적 사상이 지칭하는 방향에 인도가 있다는 점에서, 뉴

에이지 서적의 대중적 수용은 인도상상을 특정 방식으로 조직하는 데 지대

한 공헌을 했다. 명백하게도 그것은 ‘인도적인 것’에 신비적이고 탈속적이며,

영적이면서 정신적인 색채를 덧씌우는 과정이었다.

오쇼의 우화집『배꼽』에서 중요한 페르소나로 등장하는 ‘뮬라 나스루딘’

은 직장 바로 옆에 살면서도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자신을 나무라는 사장을

향해 ‘멀리 사는 동료들은 서두르는 게 당연하지만, 가까이 사는 나는 도무

지 서두를 수 없다’며 너스레를 떤다. 또 다른 등장인물인 라비아 할머니는

온 동네 사람들을 동원해 마을 사방을 뒤지며 잃어버린 바늘을 찾게 해놓고

는 사실 집 안에서 잃어버렸노라고 고백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화를 내자

도리어 ‘너희들은 영혼을 안에서 잃어버리고는 늘 바깥에서 찾지 않느냐’고

24) 80년대 뉴에이지 운동의 사회학적 분석에 집중한 종교사회학자 전명수에 따르면, 
2008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전국대학소장자료에서 크리슈나무르티와 오쇼 라즈니쉬
의 서적은 각각 258권, 300권이 검색된다. 물론 이들 모두 별개의 서적은 아니며, 동일
한 내용이 새로운 번역 혹은 편집과 제명을 달리해서 여러 차례 다시 간행된 것으로, 
이들의 인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전명수, 2008: 각주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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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정을 낸다. 류시화가 옮긴 바바 하리 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부』에는 찢

어지게 가난한 데다 마약에 중독된 불가촉천민 청소부가 결국 바가트지(신

에 귀의한 자를 높이는 말)이자 성자로 추앙받으며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의

동화가 나온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도인은 합리적 이성이나 제

도화된 규범, 혹은 경제적 곤경이나 사회적 차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우

며, 이를 이겨내거나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틀 자체를 완전히 무화시키는 현

인이자 성자로 그려진다. 이들은 외부적으로 제약되지 않는 내면의 화신이

다. 이들은 뉴에이지 운동이 이상화하는 “완전히 자유로운 깨달음”의 아바타

이며,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래서 해방된 존재”이다(전명수: 272).

이들의 저작은 여행자들이 인도와 인도인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실제적

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면담자 사례 L(여. 40대 초반)는 학창시절 아버지

의 서재에서 오쇼 라즈니쉬의 책을 읽고 “팬”이 되었으며, 여전히 “이 사람

의 사상이 나와 소통의 그런 교집합이 많”다고 생각한다. 인도를 두 차례 여

행한 여행작가인 L에게 인도는 카스트와 같이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현실

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주장하는, 교묘하게 융합된 극단들이 아무렇지 않게

수용되는 몽환적인 땅이다. 물론 면담자의 말처럼 오쇼의 독서가 직접적인

인도여행의 동기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오쇼의 명상서적과

갖는 친화성은 L의 인도상상과 여행경험의 긍정적 해석에 상당한 지분을 갖

는다.

6) 90년대 이후: 재현의 경합

1990년대는 인도 배낭여행이 대중화됨으로써 여행기 등의 여행문학을 중

심으로 한 인도재현이 범람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류시화

와 이옥순의 에세이를 위시해 많은 인도 관련 서적이 출판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인도전문 배낭여행사들이 생겨나면서 여행자의 수 역시 빠르게 증

가했다. 다른 한편 91년도 인도의 경제자유화 정책 이후 한국기업들이 인도

로 활발히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인적·경제적 교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

행자와 기업인들의 인도 방문 증가는 이제껏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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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생산되고 확산되었던 인도 재현이 대중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확

인되고 재생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 관련 정보와 이미지를

습득하는 주요 매체 중 TV나 신문의 인도 관련 뉴스가 53.0%로 가장 높게

나왔다(조충제, 2011). 노출 시간과 빈도가 높은 만큼 TV와 신문 같은 대중

매체가 인도상상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상당하다. 2000년대 미디어의 인도

이미지 생산을 다룬 연구로 이옥순(2002)과 최영(2007)이 있다. 흥미롭게도

두 선행연구의 인도 이미지 해석은 완전히 상반되는 결론을 보인다.

이옥순은 “신문과 잡지에 드러나는 인도는 혐오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우

리에게는 언제나 이국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타자”라고 주장한다(2002:

190). 2000년대 초반 언론의 보도성향에 대한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의

“자연 재해와 질병, 각종 사건과 사고로 인한 죽음”(165)을 전면적으로 부각

하는 한편, “이국적인 인도, 이상하고 진기한 인도의 관습”(180)을 선정적으

로 보도한다. 인도의 긍정적인 이미지라야 기껏 문명과 종교의 발상지로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땅이라는 박제된 과거를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182-183). 인도에 대한 여행기, 여행문학과 마찬가지로 신문과 잡지는 “지배

적 태도”(188)로 인도의 오리엔탈리즘적 상상을 확산시키는 도구로 기능해왔

다.

반면 2005-2006년 주요 일간지의 인도 관련 뉴스 전체를 분석하여 인도의

국가 이미지를 연구한 최영(2007)은 이옥순과 정반대의 연구결과를 제시한

다. 해당 기간의 전체 기사 중 438 건의 기사를 표집하여 내용분석한 결과,

인도가 “혼잡함과 더러움도 지니고 있어 부정적인 시각도 예상”했음에도 불

구하고, “전반적인 인도에 대한 이미지는 국내 신문에서 긍정적”이라는 결론

을 도출하였다. 특히 인도 관련 기사는 국가 간 교류 등 경제적 측면에서 주

로 다루어져 왔으며, “재난 및 사고 등 부정적인 기사”(241)는 많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의 상반된 결론은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인도 재현의 생

산과 소비가 대중화된 상황에서, 90년대 이후 인도재현의 양상을 어느 한 쪽

으로 규정짓기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인도의 국가 이미지와 여행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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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재현은 서로 다른 담론들이 경합하는 복합적인 형세를 이루고 있다. 다

음 장에서는 다양한 인도 재현이 창출하는 인도여행 상상의 지형도를 그려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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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도여행의 집합적 상상공간

1. 인도-상상공간의 토포스

본 장은 여행실천이라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행위의 근저에서 작동하는

인도여행의 상상공간25)을 다룬다. 인도여행의 상상계(imaginary)는 여행담론

을 일차적으로 생산하는 여러 매체(여행기, 여행문학, 마케팅, 언론, 영화, 사

진 등)와 그것의 인도(여행) 재현, 그리고 소비자의 재현수용과 해석, 나아가

여행실천을 거친 여행자의 재현성찰과 재생산이 혼효되어 하나의 복합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여행의 상상계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여행지 재현의

집합으로, 여행자의 개인적 상상작용(imagining)과 상호작용하면서 여행지를

의미화하는 장치이다(Salazar, 2012: 864). 여행담론과 여행지식은 여행상상

이란 가교를 통해서만 여행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다. 상상공간이 삭제된 여

행은 그 매력을 상실하고 매우 왜소한 형태로 남게 될 것이다. 여행의 상상

공간은 여행지의 이미지와 지식, 규범적 태도 등을 선험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여행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여행경험을 이미 결정된 경로로

고착시키는 실제적 효과를 갖는다(876). 때문에 여행의 상상공간은 외부의

조건과 유리된 채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상상공간은 언어

25) 사회(과)학 내에서 ‘상상’은 상상/상상력(imagination), 상상계(imaginary), 상상작용
(imaging)과 같은 개념들과 함께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관광(사회)학적 개념으로서 
Salazar(2012)의 ‘상상계’ 정의를 따른다. Salazar에 따르면, 상상계는 사회적으로 공
유되는 여행지의 재현적 집합으로, 여행자의 개인적 상상작용(imagining)과 상호작용하
면서 여행지를 의미화하는 장치, 즉 의미 생산의 기능이자 동시에 의미 생산 기능의 결
과이다. 상상계는 또한 명시적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기보다는 무언의 해석도식이자 공통
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암묵적인 이해에 기반한다(864). Salazar는 상상 연구의 방법
으로서 제도적 뒷받침 위에서 권력, 위계,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상상계가 개인적 상상
작용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해야한다고 본다(865). 상상계가 작
동하는 방식은 그 자체로 포착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미지와 담론의 형태로 가시화하
는 매체와 상상의 시각적 발현, 행위자들이 상상에 대해 말하고 행하는 바로부터 상상
계의 작동논리를 추론할 수 있다(866). 본고에서 사용하는 인도여행의 ‘상상공간’이라는 
용어는 ‘상상계’와 동연의 의미로서, 인도여행의 이미지와 담론이 창출한 재현의 총체와 
여행자 개인의 상상이 상호작용하는 집합적 공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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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제도적·문화적으로 구조화된 여행의 사회적 틀과 결부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Kanemasu, 2013: 456).

여행은 목적지와 그곳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재)발명되고, (재)생

산되며, (재)창조되는 “이미지 생산 산업”의 일부이다(Salazar, 2012: 866). 인

도여행의 장은 인도에 관한 시각적·영상적 기호로서의 이미지는 물론, 인도

와 관련된 감각, 재현, 지식, 담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상상’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다. 인도상상의 공간은 인도를 재현하는 매체(여행기, 가이

드북, 뉴스 등)에 의해 조직되고 그것의 수신자에 의해 해석, 재생산된다. 인

도의 상상계는 불완전한 재현들의 경합으로 채워져 있다. 인도라는 대상에

대한 단일하고 완전한 재현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여행자의 경험과 지식을

통한 재현은 더욱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인도의 ‘실재’는 여행자의 인

식뿐만 아닌 어떤 범주로도 포섭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인도여행의 상상에 대

한 본 연구의 배치와 서술 역시 부분적인 진리가만을 획득할 뿐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래에서는 인도여행의 상상적 지형을 그려내는 작업을 시도한

다. 매체의 인도재현과 면담자의 인도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상상공간

을 크게 세 층위로 나누고, 각 층위의 지배적인 상상에 대립적인 메타포를

부여하였다. 첫 번째 절인 ‘성자와 청소부’는 방문지 주민(host)인 ‘인도인’에

대한 여행상상을 다룬다. 두 번째 절 ‘풍경과 위험’은 여행지인 인도가 지닌

‘공간성’에 대한 여행상상에 할애되었다. 마지막 절 ‘카오스와 질서’에서는 여

행자가 ‘사회’로서의 인도를 상상하는 방식에 대해 썼다.

1) 성자와 청소부

인도상상의 장은 한편으로 인도의 종교성, 영성, 신비주의, 탈속성에 대한

낡은 재현의 역사를 재생산하는 축과, 다른 한편으로 세속성, 물질성, 빈곤과

계급 문제, 정치성 등을 예민하게 포착하며 전자를 비난하려는 축으로 구분

된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바바 하리다스가 쓰고 류시화가 옮긴 『성자가

된 청소부』는 가난하고 비속한 불가촉천민 청소부가 깨달음을 얻고 “육체

와 세상에 대한 의식을 버린”(전명수, 2008; 272) 성자가 되어 생을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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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야기이다. 세속 사회의 가장 비참한 존재가 ‘바그완’(축복받은 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사회의 계급구조 자체에서 배제된 계급(outcaste)에게

‘하리잔’(신의 아이)이라는 집합적인 명명을 부여하고 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것, 그럼으로써 성스러움과 비천함이, 신성(the sacred)과 세속

(the profane)이 모순적으로 병존하며 신화적으로 교호할 수 있는 것. ‘성자’

와 ‘청소부’의 메타포, 정확히는 ‘청소부’를 전유한 ‘성자’의 메타포는 인도인

에 대한 이중적 상상공간 내에서 가장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여행

기·마케팅 등 담론을 주도하는 여러 매체들은 ‘성자’ 메타포의 인도재현을

지지한다.

<그림3-1>. 성자상상 이미지의 예 

“神들의 나라 India, 인도소풍과 함께 그/신/비/함/을/직/접/만/나/보/세요.”

이 문구는 한 인도 배낭여행 전문여행사의 웹사이트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문구의 배경에는 인도의 대표적 유적인 아그라의 타지마할과 인도 남

성 둘의 사진이 깔려있다. 이 이미지는 가장 유력한 종교이자 ‘신들’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 다신교인 힌두교를 암시하는 문구와 무슬림 건축물인

타지마할, 그리고 시크교도 혹은 무슬림의 터번을 쓴 남성들의 모습이 중첩

된, 상이한 종교 전통의 혼재이자 문화적 혼합물(cultural mixture)이다. 즉

인도의 실제적 재현이 아니라 상품 마케팅과 홍보의 목적으로 창안된 상상

적 이미지이다.

여행사의 상품 마케팅 전략이 겨냥하는 인도의 ‘매력’은 ‘신들’의 존재다.

그곳에는 신성이 편재한다. 신들이 사는 세계인 인도는 우리에게 부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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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겨지는 ‘성스러움의 신비’로 예비 여행자들을 유혹한다. 인간을 대신

해 신들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인들의 내면에 신성이 깃든 것으로 여

겨진다. 신적인 영감은 사원의 브라만 사제뿐만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세속

적인 얼굴을 통해 여행자의 눈앞에 강림한다. 위 사진에 등장하는 두 인물은

신성이 편재한 장소의 신민일 뿐 아니라 그들이 ‘진짜’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어딘지 모르게 신비스러운, 그야말로 신성의 체현 자체로 여겨진다. 인도여

행 관련 스테디셀러인 류시화의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1997)과 한비야

의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1998)의 일화들은 ‘청소부’에게서

‘성자’를 만나는 반전 서사가 중심이 된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의 업이에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정해져 있는 일인 걸 내가 어

쩌란 말인가요. 어쨌든 현실의 결과를 받아들여야지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차루는

한낱 릭샤 운전사가 아니었다. 인생의 문제를 초월한 성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인도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에서 어느덧 깨달음을 얻은 힌두 명상가로 변신해 있었

다.(류시화: 16)

아주머니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다. 얼굴이 숯덩이처럼 새까맣고, 허름하기 짝이 없

는 차림새로 보아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임음 알 수 있겠다. (...) 지극히 평범

한 사람에게 듣는 인생의 심오한 진리, 이게 바로 인도다.(한비야: 254)

류시화와 한비야는 여행 중에 만난 평범한 인도인들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중요한 삶의 교훈, 가르침, 깨달음을 얻는다. 교훈의 발화주체인

인도인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계급에 따라 기대되는 언어·행위규범으로부터

유리되어 ‘성자’라는 공통적인 정체성을 획득한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설하는

‘진리’를 수혜한 서술자는 (직전까지 낯선 타자와의 만남을 의심하고 경계하

던) 여행자로서의 정체성을 탈각하고 구도자이자 학생의 입장에 서게 된다.

관광객과 관광대상의 관계는 구도자와 선생의 관계로 전치된다. 특별한 상호

작용의 경험하고 무미건조한 일상의 연속으로부터 벗어나 여행을 통해 중요

한 삶의 깨달음과 영적 진리를 마주하는 ‘관광객 순간’(tourist moment;

Cary. 2004)이 기대된다. 독자들은 여행기의 서사를 통해 ‘관광객 순간’을 유

사체험(pseudo-experience)하고, ‘성자가 된 청소부’의 메타포를 축으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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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도상상을 구축하게 된다.

진짜 그런 거, 막 사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 별 거 아닌 말에 내 인생이 바뀌고,

약간 그런 이미지? 그리고 이국적이고 휘황찬란한 색깔과 막 그런 축제의 느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 예전에 류시화 씨가 쓴 책을

읽었는데 가기 전에는 나도 그런 경험을 하겠지, 가난해도 행복하다는데 나도 그런 깨

달음을 얻겠지, 제가 인도에 기대한 이미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A. 여. 20

대 중반)

또 다른 면담자 역시 여행 전 인도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로 “신의 나

라”, “종교의 나라”를 꼽았으며, 인도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무소유의 삶”이

자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J. 여. 30대 후반). 면담자 B(남. 20대 중반)는 가이드북이 아니라 오직 “인

도인이 되게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신화책”만으로 여행준비를 대신했다. 서

사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 예컨대 ‘릭샤 운전사’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은’ 아주머니가 서술자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느냐, 따라서 서술

자가 일상적 대화상황을 확대해석하거나 미화한 것은 아니냐는 식의 의심은

이 상상공간에서 일차적으로 배제된다. ‘청소부’의 탈을 쓴 ‘성자’적 경험에

대한 기대가 상식적인 성찰을 잠시 압도한다. 이 환상은 직접 여행을 실천하

며 현실성을 획득하기 전까지 지배적인 인도인 이미지의 일례를 구성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성자’의 상상을 ‘청소부’의 실존으로부터 때어내어 별개

의 것으로 취급하려는 상상이 존재한다. ‘성자가 된 청소부’의 신화는 청소부

의 ‘현실’로 복귀한다. 청소부는 어디까지나 가난하고 비천한 청소부일 뿐,

거기에 신의 이름을 부여함은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성자’ 상상의 부정

성에서 비롯되는 ‘청소부’의 상상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며, 때로는 정치

적26)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도의 정신주의적 재현의 과도함에 불편함을

26) “인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는 있어요. 네루의 딸 간디가 어...20년? 가까

이 집권을 하면서 총리로 재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나라하고 좀 유사하게 상당히

보수화되어 버리고 (...) 어? 여기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 라는 생각 (...) 인도 정치

나 간디 관련된 책을 읽었던 것과 그 사람(류시화)이 인도를 묘사했던 것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긴 했었고.” (I. 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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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태도이다.

서양에서 구루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대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한 여성과 정신적인 방

황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인도에서는 문맹자와 미신적인 사람들이 구루의 주요

추종자이다. (이옥순, 1997: 121)

“인도는 신비하다” 류의 말은 무책임하다. (...) 어느 땅 어느 민족이든 신비주의적 문

화를 가지고 있는 법이다. (...) 인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명상 상업주의 (...)

인도만큼 현실적인 나라도 없고 인도인만큼 현실적인 사람들도 없다. (박종인, 2000:

13-14)

‘청소부’의 상상은 ‘성자’의 상상에 대항해 인도와 인도인의 현실성을 전면

에 내세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깃들어 있다는 인도의 ‘성령’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명상 상업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적 수사와 영적 외피는 인도

의 현실 세계를 보려는 여행자의 눈을 가로막는다. 청소부의 상상은 여행문

학과 마케팅의 언어가 제공하는 환상을 거부하고 이면에 다가서려는 반성적

주체의 상상이다. ‘성자’의 상상이 인도여행의 신비하고 영적인 측면을 부각

하는 데 주저함이 없듯이, 반성의 대상이 뚜렷한 ‘청소부’의 상상 역시 상대

의 재현이 환상이자 “미신”에 불과하다고 논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

는다. “인도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여행자는 인도의 현실을 직

시해야 한다. 인도는 빈곤하며, 그만큼 물욕이 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발

전의 개발도상국이다.

우리는 이제 인도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세계라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인도만큼 전 세계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돈에 민감한 나라가 없어요. 정말 인도

사회에서 느끼는 빈부의 격차나 가난한 사람들의 그걸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되게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O. 남. 50대 초)

대 중반) 대학시절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 면담자 I는 군 제대 후인 2001년 6개월 동

안 인도를 여행했다. 인도의 정치와 역사에 관한 책을 읽은 경험이 그의 직접적인 여

행 동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한국의 과거와 유사한 인도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호기

심은 그의 인도상상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여행을 실천하고 경험을 해석하는

과정에 역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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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O는 인도여행의 대중화 이전인 92년에 처음 인도를 여행했다. 그

는 지금까지 스무 차례 이상의 인도 여행 경력을 지닌 베테랑이자 여행 작

가이며, 현재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인도여행의 1세대로 분류할 수 있는

그는 류시화 류의 인도재현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그 자신

여행 작가로서 인도상상의 생산자이기도 했다. 그에게는 빈곤과 빈부격차야

말로 인도의 현실이다. ‘성자’의 재현은 “처음부터 매체가 만들어낸 정말 뜬

구름 같은 것”이다. 더구나 한두 차례 여행으로 인도를 정의한다는 것 자체

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십년에 걸쳐 매해 겨울을 인도에서 보낸 그에게도

인도는 여전히 불가해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에게 인도는 극심한 빈부격

차, 억압적인 계급제도, 종잡을 수 없는 관습과 규범, 이데올로기적 종교 등

이 한데 뒤섞여 있어, 도무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는 곳이다. 영적

인 외피를 벗은 인도의 현실은 ‘비정상’의 민낯을 선뵌다. 이제 세속성과 물

질성을 극한까지 체화한 상인,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호시탐탐 여행자의 지갑

을 노리는 사기꾼이 인도인의 전형이 된다. 인도의 맨얼굴은 여행자에게 그

리 친절하지 않다. ‘비정상’적 인도를 여행하기의 어려움은 LP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처음으로 방문한 여행자들은 특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람들은 가난에 찌들

고, 관료제는 화가 날 정도이며, 인간성의 억압은 때로 과격한 투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경험이 많은 여행자들조차 어떤 부분에서는 소모되었던 제정신을 추슬러야 하

며, 이것이 아직은 인도를 경험한다는 것의 실체다. (LP : 20)

‘청소부’의 인도인 상상은 계몽적이다. 그것은 정신주의 인도의 허구성을

폭로하려 든다. 그러나 허구의 이면에서 드러나는 인도의 ‘현실’은 너무도 복

잡해서 여행자의 감관과 인식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여행 기간이 길어진

다 해도 여행자는 인도의 ‘현실’에 부분적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다. 청소부의

인도상상은 ‘현실’의 불가해성을 물신화한다. 이로써 인도는 정반대의 방식으

로 신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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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경과 위험

아라비아 해의 눈부시게 파란 바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모래사장, 께랄라의 싱그러운

초록빛 녹음, 해안선을 따라 점점이 늘어서 있는 어촌 마을, 풍성하고 아늑한 코코넛

야자수 숲, 폐허처럼 남겨져 있는 고즈넉한 사원들, 환한 미소를 간직한 사람들. (여행

사 인도로 가는 길 홈페이지)

위 문구는 인도전문 배낭여행사의 남인도 배낭여행상품의 소개글이다. 여

행상품의 목적지인 남부 인도의 공간은 바다와 숲, 유적을 형언하는 수식어

들로 채워져 있다. 그곳은 갖가지 색과 분위기로 여행자를 유혹하며, 도시와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촌락과 자연의 심상이 지배적인 공간이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의 자리는 지워지고 대신 뒤안길로 사라진

역사의 잔해가 여행자를 반긴다. 그곳에 사는 근대국가의 시민들은 자질구레

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르고, 노동과 정치를 잊은 채 마냥 ‘환한 미소’를

띠고 있다. 인도의 여행상품 마케팅은 도시문명을 살아가는 예비 소비자들의

결핍에 호소한다. 인도는 여행자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줄 반대항으로 상상된

다. 따라서 타자와의 감각적이면서 동시에 인지적인 ‘차이’를 최대한 부각시

키는 것이 여행마케팅의 핵심이 된다. 급격한 지리적·생애적 단절을 예비하

고 있는 여행자들의 동적인 움직임에 반비례하여 여행대상의 부동성이 강조

된다. 여행자는 보는 자인 반면, 여행대상은 보이는 대상이다. 여행대상은

‘관광객의 시선’(Tourist gaze: Urry, 2002)의 요구대로 부동의 자세를 유지하

고 시각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관광객들은 “이국취향의 기호에 따라 이미

이국적이라고 정의된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Lozanski, 2007: 300)을 따

른다. 이국적 취향(exoticism)의 틀 속에서 인도와 인도문화는 고정적이며 정

체된 그림으로 표상된다. 위 인용구가 드러내는 마케팅의 인도상상에서 인도

는 카메라의 피사체, 즉 풍경(landscape)이 된다.

“여행자의 심미적 태도”(이효덕, 1996; 김홍중, 2009; 145에서 재인용)는 남

인도의 자연, 생활공간과 그곳의 사람들을 풍경으로 만든다. 여행자는 여행

지의 풍경화를 통해 미학적 만족감을 얻고 ‘차이를 확인하려는’ 심리적 욕망

을 충족한다. 풍경화된 대상에서 발견되는 것은 타자의 실재성이 아니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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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의 기대와 ‘시선’이 응축된 상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풍경은 “문화적 가

공물”(ibid)이다. 김홍중에 따르면, “풍경이란 단순한 미학적 완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풍경의 향수자가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구성하는

일종의 ‘제도적 세계상’이다. 제도인 한에서 풍경은, 지각과 경험을 조직하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원리이며 또한 세계상인 한에서 풍경은 언어로 구성된

세계관과 상이한 영상적 구축물”이다(2009: 142).

따라서 관광마케팅의 언어로 상상된 남인도의 풍경은 해당 상품에만 부착

된 고유한 것이 아니다. 제도화된 상상으로서의 풍경은 여행의 담론공간을

조직하는 매체와 담론의 수신자들에 의해 집합적으로 생산되고 규범적으로

승인된다. 그로써 풍경화하는 상상은 여행의 장 내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된다. 한편 인도의 풍경-상상은 인도를 하나의 ‘상’으로서, 다시 말해 시

각적으로 구현된 이미지로서 구축한다. 수신자의 상상력은 가이드북과 여행

마케팅, 여행기 등의 서술과 묘사, 첨부된 사진 등을 매개해 여행대상을 이

미지화한다. 인도의 “이미지-풍경”27)은 여행지로서의 인도를 상상함으로써

재현되는 상징화 이전의 인도-상이자 여행자들이 차이로서의 인도-풍경을

욕망하는 단초가 된다. 다음의 가이드북 서술은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의 풍

경을 마치 사진처럼(picturesque) 이미지화하고 있다.

눈부시게 신비로운 옛 불교 왕국은 불모의 산악지대 한가운데 자리한다. (...) 펄럭이는

기도 깃발은 영혼의 메시지를 산바람에 실어 보낸다. 신자들은 자은(실)을 시계 방향

으로 풀어내며 복을 비는 만뜨라를 읊조린다. 불교 사원에 벽화와 보살상이 가득하다.

(LP : 325)

앞의 인용에서 남인도의 자연과 생활세계가 ‘싱그럽고 고즈넉한’ 이국적

경관으로 그려낸 것과 마찬가지로, 가이드북이 소개하는 북인도 라다크 지역

역시 풍경의 상상에 사로잡힌다. 독자는 ‘불모의 산악지대’에서 불심 깊은 라

다크인들이 조용히 경문을 외는 풍경을 상상하게 된다. 척박한 환경은 살아

27) 다른 저작에서 김홍중은 풍경의 세 가지 차원을 ‘이미지-풍경’, ‘담론-풍경’, ‘풍경적 
실천’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개념화한 바 있다. “이미지-풍경은 풍경화, 풍경 사진, 풍경
에 대한 문학적 묘사 등을 포함하는 ‘이미지로 현상된 풍경’”(2008: 149-1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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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 위한 노동과 분투가 아닌 종교적 침잠과 비활동성, 그리고 여전히 ‘벽

화와 보살상이 가득’한 ‘옛 불교 왕국’에 살아가는 이들의 무역사성과 연결된

다(O’Reilly, 2006: 1003; Lozanski, 2007; 300). ‘원시적인’ 라다크의 ‘이미지-

풍경’은 관조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동결되어 여행상상을 조직한다.

풍경의 수용자들은 이미지로 제시된 인도상상을 통해 인도를 인식, 평가하

는 동시에 여행의 동기를 마련한다. 사진이 취미인 면담자 B(남. 20대 중반)

는 인터넷에서 여러 사람들이 찍은 인도 사진을 접하며 인도여행을 계획하

게 되었다. 그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리의 풍경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거나, 조용히 있는데 되게 눈빛이 깊은” 인도인들의 모습에서 “사람에 대

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하던 “사람”의 모습이란 단지 “골목

에 서서” 카메라를 든 여행자의 시선을 마주하며 “가만히 있고 딱 지켜보는

그런 그림” 속의 인물들, 즉 풍경 속의 정물들이다. 정물화된 인물은 그가

처한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과 현실적 상황이 탈취된 일종의 ‘박제’로서, ‘인

도인스러운’ 느낌과 분위기만을 전달한다. 면담자 L(여. 40대 초반) 역시 처

음 가본 인도 레스토랑 장식의 “색감”에 끌려 인도 사진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녀를 인도여행으로 이끈 것은 사진에서 본 인도의 “몽환적인 분위기”와

“아득한 그런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색감”을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욕구였다.28)

28) 인도여행을 동기화하는 계기로서 사진 이미지가 갖는 역할은 지대하다. 여행 산문 내
에서 사진 이미지는 ‘현장’의 생동감을 전달하며 문자 텍스트를 보조한다. 여행 브로슈
어나 판촉용 광고에서는 사진 이미지 자체만으로도 특정한 목적지 이미지를 형성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인도여행의 경험적·상업적 재현 방식으로서 사진 이미지는 전문 
여행자의 여행 출판물, 사이버스페이스의 여행기, 여행사의 상품 광고, 인도정부관광청
의 캠페인, 가이드북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사진 이미지에 대한 본격적
인 분석은 보다 제한된 대상을 소재로 별도의 연구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예컨대 
Kraft(2007)는 LP 인도(영어판)에 나타나는 종교적·영성적 인도재현을 비판적으로 검토
한 바 있다. ‘종교인’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한 LP의 수록사진
에 ‘종교적’인 사진 이미지는 단 한 장뿐인 반면(52장 중), LP 인도에 수록된 127 장의 
사진 중 47 장이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 Kraft는 LP가 인도 종교의 현대적 맥락에 대
한 고려 없이 전통적 이미지와 과거와의 연속성을 재생산하는 ‘증류된 역사’를 재현하
며, ‘종교적’ 인도인을 개인적 종교인이 아닌 ‘얼굴 없는 집단’으로서 ‘종교적 군중’이자 
‘하나의 신체’로 그리고 있다고 비판한다(233-235). 인도정부관광청의 ‘Incredible 
India’ 캠페인에 나타난 사진 이미지에 대한 분석으로는 Geary(2013)을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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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정물’화된 인물29) <그림3-3> 인도음식 전문점의 내부

한편 장소-이미지가 관람자로 하여금 풍경으로 기재되기 위해서는 풍경의

담론적 조건이 예비 되어야 한다. 담론-풍경이란 “풍경이 하나의 이미지로서

산출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 대상을 풍경으로 지각하게 해주는 특정 담론

의 총체”(김홍중, 2008: 149)이다. 영상적으로 시각화된 풍경에 대한 언어적·

기호적 재현인 담론-풍경은 “풍경을 보는 ‘눈’을 훈련시키며, 풍경에 대한 취

향을 고정시키고, 풍경에 대한 미적 판단의 코드를 규정”(148)하는, “요컨대

시각체제(scopic regime)를 규정하는 규칙”(149)이다. 따라서 담론-풍경은 인

도상상의 시각화된 이미지를 승인함으로써 풍경적 실천30)을 향유하는 방식,

즉 여행자들의 인도 독법(讀法)을 규정한다.

바라나시라는 곳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 특히 강가와 가트 주변은 그 자체만으로 별

다섯 개다. 바라나시만의 독특한 느낌을 느껴보고 싶다면,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가트

를 거닐어 보자. 다리가 아프면 쉬고, 가트변 짜이집에서 짜이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를 가져야 바라나시가 제대로 보인다. 다른 도시를 여행하듯, 일정대로 볼거리들만 순

례하다보면 바라나시를 영영 놓칠지도 모른다. (프렌즈: 199)

29) <그림3-2>는 면담자 B가 직접 인도여행 중에 찍은 것이다. 면담자의 동의 하에 게재
하였다. <그림3-3>은 서울에 위치한 인도음식 전문점 ‘D’의 내부사진이다.  

30) 풍경적 실천은 담론-풍경을 통해 구성된 인식과 감상의 기준을 통하여 생산된 다양한 
이미지-풍경의 물리적 원천을 풍경의 향수자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김홍중, 200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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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나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각규칙을 따라야 한다. 가이

드북 저자는 인도여행의 권위자로서 바라나시 풍경의 독법을 제공한다. “바

라나시만의 독특한 느낌”, 즉 면담자 L이 말한 “아득”하고 “몽환적인 분위

기”는 순수하게 감각적으로 체험되지 않는다. 바라나시에 대한 지식들, 예컨

대 힌두교의 성지라는 신비로운 상징성과 종교적 의례가 지닌 의미들에 대

한 담론이 바라나시의 ‘이미지-풍경’에 결합한다. 바라나시의 ‘풍경적 실천’은

‘응시’의 대상으로서 ‘이미지-풍경’을 승인하는 ‘담론-풍경’에 의해 유도된다.

L은 여행 전에 이미 사진 이미지로 재현된 바라나시의 ‘풍경’을 통해 그 공

간의 분위기와 느낌을 상상할 수 있었다. 이는 ‘풍경적 실천’을 통해 그것을

감관을 통해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미 바라나시 강변과 가트를 찍은 ‘이미지

-풍경’과 바라나시에 대한 ‘담론-풍경’이 풍경의 규칙을 이루고 있기에 가능

한 일이었다.

<그림3-4> 바라나시 가트의 풍경. 출처: 위키피디아(Ghats in Varanasi)

인도의 상상적 풍경에서 드러나는 여행지 인도는 이국적 자연과 역사적

시간이 정지한 유적, 그리고 생활세계의 활동성이 제거된 사람들의 이미지로

대표된다. 인도가 풍경으로 상상되는 이상, 여행자는 여유를 갖고 대상을 관

조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인도여행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상상된

다. 풍경의 상상은 인도에서 문명화의 요소들을 배제한다. 여기에는 근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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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규범과 사회적 규칙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따라서 풍경의 상상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시민적 예절과 공중도덕, 법

질서의 문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간으로서의 인도, 즉 ‘위험’한 인도의

상상이 잉태된다.

기실 풍경-위험의 이항대립은 이국적 타자로서 인도를 상정하는 순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풍경은 지각되는 대상의 속성이 향유자의 미학적·문화적

허용치 내에서 ‘관리’될 수 있는 한에서만 시선의 대상으로 구축될 수 있다.

이에 풍경의 완상(玩賞)은 여행자의 출신사회가 보유한 지각과 상상의 범위

를 확인하는 작업이 된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타자의 속성은 일차적으로

‘볼거리’에서 배제되고, 이차적으로는 위험으로 상상된다. 풍경의 상상은 ‘위

험’의 상상으로 전도된다. 풍경이 되지 못한 인도는 위험을 잉태한 것으로

여겨진다. 위험으로서 인도를 상상하는 방식은 E. M. 포스터의 『인도로 가

는 길』과 같은 제국주의 시대의 소설 속에서 이미 원형을 선보인다. 포스터

의 등장인물들(백인 여성)은 마라바(바라바) 동굴로 한적한 외유를 떠나지만

막상 동굴의 어두운 심연을 마주하고는 원인모를 두려움에 휩싸인다. 인도의

‘파악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여행상상은 여행자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

긴다. 아래 여행기의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극단화된 타자성의 체험이 주

는 예측불가능성이 위험에 대한 두려움의 조건이 된다.

어둠 속의 바라나시는 너무도 기묘해서, ‘이국적’이라는 말만으로는 도저히 표현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 이 도시에 머문다는 것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가

능할 것 같아 보였다. 마치 정지되어 있는 죽음의 도시 같다고나 할까, 아니면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도시 같다고나 할까. 그런 까닭인지 나

는 일종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류경희, 1997: 31-2. 강조는 연구자31))

인도의 여행자들에게 해당되는 구체적인 ‘위험’이란 대개 신체적·성적 폭

력에의 노출이나 안전사고·도난·사기 등의 가능성을 뜻한다. 드물긴 하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나 테러의 위협이 추가되기도 한다. 대개의 인도여

행 가이드북은 예상되는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31) 이후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인용문의 강조는 연구자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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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는 “인도 실용정보 - 여성여행자” 항목에서, 『프렌즈』는 “트래블 트러

블 - 성폭력·성추행” 항목에서 여성여행자의 성폭력 위험을 다음과 같이 경

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인도는 보수적인 나라이다. (...) 옷차림과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것이

좋다. 인도 남성이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

또 다른 추행으로는 일부러 와서 부딪힌다든가 휘파람을 불어댄다든가 길거리에서 따

라온다든가 하는 것이다. (LP . 2009: 1288)

인도의 클럽 등지에서 음료에 약물을 타 실신케 한다는 사례도 현지 언론에서는 공공

연한 비밀이고 물정도 모르고 영어 못하는 동양인 여성은 아주 훌륭한 타깃이다. (프

렌즈. 2009: 89-90)

‘보수적인’ 인도사회에서 행보가 자유롭고 비교적 신체노출을 꺼리지 않는

여성 여행자들은 ‘인도 남성’의 성적 접촉과 폭력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트러블’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북은 “현지 여인들처럼 (...) 입는 것이

좋”(LP : 1289)으며, 악수를 비롯한 모든 “신체적 접촉”은 “강한 ‘여지’”(프렌

즈: 90)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남성 여행자와 동행하고 있는

여성 여행자는 이런 일을 덜 당할 수 있”(LP : ibid)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적극 후원해줄 남성 여행자”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권한다(프렌즈:

ibid).32)

인도여행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는 여행기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한비야는 기차 여행 중에 지적이고 친절한 한 무리의 인도 학생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이 대접한 수

32) 『프렌즈』는 또한 소란을 피워 군중을 모으면 성추행의 범인을 잡는 것은 물론 “몰매”
를 때려 보복할 수도 있다며 일종의 ‘퇴치 방법’을 제시한다. Lozanski(2007)는 ‘서구 
여성에 대한 인도 남성의 성적 폭력 – 인도 남성에 대한 보복 폭력’의 이원구조가 인도 
독립여행(independent travel)의 폭력 담론에서 중추를 차지한다고 본다. 이중적 폭력
에 대처하는 제도화된 태도와 규범, 즉 인도 ‘남성’은 사회적·문화적 금기로부터 자유로
운 여성 여행자를 상대로 제멋대로(unruly) 성적 욕구를 표출(hypersexed)하는 위험한 
존재며, ‘여성’ 여행자는 ‘남성’ 여행자와 동행함으로써 문제를 예방 혹은 해결할 수 있
다는 식의 위험-재현은 가부장적이고 오리엔탈리즘적인 인도 상상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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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가 든 차를 마시고 옆 자리의 일본인 여행자 사토가 짐을 몽땅 도둑맞

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 이 사건을 전달하는 한비야는 “누구도 사토를 도와

주지 않”고 모른 체한 “같은 칸에 탄 인도 사람들”에 실로 “기가 막”혔다고

털어 놓으며, “이게 바로 인도다”라고 경고한다(한비야, 1998: 253-254).

여성 여행자로서 특히 (...)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고, 워낙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카페에서. 여성 여행자들한테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사기를 치거나, 그래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성추행이나 이런 위험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고 그런 걸 사

실을 제일 주의 깊게 봤던 것 같고. (G. 여. 30대 초반)

걱정이 좀 많아가지고 인도 테러 같은 걸 걱정 많이 했어요. (웃음) 그 외에는 별 걱

정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행을 많이 준비한 건 아니고, 거기(인도 방랑기 카페)선

그것만 봤어요. 여자 혼자 여행해도 안전한가. (A. 여. 20대 중반)

위험의 상상은 실제 여행실천을 통해서 경험적으로도 확인된다. G는 1달

간의 여행 동안 “빤히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꾸만 말을 걸고 함

께 “사진 찍자”고 다가오는 인도인(남성)들이 “되게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반대로 A는 같은 종류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A에게는 위험의 상상이 경

험적으로 기각된 셈이다. 사고나 범죄에 노출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인도 여행에 경험적으로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상상’은 어디까지나 사회문화적인 구성물이다. 위험의 상상에서

는 위험의 여러 층위 중 특정 유형의 위험이 취사선택된다. 선택은 위험을

재현하고 위험 담론을 규범화하는 매체 – 가이드북, 여행기, 뉴스, 사이버스

페이스33) – 의 몫이다. 위험의 사회적 구성은 이국과 ‘집’ 사이의 “역사적이

고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에 기반하며, 그 관계에 의거해 타자와의 ‘차이’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공유된 의미”가 생산된다(Carter, 1998: 349-50). 위험의

재현매체들은 ‘공유된 의미’가 제공하는 틀 안에서 위험을 재생산한다. 나아

가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위험은 ‘의미’를 지탱하는 문화적 구조를 “의식적으

33) 인도여행 관련 인터넷카페인 ‘인도방랑기’(http://cafe.daum.net/gabee)와 ‘인도여행
을 그리며’(http://cafe.naver.com/india2004) 모두 여행 중 겪은 사건사고와 위험의 
경험을 공유할 목적으로 만든 별도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면담자 대부분은 이들 
게시판을 통해 여행 트러블에 관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습득한 경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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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 무의식적으로 유지”한다(Elsrud, 2001: 598). 여행자들은 문화적 구조

내에서 형성된 위험의 의미층을 매체를 통해 수용함으로써 위험의 상상을

개인화하고 내면화한다.

3) 카오스와 질서

본 절은 인도의 ‘사회’적 층위에 관계된 여행상상을 다룬다. 여행상상의 한

축은 방문지 사회의 질서와 규범의 유무와 형태, 즉 그곳의 사회적 구성체의

조직 원리에 대한 재현과 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 사회

적 실체에 대한 분석적이고 사실적인 관심이라기보다는 여행경험을 통해 생

산된 인상적이고 감각적인 비평에 의존한다. 예컨대 카스트 제도에 대한 여

행자의 재현은 대개 가이드북이나 여행기가 제공하는 단편적인 정보에 자신

의 여행실천으로부터 도출된 경험적 진술이 합산된 서사이다. 주요 네 카스

트와 불가촉천민이라는 교과서적 도식이 여행자가 인도사회를 재현하는 기

준이 된다. 여행자가 목도한 빈민가 주민의 어려운 삶은 단순한 빈곤이 아니

라 ‘불가촉천민’의 빈곤이 된다. ‘가난한 브라만’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이나

직업카스트(자띠), 소수부족 등 카스트제도의 얼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다른 요소들은 여행자의 사회적 상상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여행경

험을 의미화하는 작업에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배제되어야 할 변수다. 이렇

듯 인도사회에 대한 여행 장의 담론적 재현 역시 실증성이 아닌 상상의 영

역에 준거를 둔다.

“인도에는 태초의 혼돈이 있다.”(이지상, 2000: 5) 여행자의 대표적인 인도

사회상상은 무질서와 혼란, 즉 ‘카오스’로서의 사회이다. 밀집된 인구와 복잡

한 시가, 통제되지 않는 인축(人畜)의 이동, 상호관계에 있어서의 상이한 인

습, ‘공적’ 시스템의 지나친 비합리성 등 출신지 사회의 ‘상식’을 위협하는 경

험적 사실들을 마주한 여행자에게 ‘카오스’는 어쩌면 유일하게 가능한 설명

어가 된다. 카오스의 상상은 사실 인도사회의 질서부재를 사실 그대로 재현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것을 적확하게 설명할 여행자의 언어부재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다시 말해 카오스는 인도의 혼란이 아닌 대상을 정의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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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여행자의 혼란이다. 그러나 많은 여행재현의 서사들에서 카오스

는 여전히 인도사회에 귀속된 속성으로 나타난다.

뇌리에 와 박히는 인도의 첫 모습, 그것은 정신없음, 혼란, 무질서였다. 와, 내가 어떻

게 저런 사람들과 한 달을 살 수 있을까? 바라나시 구시가지 (...) 혼돈, 그 의미가 ‘혼

돈’임을 진작 알았어야 했다. (박종인, 2000: 21, 91)

열 번을 여행했지만 인도는 여전히 내게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나라다. 더럽고, 익살맞

고, 황당하고, 고귀하고, 기발하고, 화려하다. 인간의 모든 고정 관념을 깨부수는 것들

이 뒤범벅되어 마술처럼 펼쳐진다. (...) 또한 인도인들은 못났고, 가난하고, 마구 밀쳐

대고, 불구자 투성이다. 고집세고, 낙천적이고, 기품 있고, 성스럽고, 때로는 슬플만치

삶에 대해 열정적이고, 동시에 베짱이보다 더 게으르다. 도시든 마을이든 어디에나 즐

비한 신전의 신들은 수천 년 전에 탄생한 것들인 반면에, 인도인들은 여분의 신장이나

안구를 팔아서 냉장고와 전기밥통을 사들이기도 한다. (류시화, 1997: 205)

조선일보 기자인 박종인이 재현하는 인도는 ‘한 눈에’ 카오스로 파악된다.

판단은 오랜 숙고를 기다리지 않고, 압도적인 감각적 충격에 의해 일시에 일

어난다. 이 첫인상은 화자가 이후의 여행경험을 해석하는 준거로 작동하며,

예비 여행자인 독자에게는 추체험을 통해 직접 카오스적 풍경과 조우할 미

래의 사건을 대비하게 한다. 기자가 ‘혼돈’이란 단어로 지칭하고자 한 것을,

시인 류시화는 그것의 속성을 최대한 설명해내고자 한다. 여기서 인도의 “불

가사의”한 특성은 갖가지 자극적이고 모순적인 수식에 의해 형용된다. 정의

할 수 있는 말이 부재함의 이름인 ‘카오스’를 다시 언어의 영역으로 소환하

고자 할 때, 그 어려움은 이렇게 과도한 수식어를 붙이는 것으로 토로된다.

다른 한편 류시화는 카오스로서의 사회상상에 이어 인도인의 속성에 대한

수식을 덧대고 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못지않게 인도인의 삶 또한 혼란

스럽기 그지없다. 이들은 온갖 양가적인 가치와 태도를 체화한 형용모순 그

자체로 재현된다. 나아가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판매한 돈으로 가전제품을

사들일 만큼 비합리적이기도 하다.

이곳 주민들은 (...) 무질서와 혼돈에 익숙해져 있다. 델리 사람들의 표정은 찡그리지도

그렇다고 웃고 있지도 않다. 그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무뚝뚝하게 반응하는 것이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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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람들의 표정이다. (함성호, 2008: 19)

류시화와 마찬가지로, 시인 함성호는 ‘무질서와 혼돈’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한다. 그리고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질서 부재의

사회에 이미 “익숙해져”버린 삶의 태도를 읽는다. ‘델리 사람들’은 혼돈에 저

항하거나 질서를 다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내하고 관망하며 소극적으

로 반응하는 비활동적 주체로 상상된다. 감관을 덮쳐 오는 거대한 사회적 혼

란과 무질서의 상상은, 인도인을 이에 맞서기보다는 그저 “익숙해”질 뿐인

수동적 ‘정물’(still life)로서의 군중으로 상상하게 한다. 이들에게선 근대적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성, 정치적 참여, 이성에 따른 숙의와 공적 토론,

질서를 수복하려는 당위적 규범 같은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어떻게 여행자는 인도를 사회로서 상상할 수 있을까.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 짜증을 낸다고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다는 자각. 그래

서 그 대혼란 속에서도 정교한 질서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경쟁은 애당초 안중에

없다. 남이 강제하지 않은 질서, 그리고 인내심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그런 덕

목들이 어지럽게 그물로 엮여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

다. (박종인, 2000: 91)

오, 이 완벽한 조화. (...) 이 순간, 추한 것, 더러운 것, 불결한 것, 아름다운 것, 깨끗한

것, 신성한 것은 모두 이름을 잃고 하나의 실재 속으로 사라지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강이란 말인가. (이지상, 2000: 294-295)

바라나시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서 성급함과 조급함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행정적인

일처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거리를 배회하는 여러 짐승들까지도 너무도 여유

자적해 보였다. 나도 서울에서 가졌던 조급증을 접어두니 이곳의 느린 속도에 적응이

되어 가고 여유가 느껴졌다. (류경희, 1997: 34.)

여행자의 시선은 무질서와 혼돈의 이면을 파고들어, 그 속에 존재하는 일

종의 ‘내적 질서’를 간파한다. 달리 말하면, 여행자의 얕은 침투력에도 금세

발각될 만큼 그리 깊게 은폐되어 있지 않다. 사회생활을 조직하는 성문화된

제도나 사회적 규범이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이 “정교한” 내적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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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를 유지하는 힘으로 발견된다. 감각적이고 표피적인 혼란과 대립은

인도에 잠재된 어떤 힘이 이끄는 대로 하나의 “실재” 속으로 흡수된다. 한편

내적 질서는 경쟁과 타율을 배제하고 관용과 관심에 의해 조율되는 공동체

적 윤리에 가깝다. 혼란스러운 사회적 외양에 반해, 인도사회의 내부는 공동

체의 문화적 규범에 의해 조화롭게 조직되어 있다. ‘조화’와 ‘느림’, ‘여유’가

이 공동체의 덕목이다. 여행자의 상상 속에서 인도의 질서는 지근거리의 공

동체 내에서 회복된다. 이 공동체는 국가로서의 인도에서 기능하는 정치체나

사회제도, 행정시스템의 실제적 작동과는 무관하다. 이제 인도는 하나의 마

을로 상상된다. 마을의 상상적 경관은 모순과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하

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닮아있다. ‘내적 질서’의 담지자로서의 사회상상과 ‘카

오스’로서의 사회상상은 인도여행의 담론체계 내에서 기묘한 대구를 이룬다.

2. 자기-실현의 상상

앞 절에서 여행목적지인 인도상상의 공간을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여

행지에서의 여행자 자신에 대한 상상을 다루려 한다. 여기에는 여행자의 자

기-실현에 대한 기대가 투사된다. 여행은 언제나 낯선 공간과 이국적인 문화

를 경유해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작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17-18세기 유럽의

‘그랜드 투어’는 젊은 귀족들이 이탈리아를 최종 목적지로 유럽 각지를 순회

하며 견문을 쌓고 돌아와 ‘성인’으로서의 인정을 습득하는 통과의례였다(설

혜심. 2013). 한 세기가 흐른 18-19세기에는 ‘그랜드 투어’의 하층계급 판인

‘트램핑(tramping)’이 등장했다. ‘트램핑’은 경제적·종교적 이유로 젊은 하층

민들이 타지를 떠돌며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었다(Adler, 1985).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조선과 건국 초기 한국에서 인도여행은 유사한 역사적 상황과

주변부의 위치를 공유한 ‘동질적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설

정하고 규정지을 준거를 제공해주었다. 여행하는 행위가 결국 여행자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라면, 여행목적지에 대한 상상 역시 여행자의 자아상상과 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 바꿔 말해 여행자는 타자인 인도를 상상하는 방식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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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지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

인도여행의 재현에는 독특한 형식의 자아상상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인

도의 여행자는 ‘견문’을 넓히거나 ‘기술’을 습득하고 타자와의 ‘동질성’을 확

인할 것으로 상상되지 않는다. 이들의 자아상상은 내면에 있는 자신의 진면

목을 성찰하고 발견하고 회복하려는 기대, 즉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

의 상상으로 특징된다. 따라서 “인도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선 안에 있는 것”(최창근, 2008: 238)이라는 서술이 가

능해진다. 여행자 자아의 상상공간은 다양한 종류의 ‘자기-실현’의 서사들로

채워져 있다. ‘자기-실현’의 서사에서 여행은 이전까지 알지 못한 내면의 모

습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며, 자신을 보다 나은 단계로 ‘발전’

혹은 ‘변화’시키며, 나아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기는 자아의 부분을 ‘소멸’하

는 계기로 작동한다.

인도정부관광청 웹사이트의 메인화면 중심에는 “명상 속에서 얻어지는 또

다른 깨달음, Incredible India”이란 문구와 함께,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잠긴

서양 여성의 사진이 있다. 관광청의 국가마케팅 전략은 인도로의 여행을 명

상과 연결시킨다. ‘명상=여행’의 성과는 ‘깨달음’을 얻는 데 있다. 자신에 대

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여행자의 기대는 명상적 인도의 ‘놀라움’과 만나

이루어질 것으로 상상된다.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란 먼저 자신의 존재에 대

해 자각하고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인도를 한 마디로 말해 보라면 ‘아주 못생긴 어머니’ (...) 자기를 찾아온 모든 이들에

게 빠짐없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게끔 하는 내면의 모성을 지녔다 (...)

불결한 옷을 입고 있는 인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곧 나 자신에 대해 생각

하게 하는 힘이 있다 (...) 겉모습의 인도에서는 아주 나쁜 경험을 얻게 되고, 속마음의

인도에서는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 인도는 반드시 각자에게 맞는 목소

리와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한비야. 1998: 249-250)

한비야는 “인도에 가면 인생이 보인다”(247)는 말로 자신의 인도여행기를

시작한다. 인도의 “겉모습”은 “불결”하고 “아주 못생긴 어머니”로 비유된다.



- 68 -

여행에서 만나는 갖가지 불편함과 비위생적 환경, 잠재적인 위험은 인도에

대한 “아주 나쁜 경험”을 주곤 한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겉모습” 너머로

“인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행자 스스로의 모습이 발견된다. 고생스런 여

행의 경험은 “인생”과 “나 자신”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한다. 인도의 부정적

인 외피는 다름 아닌 여행자 자신의 일그러진 겉모습이다. 인도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것은 곧 껍데기 너머 감춰져 있던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행

위이다. ‘자기-발견’은 “내면의 모성”을 지닌 인도에서 여행자들이 얻는 “최

고의 경험”이 된다.

‘타인이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반문해보는 장소가 나에게는 다

름 아닌 인도였다. (...) 눈을 똑바로 뜨고서 나 자신과 마주서본 적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인도였다. (...) 내 인생의 황금기는 여행에 있었으며, 특히 인도 여행은 그 황금

기의 열매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삶을 배웠고, 세상을 알았다. (류시화.

1997: 208)

류시화에게 인도여행이란 ‘인도’나 ‘인도인’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는 행위이다. 인도라는 공간은 외재적 대상으로서의

실재성이 아니라, 내면적 자아를 직시하는 명상적 장소로서 의미화된다. 여

행자의 자아는 최소한 두 개의 층위로 구분된다.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 일상

적으로 항존(恒存)하는 표피적인 자아이다. 이는 직업세계와 생활세계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자아라 할 수 있다. 그것의 이면에는 평소 억압되고 숨겨져

있는 내면적 자아가 존재한다. 이 자아는 여행을 통해 나 자신의 진정한 모

습을 직시할 때 발견된다. 나아가 “눈을 똑바로 뜨고서 나 자신과 마주”한

경험을 통해 여행자는 “삶을 배웠고, 세상을 알”게 된다. 세계와 자아에 대

한 지식은 외부의 탐구가 아닌 내면의 성찰로부터 획득된다. ‘발견된’ 자아야

말로 지식의 원천이며, 지식의 정당성은 발견의 과정이 얼마나 ‘진정’했는가

에 따라 결정된다. 인도여행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한다는 상상은 근대

사회의 불안과 비진정성으로부터 도피하여 ‘진정한 나’와 ‘진정한 세계-지식’

을 습득하기를 갈망하는 여행자들에게 유효한 호소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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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당신을 망가뜨려 놓았군요.” (...) 나는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

했다. 그것은 어떤 위기와도 같은 것이었다. (...) 나 자신이 나를 더 망가뜨리기 전에

어서 그곳으로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다. (...)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인도로 향했다. 이

것이 내가 인도와 만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였다. (임헌갑. 1996: 12)

임헌갑의 『떠나는 자만이 인도를 꿈꿀 수 있다』는 류시화의 책과 함께

90년대 중후반의 대표적인 인도여행기이다. 직장생활로 지쳐가던 저자는 우

연히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암으로 세상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마지

막으로 만났을 때 그녀는 “서울이, 당신을 망가뜨려 놓았군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죽음으로 당시를 상기하게 된 저자는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위기”의 현실을 자각한다. “위기”란 다름 아닌 자신의 원래 모습을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은 채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서울에서의 삶이 “생활

이라는 이름으로 사슬처럼 나를 결박”하는 상황은 자아의 상실과 주관의 포

기를 야기했다. 인도여행은 “나를 더 망가뜨리기 전에” 상실한 자아를 회복

하기 위한 “삶에 대한 반란”(558)의 시도이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이 정의인양 상

석에 앉아 스포트를 받는 이 시대의 잔상을 부러워하고, 이제는 나 자신의 초심까지

온통 진흙탕으로 뒤덮여 빠져나올 용기와 체력마저 아예 상실해 버린 껍데기 밖에 남

지 않았다. 나는 (...) '마나사로바' 호수에서 더러워진 마음을 씻을 것이며 카일라스의

코라를 순례하면서 과거의 껍데기를 벗어 버리겠다. (...) 그리고 이번 회귀(回歸) 여행

은 시대에 타협하고 초심을 잃어버린 동료 여행인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싶다. (석채

언. 여행신문 2010.5.24.)

“초심”은 이미 상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수하고 본질적인 자아상이다. 이

를 수복하겠다는 상상은 자신의 숨겨진, 어쩌면 보다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다는 상상과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층화된 자아의 형태를 그린다. 양자의 차

이는 전자에게 ‘진짜 나’란 앞으로 발견될 미답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한 차

례 상실해버린 과거의 초상이라는 점이다. 잃어버린 초심, 즉 자아의 상실은

물질적 부를 좇아 현실적 어려움의 도전이나 극복이 아닌 “타협”을 선택한

결과이다. 자본주의 체제 하의 경제인구로서 사회적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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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를 요구받는다. ‘생존’이야말로 시대의 정언명령

이다. 현대사회의 과도한 물질주의는 내면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측면을 파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존을 위한 현실에서는 상실한 자아를 회복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과거의 껍데기를 벗”고 망실한 초심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여행이 요구된다. 인도의 정신주의와 성스러움에 대한 상상이 인도여행을

“순례”로서 표상한다. 비진정한 현실의 일시적 단절경험이자 영성과 성스러

움을 경험할 계기인 인도여행을 통해, 여행자는 자아의 ‘회복’을 상상할 수

있다.

나는 순례하는 동안 차츰 변화되었다. 내면이 맑아지고 깊어지는 느낌이었다. 순례가

끝날 무렵에는 내 안에도 붓다가 있음을 깨달았다. 현재 드러난 내 모습은 어리석고

성내고 욕망에 휘둘리는 <밖의 나>일 뿐이었다. 분명 내 마음에도 붓다의 씨앗이 이

미 뿌려져 있는 <안의 나>가 있음을 이해했다. (정찬주. 2002: 6-7)

인도에서 보낸 이 기간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분명 ‘전환’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 내 삶의 주체여야 할 ‘나’를 찾아서. 나는 인도를 택했다. 인도는 내게 변화

를 예감케 했다. (...) 변화를 위해 이곳엘 왔었다. 어떤 변화인가. 그것은 삶의 질의 변

화, 내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내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였

다. 그리고 이는 결국 나의 정화를 통해 나 자신과 만나는 것에 있었다. 내 어리석음

과 미망을 닦아내어 본연의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류경희, 1997: 책머리에,

21, 291.)

자아의 진정성 상상의 또 다른 유형은 ‘자기-변화’ 혹은 ‘자기-향상’의 상

상이다. 자아는 질적 차이를 갖는 여러 수준의 위계로 구분되고, 지속적인

수양과 특별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형태로 변화하거나 상위의 단계로 향상

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행서사에서 여행 전의 자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밖의 나”, 즉 ‘낮은’ 수준의 자아는 외부의 자

극에 쉽게 현혹되며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이 자

신의 내부에 잠재해있음을 깨닫지 못한 ‘미망’으로 여겨진다. 자아의 ‘미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조건의 개조와 변혁이 아닌 내면의 움직임을 관

찰하고 수용해야 한다. 자아의 ‘발견’이 ‘변화’와 ‘향상’의 시금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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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자아를 좀 더 ‘높은 수준’에 다다를 수 있게끔 변화시키고 향상시

키는 계기로서 상상된다. 인도의 여행경험은 외부의 탐색이 아닌 내면의 발

견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여행의 여러 어려움과 위험을 극복하는

과정은 여행자의 자존감을 강화시킨다.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모험’이

며, 여행자는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한층 성장하게 된다. 여행의 모험 상상

은 위험 상상의 근친적 형태로 등장한다. 이는 특히 여행자의 경험서사와 정

체성 형성에서 강조된다. 적절한 주의가 투여되어 충분히 관리된 위험은 여

행자의 서사 속에서 ‘모험적 사건’으로 기재되고, 모험의 획득 여부와 정도는

여행자에게 일종의 ‘위험자본’을 제공한다(Elsrud, 2001). 위 인용문의 저자들

에 따르면 “성내고 욕망에 휘둘리”며 “어리석음과 미망”에 시달리는 나는 여

행과정에서 “차츰 변화되었”으며, 자신의 주체성을 자각함으로써 “정화”될

수 있었다. 여행은 “내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는

“내 삶의 전환점”으로 표상된다.

세계를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 세계　속의 우리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 아름다운

풍경들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되었다. 치유의 과정에는 혼란과의 싸움이 따

라온다. 그 싸움의 끝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도달하게 되고,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게 된다. 여행과 치유와 소통. 모든 여행하는 이들은 이러한 작은 바

람을 안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리라. (...)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이 여행의 끝에서

나를 비우기 위한 여행이 되면서 나의 오랜 인도 여행은 여기서 끝난다. (허경희.

2010: 336-337)

이제 다시 떠날 인도 여행은 ‘나’를 버리기 위해 간다. 이제까지 그곳에서 얻고 배워온

모든 것은 제자리에 놓아두고 나의 에고조차 버리고 껍질만 돌아올 것이다. 아니 가능

하다면 껍질도 버리고 오고 싶다. 앞으로 계속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여행에서 내가

바라는 것 중 하나는 히말라야 어느 계곡에서 완전히 실종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곳

에서 이승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임현담. 1995: 머리말.)

인도여행의 자아-상상의 마지막 유형은 극단적인 선언으로 제시된다. 앞의

세 유형이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고, 회복하며, 향상시키기 위한 계기로서 인

도여행을 상상하였다면, 허경희나 임현담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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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과 ‘소멸’에 대한 기대이다. 허경희의 여행기에서 “나를 찾아 떠난 여

행”은 “나를 비우기 위한 여행”으로 이행된다. ‘자기-소멸’의 여행상상이 ‘자

기-발견’과 ‘자기-회복’의 상상의 배후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저자는 “내면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그런데 자아의 탐색에만 집중할 때 오히려 소통은 불가능해진다. 소통은

자아의 ‘비움’을 요구한다. “치유”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결

국 자아에 대한 착(着)을 버리고 자아의 자리를 비워야한다는 역설이 발생한

다.

의사인 임현담은 “부정부패의 구정물이 흐르는 오늘의 내 조국”을 떠나

“아름다운 보석 같은 모습들이 지천에 널”린 인도를 수차례 여행했다. 앞선

여행에서 인도의 “깨닫게 되는 풍경들”은 “삶의 참된 의미를 던져주”었다

(ibid). 여행은 저자에게 삶의 충량함과 내면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해주었

다. 그러나 이번 인도 행은 “‘나’를 버리기 위해 간다.” 여행을 통해 발견되

고 회복했으며 향상시킬 수 있었던 “에고”는 이제 버려야할 것으로 상정된

다. 비유컨대 자아의 ‘소멸’은 ‘보다 상위의 깨달음’이자 ‘깨달음 너머의 깨달

음’으로서 기대되는 것이다. ‘자기-소멸’의 상상은 인도여행을 “이승의 삶을

마감”할 계기, 즉 순례와 구도의 대상으로서의 ‘자아’를 버림으로써 다른 차

원의 ‘깨달음’을 얻을 계기로 만든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상상공간의 토포스’와 ‘자기-실현의 상상’을 구분해

인도여행의 집합적 상상공간을 살펴보았다. 양자는 각각 ‘진짜’ 인도, ‘진정

한’ 인도에 대한 상상과 ‘진짜’ 자신, ‘진정한’ 자신에 대한 상상으로 구분된

다. 진정성 개념을 유형화한 닝 왕의 분류에 따르면 전자는 ‘대상관련 진정

성’, 즉 여행대상의 객관적인 진위에 대한 탐색이며 후자는 ‘실존적 진정성’

혹은 ‘행동관련 진정성’으로 대상의 진정성과 별개로 작동하는 여행자의 내

적 상태와 마음에 연관된 것이다(왕, 2004: 92; Mkono, 2013: 57). 여행자는

‘인도’의 진짜 모습(맥캔넬의 후면부)을 발견하길 기대하거나 여행을 통해

‘자신’의 참된 면모를 찾기를 원한다. 인도의 상상공간이 대상과 자아의 상상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인도여행은 여행실천을 통해 양자를 직접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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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려는 행위자들의 기획이다.

대상(인도)과 자아(여행자)의 구분은 배타적이면서도 중첩적이다. 어떤 여

행자들은 특별히 인도여행을 자아의 진정성을 찾을 계기로 상정하지 않는다.

면담자 D(남. 20대 중반)의 인도여행 동기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인도의 문

화유산과 유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데 있었다. 또한 인류학 전공자

로서 향후 인도에서 “필드워크”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가 과연 인

도에 맞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목적도 컸다. 사진작가인 면담자 K(남. 30대

후반) 역시 단지 “좋은 피사체”를 얻으려는 의도로 인도를 찾았다. 반대로

인도의 공간적, 문화적 환경이 자아의 진정성을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

가 아닐 수도 있다. 예컨대 패키지 단체관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느슨한

일정과 배낭여행이라는 형식이 주는 파격과 자유로움만으로도 인도여행을

‘진정한 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존적 진정성의 획득, 즉 “진정으

로 좋은 시간”의 향유는 인도가 아닌 장소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실제 여행경험과 면담자의 서사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나누기란 어

려운 일이다. ‘순수하게’ 대상의 진정성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기대하

던 인도의 모습을 마주했을 때 얻는 만족과 성취의 기쁨은 자아의 효능감

(self-esteem)을 향상시킨다. 마찬가지로 자아의 진정성은 인도라는 시공간

적, 문화적 맥락을 배제한 진공 상태에서 획득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V장

의 여행자 서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다. 환언컨대, 진정한 대상(인도)의 발견

은 자아의 개입을 전제하며, 진정한 자아의 획득은 대상을 경유할 때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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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도여행의 실천지평

1. 상상-실천

본 장은 인도여행의 상상이 ‘현실’과 조우하는 지평인 여행의 실천을 다룬

다. 여행자가 직접 인도여행의 ‘현실’과 마주했을 때 상상공간에서의 인도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경험은 추상적이고 관

념적인 상상을 흔쾌히 승인하거나, 혹은 완강히 거부할 기준이 되기 때문이

다. 여기서는 상상과 실천의 관계, 다시 말해 여행자가 여행 전에 알고 있던

것과 직접 경험한 것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 그리고 그에 대한 여행자 자신

의 해석과 성찰을 다룬다. 본 절은 우선 면담자들의 여행경험 서사에 기대어

지배적인 인도상상이 여행실천의 경험과 맺는 관계의 양상을 살피도록 하겠

다.

1) 상상의 승인

“마스지드(모스크) 앞에 딱 보니까 그쪽엔 무슬림 사람들도 많고, 시장이 있더라고요. 그 시장

보면서 오니까 제가 생각하는 혼란이 있더라고요. (...) 한쪽 구석에는 보니까 햇살 좋은 데 어

떤 사람들은 누워 있고, 누구는 릭샤 끌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고 그런 게 극명히 대

비되는, 그런 거 호기심 있게 쳐다보면서. 그때부터 (진짜 여행이) 시작됐어요. 아 이게 여긴

가?” (B. 남. 20대 중반.)

면담자 B는 인터넷에서 본 사진에서 인도여행에 매력을 느꼈다. 그가 기

대했던 인도의 모습은 ‘카오스’의 ‘풍경’이었다. 시끌벅적한 거리를 익명의

‘현지인’들이 혼잡스레 오가는 풍경을 배경으로, “눈빛이 깊은” 어느 인도인

이 매력적인 피사체로서 여행자 앞에 등장한다. 여행 전 그가 갖고 있던 인

도의 지배적인 이미지는 정(靜)과 동(動)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국적 거리

의 모습이었다. B는 마치 풍경을 사진기에 담듯 이런 장면을 자신의 상상적

프레임 속에 시각화하고자 했다. ‘혼란’을 경험하고픈 그의 바람은 델리 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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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유명한 이슬람 사원 앞 거리에서 실현되었다. 그가 간 곳은 ‘찬드니

초크’로 델리의 구시가지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오래된 지역 중 하나이다.

제도화되고 상업화된 ‘관광객 게토’인 여행자 거리 ‘빠하르 간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진짜 ‘혼란’이 그곳에는 있었다. 그에게 이 경험은 무대화된 전면부

의 후면으로 침투하여 인도의 진정한 모습을 만난 중요한 사건이었다. 경험

의 객관적인 진위여부(찬드니 초크 역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가짜 후면

부’일 수 있다)와는 별개로, 상상이 현실과 성공적으로 조우하여 ‘사실’로서

승인받음으로써, 비로소 그가 여행 전 기대했던 ‘진짜’ 인도여행이 시작될 수

있었다.

2) 상상의 배신

그러나 상상의 허구성이 실제 경험의 현실성과 성공적으로 접속하기란 어

려운 일이다. 인도의 여행상상은 대개 타인의 재현을 매개로 한 추체험을 통

해 구성되는데, 이는 자신의 여행경험의 실천적 조건과 동일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실재의 언어화된 재현은 장소의 현장성을 과도하게 능가하거나 왜소화

할 수밖에 없다. 인도여행의 실천경험은 상상을 빗겨가거나 통째로 전복하기

십상이다. 면담자들의 서사 속에서도 상상의 현실불일치성 경험은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제였다.

『연금술사』라는 책이 그때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자기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그려

낸 책이라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 환상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그 책의 하이라이트

가 사막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몸을 모래바람으로 화해서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 근데 가니까 별 거 없더라고요. 춥고, 밤엔 춥고 낮엔 덥고, 그 담

에 여행이 낙타를 타고 다니는 거였는데 여행의 질도 굉장히 낮고 뭐하는 거지 싶고.

(F. 남. 20대 후반.)

면담자 F는 파울로 코옐료의 소설 『연금술사』의 ‘자아를 찾는 여행’ 모

티브에 매료되었다.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의 풍경이 그가 가졌던 상상의 배

경이었다. 그는 지평선을 마주하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발견하는 자신의 모습



- 76 -

을 기대했다. 그러나 스무 살의 첫 번째 인도여행은 그의 기대를 가볍게 저

버리고 말았다. 그가 찾은 사막은 인도 라자스탄 주에 위치한 타르 사막으

로, 자이살메르라는 도시를 거점으로 엄청난 수의 여행자들이 낙타 사파리를

위해 찾는다. 대개의 여행자들은 몰이꾼이 이끄는 낙타 등에 올라 한나절 사

막 외곽을 이동, 사막 마을에 잠시 들르거나 식사를 한 뒤 모래 언덕 근처에

서 하루 내지는 이틀 밤을 노숙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은 F

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했다. 사막의 변덕스러운 기후는 버티기 힘들었

으며, 낙타 사파리가 제공하는 “여행의 질”은 불만족스러웠다. 여행 과정의

불편함은 상상 속에서 고려된 적이 없는, 의외의 요소였다. 그런데 이 실천

의 ‘의외성’이 F의 여행경험을 지배함으로써, 자신과 대면하게 해주리라 기

대했던 사막의 풍경은 “별 거 없”어 보였고, 상상은 보란 듯 현실과 유리되

었다.

한편 면담자 D(남. 20대 중반)의 사례는 ‘종교적 인도(인)’에 대한 ‘상상의

배신’을 증언한다. D는 대학의 인도신화 수업을 듣고 인도의 종교성에 대한

특정한 인상을 갖게 되었다. 그는 “생활이랑 종교가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인도의 모습, 환언컨대 세속적 삶에 성스러운 것(the sacred)이 속속들

이 침투해 있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의 여행경험은 인도가 “종교적인

나라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았다. 그가 여행에서 경험한 것은 오히려 인

도(인)의 세속성(the profane)이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종교적인 상징

물들이 곳곳에서 범람”하는 ‘인도’의 가시적인 종교성에도 불구하고, 신상 바

로 앞에서도 서슴없이 거짓말로 여행자를 꾀려하는 ‘인도인’의 금전욕, 그 물

질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태도야 말로 그의 여행경험이 목도한 인도(인)

의 본질이었다. 그는 인도인들로부터 “교회 목걸이”를 건 한국의 “종교인”처

럼 금욕적인 종교적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없었다. 종교적 상징으로 가득

찬 인도의 외양과 “우리랑 똑같이” 세속적인 인도인 사이의 괴리는 그에게

“신기한 경험”이었다. 이는 동시에 “종교적인 나라”로 규정된 인도의 상상을

배신하는 경험이기도 했다.

인도여행의 상상공간에는 부재했던 의외적 요소들의 경험적 호출은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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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신’을 발생시킨다. 인도 여행에서 의외성의 개입은 여행의 첫머리에서

부터 등장한다. 그것은 인도라는 낯선 땅이 부여하는 감각적 충격이다. 인도

는 기후조건, 인종, 언어, 복식, 규범과 관습 등 거의 모든 지점에서 이질적

인 타자다. 인도의 이질성은 이국적 정취(exoticism)로서 인도상상을 구성하

고 상상의 소비자를 매료시키는 요소이지만, 그것이 부여하는 감각적 충격의

생생함은 상상공간에 명확히 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행자는 인도에 도착

하는 순간 타자의 감각적 이질성에 압도되고 만다.

델리는 처음에 갔을 때 멘붕이었어요. (...) 빠하르간지 여행자 거릴 갔는데 정말 냄새,

냄새 충격, 냄새 충격. 아 너무 더운데 오줌 냄새, 똥 냄새, 땀 냄새, 이랬는데 막 정신

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흔히

말하는 열악한 모습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G.

여. 30대 초반)

G가 체험한 ‘인도의 냄새’는 당연히 여행상상에서 삭제되어 있었고, 한국

사회에서 형성된 일상적인 감각의 허용량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인도의 첫인

상은 여행자의 정신적·신체적 평정을 무너뜨리고 만다. 냄새와 함께 다른 감

각적 경험들 역시 여행자를 혼란에 빠뜨린다.

“무슨 해외 락밴드 투어 온 것 같지 않아?” 일행의 말이다. (...) 그냥 이유 없이 뚫어

져라 끈질기게 쳐다 볼 뿐이다. (...) 어딘가 싸한 느낌마저 전해왔다. (...) 이건 책에서

보던 사유와 명상의 인도가 아닌 무질서와 혼란뿐 (...) 그들의 강한 시선을 뒤로 하고

배낭 줄은 당기고 복대를 다시 한 번 만졌다. (...) 후덥지근하고 축축한 공기와 특유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몸을 덮친다. (J. 여. 30대 후반)

면담자 J가 쓴 여행기는 공항에 도착한 당시의 정황과 느낌을 서술하고

있다. J에게 인도의 첫인상은 “뚫어져라 끈질기게 쳐다”보는 인도인들의 시

선이었다. 거기에 “축축한 공기와 특유의 냄새”가 더해졌다. “싸한 느낌”에

당황하고 불안해진 J가 한 일은 “배낭 줄은 당기고 복대를 다시 한 번 만”

지는 것이었다. “책에서 보던 사유와 명상의 인도”는 이질적 감각경험에 의

해 완전히 제거되고, 그 자리를 “무질서와 혼란”이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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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의 인도여행담34) 역시 인도의 ‘첫인상’이 자신의 상상과 얼

마나 다른 모습이었는지를 토로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어떤 이는 길거리

에 널려있는 소똥과 지저분한 악취로 돌아다닐 수조차 없었을 뿐더러 식당

의 열악한 위생상태 때문에 여행 내내 컵라면과 맥도날드로 연명했다며 “여

기는 위생관념이 없습니까?”라고 묻는다35). 다른 글은 “집이라고 부르기 미

안할 정도로 부실”한 곳에서 신발도 없는 아이들이 넝마를 입고 뛰어다니는

인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노라 진술한다.36) 인도인의 “드글거

리는 눈빛”과 숨이 턱 막히는 공기, 빨간 눈을 한 개떼들은 “도저히 이 나라

는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아니”라는 첫인상을 준다.37) 더군다나 여행기의 일

화38)와 여행카페의 조언들은 인도의 공항이나 기차역 등에서 지나친 호객행

위, 사기, 절도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상상의 배신에 관한 일화, 조언, 팁, 경고 등은 여행재현과 여행지식의 중

34) 일부 관광(사회)학 연구는 블로그와 카페, 인터넷포럼 등에 작성된 글들을 연구대상으
로 삼고 있다. 다른 매체들과 달리 여행카페와 블로그는 누구나 여행서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여행자들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적 성격을 띤
다. 즉 사이버스페이스는 인도여행의 상상이 제공되는 공간임과 동시에 여행자들이 자
신의 여행실천을 재현하고 공유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Mkono(2013)는 전통적인 
민족지연구를 온라인 사회연결망과 문화에 적용시킨 방법인 ‘Netnography’를 활용해 
짐바브웨 빅토리아 폭포의 ‘이터테인먼트(eatertaingment)’와 진정성의 경합 문제를 살
핀 바 있다. 인도 관련 연구의 경우 Enoch · Grossman(2010)이 이스라엘인과 덴마크
인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인도여행기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사이버스페이
스 상에 공개된 글의 내용 자체를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Netnography’의 샘플링 방법은 유의추출법(purposive sampling), 즉 목적에 따른 연
구자의 “주의 깊은 선택”에 의존한다(Mkono, 2013: 104).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방대한 
자료의 양은 ‘주의 깊은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로선 연구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적 도구가 부재하므
로, 본고에서는 글의 내용 자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른 자료와 
병용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35) http://cafe.naver.com/india2004/93422
36) http://cafe.naver.com/india2004/88921
37) http://cafe.naver.com/india2004/25276
38) ‘상상의 배신’ 경험의 서사는 많은 여행기의 인도재현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예

컨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울 것이란 환상은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여지없이 깨
지고 말았다. 인도와의 첫 만남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다.”(강래우, 2007: 27-28)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 한국에서부터 품어왔던 상상이 현실과는 묘하게 어긋나는 걸 느
낄 때가 종종 있다. (...) 인도여행의 실상을 깨닫는 건 뒤통수를 맞는 듯 순식간이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상식과 기준을 적당히 포기해야 하는 걸까? 이곳은 인도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도에서 내가 기대했던 그윽한 성찰이랄지 철학자가 될 것만 같은 낭만은 망
상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다.”(박혜경, 2013: 280, 3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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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를 구성한다. 면담 결과 대부분의 예비 여행자들은 여행의 준비과정에서

가이드북이나 여행카페 등을 참조함으로써 타인의 여행재현과 여행지식을

선험적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예비 여행자들은 인도여

행이 상상처럼 낭만적이고 아름답지는 않다는 경고와 조언을 습득하고 이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할 기회를 얻는다. 다시 말해 인도여행에 대한 예비

적 인식을 여행 이전에 일정 부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기대와 환상을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예비적 성찰의 계기에도 불구하고,

직접 맞닥뜨린 인도여행의 ‘현실’은 상상의 경계를 쉽게 뛰어넘어 ‘마음의 준

비’를 허물어뜨린다. 면담자 N(남. 40대 중반)은 인도여행을 “단기필마로 딱

들어가서 거기서 승리해서 나오는” “전쟁”으로 비유한다. 그는 “행복, 슬픔,

애환”과 같은 “마이너한 감정”은 물론 여행을 통해 ‘나를 찾겠다는 의도’까지

도 인도여행에선 사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한다. 인도는 다른 여행지에선 겪을

수 없는 “무수한 관계의 변수”가 전쟁과 같이 개입되어 여행을 어렵게 만드

는 땅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감각적 압도에 당황하고 긴장한 초행의 배낭여

행자들은 대개 ‘위험’의 가능성을 감지하고 몸을 잔뜩 사린 채 여행자 숙소

로 도망치듯 들어간다.

이차원적으로 보이는 혼란과 제가 가서 3D로 느끼는 혼란이 달라가지고. 제가 혼란을

좋게 느끼고 있다가 제 현실로 다가오는 혼란은 힘든 혼란이더라고요. 어색하고. (...)

(자신에게 마약구매를 권하던 인도인이) 웃으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딱 보

고 사진을 찍는데 딱 갑자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봤던 미디어에서 봤던 사진들

이 이런 웃음이었나? 내가 알던 건 되게 순수하고 이런 거였는데 여행자한테 마약 팔

려고 하고? (B. 남. 20대 중반.)

‘상상의 배신’ 앞에 여행자는 실망한다. 앞 소절에서 상상 ‘승인’의 사례로

소개된 B 역시 우연히 자신이 그리던 풍경과 조우하기 전까진 실망감에 휩

싸여 있었다. “3D”로 직접 경험한 인도의 혼란은 사진을 통해 “이차원적으

로” 경험한 그것과 달랐다. “좋게 느”낀 카오스의 인도상상은 현실 속에서

“힘든 혼란”으로 체험되었다. 그는 여행의 처음 며칠을 내내 혼란의 감각경

험에 제압되어 “잘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많이 위축되어 있었”다. 여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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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행자의 “괴담” 정도로 치부했던 ‘위험’을 실제로 경험하고, 호객꾼과

마약상처럼 상상에 기입되지 않은 의외의 인물들과의 불쾌한 만남을 재차

겪으면서, 그는 자신이 접해온 인도의 이미지적 재현의 신뢰성을 의심한다.

이렇듯 ‘현실’의 의외성은 여행실천을 장악하고, 여행자의 태도를 소극적으로

만들며, 상상과 다른 인도의 모습은 당초의 여행 기대와 계획마저 어긋나게

한다.

3) 상상의 성찰

B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여행자들은 ‘상상의 배신’의 원인을 ‘상상을

배신’한 인도의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배신’한 인도의 여행상상에 귀인 한

다. 다시 말해 ‘상상의 배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심지어 실제로

목격한 여행지 인도와 정반대의 모습을 그려낸 인도여행 재현과 그것의 생

산자의 잘못이라 추궁된다. 특히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1997)과 『지구

별 여행자』(2002)를 쓴 시인 류시화는 상상의 생산자 중 대표로 지목된다.

면담자 15명 중 11명이 류시화의 여행산문을 읽어보았으며, 읽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대략 알고 있을 정도로, 류시화의 글은 인도상상의 형성을 상당부

분 주도해왔다. 상상과 현실의 접선에 실패한 여행자들은 류시화의 글이 얼

마나 자신이 겪은 경험과 유리되었는지 앞 다퉈 토로한다. 여행자들 사이에

서 서로의 배신감을 공유하는 ‘류시화 죽이기’는 일종의 ‘상상-의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되어 있다. 여행자들은 ‘배신’의 경험과 감정, 서사를 공

유함으로써 집단적 성찰 작업을 행한다. 이는 상상의 훼손이 자신에게만 일

어난 일이 아님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과 부합하는 적당한 여행의 기대치

를 조율하며, 깨어진 여행상상을 대신해 여행의 의미를 새롭게 벌충하는 과

정이다.

제가 접했던 분(인도인)들은 류시화 씨가 얘기한 낭만적이거나 정신세계에 뭔가 탐닉

하는 또는 (...) 물질과 동떨어진 뭔가를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계급에 따라 철저하게 나뉘어져 살아가는,

정말 하층민들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 너무나 열악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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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들(...)에 대한 아무런 코멘트나 그분들의 삶,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모습 이런 것

들에 대한 얘기가 없이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책을 썼고, 그 책에서 느껴지는

그 단편적인 부분이 인도 전체라고 상상하고 오는 여행객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

제가 인도를 한, 몇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도는 정말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나 여기가 너무 좋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좋아서 꼭 다시 올거야”와 “다시는

여기 오지 않는다”라는 부류로 나뉘는데, 다시는 여기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사람의

대부분이 제가 얘기했던 류시화 씨의 책이나 환상들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고, 인도가

너무 좋다고 하는 분들은 (...) 안 읽고 오는 사람 (...) 그렇더라고요. (I. 남. 30대 중반)

면담자 I는 무더운 기후 탓에 여행의 첫 사흘을 거의 굶다시피 했다. 그가

처음으로 겨우 입을 댄 음식은 인도 음식이 아닌 프랜차이즈 피자였다. 순간

“이러려고 인도 온 건 아닌데”하는 생각에 가지고간 짐과 옷을 모두 버리고

“인도인처럼 살아보자”고 다짐한다. 인지된 현실의 간극과 어려움에 적응하

기 위한 그 나름의 대응이었다. 그에게 전반적인 인도의 여행경험은 “고생”

으로 대표되었다. 때문에 그는 여행 후에도 지인들에게 인도여행을 추천하면

서 절대 류시화의 책을 읽고 가지 않기를 권했다. 그에게 “인도에 관한 많은

여행기들”, 그 중에서도 류시화의 여행산문은 “인도에 대한 불필요한 환상”

을 심어주고 상상과 실천 사이의 “갭”을 만든다. 인도에는 종교적·정신적 측

면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단편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불필요한 환상”

은 가뜩이나 “여행하기가 정말 힘든 곳”인 인도의 여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계급”적인 인도사회와 그 안에서 “불합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도인의 삶을 은폐한다. 인도사회의 불평등과 가난이야말로

“환상”에 사로잡힌 여행자의 시선 이면에 엄존하는 인도의 현실이다.

I의 태도는 O(남. 50대 초반)의 입장과 공명한다. O 역시 ‘정신주의 인도’

의 상상을 거부하고 빈곤과 빈부격차가 이 ‘비정상적 사회’를 지칭한다고 보

았다. 그에게 여행자들이 품는 환상의 실체인 인도사회의 지배적인 종교적

세계관과 명상적·영적인 특징은 “자기네 지배층의 계층 구조를 튼튼하게 하

기 위해서 오랫동안 만들어낸 편견”의 산물, 즉 종교적 이데올로기이다. 그

는 특히 류시화 류의 인도상상 같은 “뜬구름”을 좇아 인도로 “자아를 찾으

러 왔다든가 영적인 걸 찾으러 왔다는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다.

“여행을 통해서 자아실현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수염 길러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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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모습에 찌들어 갖고” ‘자아’를 찾는다는 말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O

의 경험상 이런 이들일수록 “인도에 대해 진짜 대화를 하다보면 아는 게 정

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게 타국에서의 여행을 통한 깨달음 혹은

자기의 실현은 방문국의 사회와 문화, 종교에 대한 선이해가 반드시 전제되

어야 한다. “대부분이 학생들”인 이들은 “뜬구름”에 사로잡혀 인도의 ‘현실’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결여한 채 관광지 위주로 다닐 뿐이다. 베테랑

여행자인 O는 이들이 인도여행을 하는 이유는 “깨달음이나 자아실현보다는

자유로움”에 있다고 주장한다. “와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누

가 나 터치 안 하니까.” 그는 특별한 의미부여 없이 ‘싼 데서 재밌게 놀다왔

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여행의 진정성”이라 덧붙였다.

한편 앞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면담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류시

화의 인도상상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보고 느끼는 방식의 차

이’일 뿐이라고 온건하게 비판한다. 앞서 류시화의 비판자들이 ‘인도의 현실’

을 강조함으로써 상상-실천의 간극을 극복하고 각자의 여행관과 여행자 정

체성을 확보하였듯이, 이들에게도 류시화의 수용은 나름의 방식으로 ‘상상의

배신’에 대처하는 한편 다른 여행자들과 자신의 ‘거리’를 확인함으로써 자신

만의 여행의 의미를 고유화하고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그냥 자기가 다...가서 느낀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거는...이제 소위 말해

서 우리가 다 아는 관광지를 다니면서 쓴 글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시골 도시, 진

짜 한적한 어디 가서 그 분들하고 마음을 터서 하면 충분히 그가 쓴 얘기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인도 여행에서는 힘들죠. 진짜 내 주머니만 노

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한눈팔면 뒤통수 때리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행을 다니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통제를 못해서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다양한

만큼 여행자들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인도를 안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

해요. (M. 남. 40대 초반)

류시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면담자 M은 ‘관

점과 마음가짐’의 다양함에 대해 말한다. 류시화의 환상적인 일화들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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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아는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 분들”(인도인)과

소통하다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수 있다. H(여. 30대 중반) 역시 그 자신

이 “시인이 아니다 보니까 제 시각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류시화가 “그런 눈을 가진 것”에서 기인하는 차이라고

대답한다. 인도의 모습이 다양한 만큼 인도를 보는 눈 역시 다양하다. ‘다양

성’의 강조는 류시화를 옹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스스로의 여행의 의미를 보

존하기 위해서다. 상상의 전면적인 비판과 현실성의 지나친 강조는 자신의

여행경험과 기억을 왜소한 것으로 만들고 의미를 퇴색시키기 때문이다. 따라

서 여기에는 약간의 자기기만이 요구된다.

가기 전에는 너무 환상 같은 걸 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 너무 드라이하게 가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에서 쿠리 사막 이야기 나

오잖아요. 저도 거기서 1박 했거든요. (...) 그냥 나무 밑에서 감자 깎아가지고 카레해

서 밥 먹고 저녁에는 모포 하나 깔고 침낭이랑 자고 하는데. 거기서 잔 건 너무 진짜

로맨틱했던 것 같아요. 되게 진짜 여행의 묘미라고 해야 하나. 밤에 잠깐 눈을 떴는데

별이 진짜 쏟아질 것처럼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보면서

내가 진짜 여기 가고 싶다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맞았어요. (...) 자기가 선택해야죠

뭐. 안 읽고 보는 것보다 읽어보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J. 여. 30대 후반)

면담자 J는 류시화에 대해 유보적인 평가를 내린다. 정신주의 인도에 대한

류시화적 상상과는 달리, 이들에게도 물욕과 거짓이 있었고, 때론 정도가 지

나친 모습에 “좀 억울했다.” 류시화가 제공하는 것은 인도여행의 ‘환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어떤 상황을 억지로 끌어와서 어

쨌든 글을 풀어내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다(N. 남. 40대 중반). 환상은 여행

자의 자기서사의 완성에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역시 ‘상상의 배신’을 경험

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상상을 기각하지는 않았다. 대신 ‘관점의 차이’를 주

장한다. 류시화의 비판자들과는 달리, 이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인도의

사회적·정치적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이고 고유한 여행의 의미이기 때

문이다. 이처럼, 류시화적 인도상상을 향한 호오(好惡)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인도’가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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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류시화 시인의 지구별 여행자를 읽었어요. 근데 류시화 시인에 대한 말이 많더

라고요 인도에서. 근데 별로 이 책이 좋진 않았어요. 너무 예쁘게만 해놨잖아요. 그래

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거나, 인도가 너무 궁금해, 정말 이럴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

기보다는 (...) 류시화 책 그거는 그냥 이 사람이 대중한테 보여주고 싶은 인도의 예쁜

환상 같이 느껴졌던 것 같고. (...) 아 내가 나만의 인도정체성을 생각해보자. (C. 여.

20대 중반)

여행자들은 오리엔탈리즘적 상상의 무비판적인 독자가 아니다. 여행상상과

실천의 “갭”과 마주한 여행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상을 비판하거나 경험

을 성찰하려 한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들은 류시화의 인도상상을 ‘인도의

실재’라고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행실천은 상상을 성찰적으로 독해하

고 전유함으로써 경험을 의미화하는 계기인 한편,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외부세계(인도)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확립하는 과정이 된다.

2. 규범-실천

앞서 살폈듯 인도여행의 ‘현실’은 상상이 그려낸 것만큼 아름답고 온건하

거나 무해하지 않다. 여행지 인도는 순진한 방문객들에게 ‘고생’을 각오하고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한편으론 지배적인 상상을 성찰하고 비판함으

로써 대안적인 담론을 전유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과의

조우에서 비롯되는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여행을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전

하게 만들고, 여행경험을 문화적으로 쉽게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요구

된다. 여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여행의 제도화이다. 여행이 제

도화될수록 상상의 배신이 벌려놓은 상상-실천의 간극 역시 줄어들 수 있다.

즉 제도화의 결과로 굳어진 여행의 방식과 이동의 경로, 볼거리와 그렇지 않

은 것의 구분, 여행의 규범과 규칙 등이 위험에 대한 완충장치로 기능한다.

여행경험의 의외성은 제도화를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 인도여행의 제

도화는 국가의 제도적·정책적 영역과 관광산업의 상업적 영역 양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인도 중앙정부/주정부는 관광자원과 도시의 관광 인프라를 보



- 85 -

<표4-1>. 인도의 관광객 성장률 1950-90. 
기간 전체(%) 인도(%)

1950-60 10.6 24.7
1960-70 8.7 8.6
1970-80 6.0 11.0
1980-90 3.0 5.5

출처: Chaudhary, M. 1996.

존·개발하고 관광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체제의

틀을 마련해왔다. 전문 여행사가 판매하는 배낭여행 프로그램은 가장 규격화

되고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가이드북과 여행카페, 블로그 상의 여행담

은 여행경험과 정보를 (재)생산하고 공유하며, 무탈한 여행을 위해 여러 조

언을 내어놓음으로써 이들의 제도적 이니셔티브를 보조하고 있다.

1) 여행실천의 제도화: 정부의 이니셔티브

1990년대 이전 인도에서 관광은 유의미한 국가단위의 산업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주요 국내 투자와 개발의 초점은 농업, 에너지, 기반시설에 맞춰져

있었다. 인도정부가 관광과 서비스업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의 일이다(Chaudhary, 1996: 616). 이전까지 인도관광산업의 양상은 관광객

수의 성장률 면에서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월등한 편이었지만, 국가 규모에

비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수(Foreign Tourist Arrivals, FTAs)는 낮은 수

준에 머물러 있었다.39)

1990년대 들어 인도정부는 경제발전과 국제관광 사이의 연관을 발견하고,

관광진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시작했다. 인도 정부의

39) 인도의 FTAs는 1981년 1,279,210명, 86년 1,451,076명, 91년 1,677,508명이었다
(India Tourism Statistics, 2011). 1991년 한국의 FTAs가 3,196,340명임(한국관광공
사, 2005)을 감안할 때 인도의 FTAs 규모는 상당히 왜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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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은 국가 단위/주 단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인도정부관광청이

주도하는 국가 단위 사업은 관광 기반시설 개발과 해외 홍보 및 시장 개발

등 대규모 자본을 요구하는 영역을 관장하며 전체적인 관광 시스템의 그림

을 그린다. 주 단위에서는 개별 관광진흥 프로그램을 개발, 중앙 정부의 승

인을 거쳐 시행40)한다. 관광산업 개발은 인도의 국가발전 및 근대화 개발계

획인 ‘경제발전 5개년 계획’41)의 구도에 맞춰 추진된다. 특히 90년대의 제9차

5개년 계획(the Ninth Five-Year Plan)의 시행에 따라 인도정부는 “관광의

10년(Decade of Tourism)”을 선언, 관광을 최우선적 투자영역으로 지정했다.

이 같은 인도정부의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스와데시 운동(New Swadeshi)’42)

으로까지 불리고 있으며(Geary, 2013: 41), 이를 계기로 관광은 “문화적 민족

주의라는 국가통합적 메시지를 보존하면서 자유화의 목표를 증진시키려는

상업적·도덕적 노력”(Hancock, 2008: 133, Geary: ibid에서 재인용)으로 받아

들여졌다.

관광 진흥의 결과 인도 정부는 외화 수입 및 세입, 고용 창출에 있어 큰

효과를 얻었다. 관광은 90년대 인도 GNP의 0.55%, 수출 총액의 12%를 차지

해 광물과 보석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출 실적을 올렸다(Chaudhary,

1996: 616). 기실 인도 정부의 관광정책은 91년의 신경제정책 도입과 맞물리

며 사적 영역의 광범위한 자유화와 규제 완화를 동반하였다.43) 국가/주 단위

관광 프로그램은 사기업의 참여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

택을 제공하였으며, 인도 경제의 경쟁 심화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탈규제 효과를 유발하였다(Jafari et al.. 2000: 302). 2000년대 들어 관광의

40) 인도는 서른다섯 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에 따라 관광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실적
의 편차가 심하다. 11차 5개년 계획 기간인 2007년-2012년 동안 잠무·카슈미르 주가 
145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승인 받은 반면 안다만·니코바르 주(제도)의 실적은 전혀 없
었다(“Plan Outlays”, India Tourism Statistics, 2011).   

41) 소련의 경제발전 계획을 따라 마할라노비스(Mahalanobis)의 주도 아래 1951-1956년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다.

42) ‘스와데시’는 힌디어로 ‘모국’을 뜻하는 말로, 20세기 초 인도에서 일어난 반영 민족 
운동이자 국산품 애용 운동을 뜻한다. 스와데시는 ‘스와라지(자치)’ 운동과 더불어 인도
의 대표적인 비폭력 독립투쟁으로 꼽힌다(출처: Daum 백과사전). 

43) 관광경제학(Economics of Tourism)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규모와 투자대상국 관
광산업의 발전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본다(Song, H. et al.. 2012: 1669). 예컨대 
다국적 호텔체인의 건설은 익숙한 환경을 선호하는 부유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유인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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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2010년까지 약 7백만 개의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고, GDP의 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Aggarwal,

Guglani and Goel, 2008).

인도정부관광청은 2002년부터 ‘Incredible India’라는 기치 아래 굉장히 적

극적인 관광진흥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Geary(2013: 42)에 따르면 이 캠페인

은 “말을 넘어선 경험”을 추구하는 여행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도 관광

산업을 “경험 경제”로 정향하고자 했다. 캠페인은 2002/2003 첫 시즌을 시작

으로 2008/2009 마지막 시즌까지 총 다섯 시즌에 걸쳐 계속되었으며, 2007년

에는 베를린, 런던, 뉴욕, 깐느 등지에서 대규모의 공격적인 판촉 행사를 유

치했다.44) Geary의 분석에 따르면 캠페인의 초기 성격이 서구인의 문화적

친밀성에 맞추어 표준화되고 이국적인 오리엔탈리즘적 이미지에 순응했다면,

후기 캠페인에서는 이국적이고 오리엔탈리즘적인 상상계를 재생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는 인도 경제와 국제무대에서의 문화적 반향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에 찬 어조를 드러내며 ‘떠오르는 인도(rising India)’에의 열망

을 투사하고 있다(Geary: 42, 45-46).

인도정부관광청은 또한 세계 주요 도시에 지사와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가

별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국의 경우

에도 2004년 공식 홈페이지(http://incredibleindia.co.kr/)를 개설하고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현재는 도쿄 사무소에 업무가 이전·통합된 것으로 보인

다). 공식 홈페이지는 인도의 지리, 문화, 역사 등 일반 정보는 물론 여행 준

비에 필요한 상세한 절차와 조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 전역을 4등분 해

주요 관광명소와 호텔 등의 지역별 편의시설을 소개하는 등 포괄적이고 상

세한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4) 캠페인의 전체 전개과정과 주요 광고물은 아래 주소에서 열람 가능하다.
(http://www.incredibleindiacampa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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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실천의 규범화: 여행사의 배낭여행상품45)

본 절은 여행사 ‘친구따라 인도가기’(이하 친따)의 마케팅 전략과 운영방침

및 인도여행의 상품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인도여행의 제도화와 규범화 양

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대표적 인도전문 배낭여행사46)로서 ‘친따’는 인도 배

낭여행의 대중화 초기 여행사들이 배낭여행의 ‘틀’을 규정하고 여행의 규범

과 규칙을 확립하는 방식과 과정을 이해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된다. 여행사는

가이드북·여행카페 등과 함께 인도여행을 제도화하는 전위대 역할을 해왔

다.47) 아래에서는 여행사의 제도화 영역을 여행루트와 방식의 균일화, 배낭

여행 인솔자 도입, 여행의 규칙 및 여행자 규범의 설정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도록 하겠다.

45) 본 절의 내용은 ‘친구따라 인도가기’ 여행사 홈페이지(http://chingutours.com)에 공
개된 자료와 면담자 K(남. 30대 후반)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아울러 본 
장의 서술 의도가 결코 특정여행사를 비방 혹은 옹호하는 데 있지 않으며, ‘친구따라 
인도가기’는 ‘여행사의 인도여행 제도화’를 설명하기 위한 특출한 사례로 선택되었을 뿐
임을 밝힌다. 

46) ‘친구따라 인도가기’는 1997년 대표 임충규가 설립했다. 1997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약 730 팀의 단체 배낭여행팀을 인도로 보냈다. 이는 한해 평균 40팀 정도에 해당한다. 
때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팀당 스무 명 안팎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합산하면 한해 팔
백 명 가량으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약 15,000명의 사람들이 ‘친따’를 통해 인도를 
여행한 셈이 된다 15명의 면담자 중 2명(J, N)이 ‘친따’의 배낭여행 상품을 통해 인도여
행을 경험하였다. 둘 모두 첫 인도 배낭여행으로 여행사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연구자 
역시 2002년 인도 배낭여행을 하면서 ‘친따’의 한국인 인도배낭여행 시장장악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지날 때면 종종 “친구따라? 친구따라?”
라고 묻는 인도인의 집요한 질문공세를 겪어야만 했다. 2001-2002년에 ‘친따’에서 여행
인솔자로 일했던 면담자 K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여름 시즌엔 거의 한 삼사백 명 
정도 (...) 겨울 시즌에는 오백 명 많게는 천 명까지 나갈 정도”로 성황이었다. 당시 임
충규 대표가 출연한 TV 프로그램(SBS 별난행운 인생대역전)은 2000년 ‘친따’의 연매출
이 13억 원, 송출객이 천 명 이상에 이른다고 소개한 바 있다. 18년 전 PC 통신을 통
해 홀로 모객을 하던 스물아홉 청년은 이제 4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연봉 5억 원을 
벌어들이는 CEO가 되었다(리더피아, 2013). 

47) 여러 경로를 통한 여행정보 수집이 가능한 현재와 달리, 90년대 말-2000년대 초 당시 
여행사는 인도여행 준비과정에서 몇 안 되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다. 참조 가능한 한
국어 가이드북은 1996년에 출간된 『우리는 지금 인도로 간다』(통칭 ‘우간다’. 정창권 
지음, 민서출판사) 한 종류에 불과했다. 2004년이 되어서야 론니 플래닛의 『인도』 편 
번역본과 한국인 저자가 쓴 『인도 100배 즐기기』(중앙M&B)이 출간되었다. 인도여행 전
문 카페인 ‘인도방랑기’ 역시 1999년에 만들어져 정보가 누적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당
시의 여행자들은 여행사 상품에 의존하거나 최소한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정보부족과 
안전상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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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따’는 “97년 이래로 750차례나 같은 지역, 같은 코스, 같은 테마로 프로

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동일한 시스템에 의해서 굴려가는 프로그램”을 자

랑한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반 배낭여행상품은 동일 지역

과 코스를 일정에 따라 여러 상품으로 나눈 탓에 총 24종이나 되지만,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과연 서로 다른 상품에서 “같은 지역, 같은 코스, 같은 테

마”가 반복되는 경우를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여행사 상품 역시 사정

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배낭여행자들은 여행사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의외성과

위험을 줄이는 대신 표준화되고 균일화된 여행루트를 경험하게 된다.

‘친따’의 여행상품은 표준화된 여행루트48)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여

행경로 내에서의 경험범위 역시 규격화된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각 여행지

마다 여행사와 제휴한 ‘숙소체인’이 준비되어 있어 모든 여행자들이 이용하

게 된다. 또한 ‘도시별 문화체험(이벤트)’라 하여 ‘자정의 뭄바이 빈민가 산

책’, 새벽 6시에 열리는 ‘인도현지인들의 요가 수련회 참석’ ‘크리켓 배우기’,

‘결혼식 체험’ 등 방문지마다 여행자들이 특정 이벤트에 참석하여 시간을 보

내게끔 한다. 이는 “여행을 풍성하게 제공할 (여행사의) 의무”에 따라 여행

자들의 “폭넓은 현지체험”을 위하는 방편이라 소개된다.

‘친따’의 여행상품은 규격화된 여행루트와 제도화된 여행경험을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여행하는 방법과 여행자의 태도를 포함한 ‘여행의 규칙’을 전수하

기까지 한다. ‘여행의 규칙’이란 여행지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거나 해야 하는

지를 규정하는 실무적 지침과 여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조형하는 내면적

윤리를 포함한다. 우선 ‘친따’는 세부적인 ‘여행자 수칙’을 제정해 여행자들에

게 안내하고 있다. ‘친따’는 “여행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행복한 여

행과 그렇지 않은 여행은 순전히 여행자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

반인”의 생각을 거부하고 여행을 ‘잘하는 법’이 있다고 주장한다(홈페이지의

‘친따 여행법-여행자 수칙’ 내용 중).

48) 인도는 광활한 아대륙이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유적과 건축물, 식민지 시대의 유
명 관광지들이 집중된 중북부 지역을 방문한다. 특히 수도 델리를 중심으로 타지마할의 
아그라와 사막지역 라자스탄 주의 관문 ‘핑크시티’ 자이푸르를 잇는 코스는 ‘골든트라이
앵글’이라 불릴 만큼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다. 여행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새로운 여행루
트와 상품이 개발되어 왔지만, 여전히 기존의 유력 방문지 위주로 코스가 구성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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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잘 한다는 것은 (...) 몇 가지 규칙과 예의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

전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군인의 생존기술과 마찬가지

로 여행기술이라는 것이 있으며 몇 가지 규칙으로 정리하여 여행초보자들에게 훈련시

키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ibid)

여행자수칙은 숙박·식사·교통·관광·쇼핑의 다섯 분야로 나뉘어 있으며, 개

별 분야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5∼9개의 지침으로 정리되어 있”다. 다섯

분야의 여행자수칙에 따라 상황을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여행자는 비

로소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이 수칙은 ‘군인’이 반드시 생존기술을 배워야

하듯 선택사항이 아니라 “친구따라 인도가기 여행상품의 참가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인도여행은 “단순하게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을 목표로 헤쳐 나가야 하는 험난한 노정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참여자들

은 상황별·도시별·일자별 수칙49)이 정리된 ‘여행교과서(여행자수첩)’을 교부

받아 이를 숙지하게 된다. ‘친따’는 단순히 규격화된 여행경험을 파는 회사가

아닌 상품과 함께 “좋은 여행”과 “능숙한 여행”을 가르치는 여행사로 자신을

정의한다.

‘친따’는 자신의 단체 배낭여행 상품을 “배낭여행 전문학교”라 부른다. 여

기서 여행은 자유와 휴식이 아닌 (생존에의) 도전과 배움의 매개로 재의미화

된다. ‘여행자수칙’이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여행의 ‘방법론’을 전수하는 일종

의 ‘여행규율’이라면, “자유와 안전, 검소와 도전”이라는 네 가지 가치, 혹은

“모토”는 세칙과 지침의 배후에서 여행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조형하는

“여행상품의 근본정신”이다. ‘자유’는 “원할 때 언제든지” 여행자가 “팀에서

이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숙소와 교통편을 여행 전에 미리 예

약하지 않는다. 이탈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의 문제는 미리 ‘여행의 규칙’

49)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다. “예를 들면 식당편의 수칙은 첫째 
현지의 식사예절을 배워 익힌다. 둘째 추천을 받는다. 셋째 감사를 표한다. 넷째 더치페
이를 한다. (...) 그러나 각각의 수칙은 나름대로 행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
천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에게 좋은 음식 혹은 식당을 추천받기 위하여 “추천해주세
요”라는 영어와 힌디를 익혀야 하고.“(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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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충분히 교육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자유와 안전’이 비교적 여행자의

실리를 위한 원칙이라면 ‘검소와 도전’은 ‘친따’의 여행 가치관이 강하게 개

입된 덕목이다.

검소와 도전은 친구따라 인도가기 여행상품의 근본정신입니다. (...) 가이드북을 넘어서

서, 형식적인 인연을 넘어서서, 그리고 여행경비의 부담을 넘어서서 우리가 여행 속으

로 전진할 때, 보다 더 크게 우리는 현지문화와 교감하고 여행이 주는 싱싱한 교훈을

배우고 싶다면 여행자는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 검소함은 여행자를 단단하게 만들

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지문화에 파고들게 들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행자는 돈이 아닌

자신의 사교성과, 적극성으로 현지인들과 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의

‘친따 여행법-자유, 안전, 검소, 도전’)

‘친따’는 ‘검소와 도전’이 “여행의 테마”가 되어야 한다고 고객들을 설득한

다. ‘도전’은 “가이드북”과 “형식적인 인연”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상품화된

대중관광을 “넘어서”서 “여행 속으로 전진”하기 위한 가치이다. 또한 넉넉한

여행경비는 여행자로 하여금 “도전적인 상황을 회피하고, 편하고, 적당하게

움직”이게끔 하므로, ‘검소’가 요구된다. ‘검소’는 단순히 절제된 소비를 뜻하

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행’을 위한 필요조건이자 심지어 “도덕적 규칙”으로

격상된다. ‘친따’는 ‘검소와 도전’을 내세우며 기존의 대중적이고 상품화된 관

광과 거리를 두려한다. ‘돈’의 자리를 “의지와 적극성”이 대신한다. 이는 자

신의 상품에 독특성과 초월성을 부여하는 ‘친따’의 형용모순적 판매 전략인

동시에, “추천해주세요”를 힌디어로 배워야한다는 ‘여행자수칙’을 정당화해주

는 내적 윤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습득하고 수용한 ‘친따’의 소비자들은

‘친따’의 ‘교육’을 내면화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여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친따’는 또한 인솔자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한다. ‘친따’의 ‘인솔자’는 일반

적인 단체 패키지여행의 ‘가이드’와는 다르다. 가이드가 관광객들의 전체 일

정을 조율하고 관광지를 ‘안내’한다면, 인솔자는 그룹을 통솔할 책임을 지고

여행자에게 일정을 조율하고 관광지를 구경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리

더”(K)이다. 때문에 ‘친따’의 인솔자는 ‘선생님’이라 불린다. 인솔자로 일했던

K 스스로 ‘친따’가 배낭여행 시장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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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와의 “인솔자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라 지목할 만큼, 인솔자, 아니

‘선생님’은 ‘친따’의 여행 마케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50) ‘친따’는 스

스로 “여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여행사”를 표방한다. 인솔자 ‘선생님’은 여행

의 현장에서 ‘여행하는 법’을 직접 가르치는 전위가 되는 셈이다.

인솔자는 여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배낭여행자 그룹의 ‘리더’

다. 그는 여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기보단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팀원들에게 지시라든가 조언”을 한다. 물론 팀원이 “자기만의 여

행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인솔자의 역할이다. ‘친따’

의 인솔자에게는 “인솔자 십계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 중 하나인 “노소여남

(老小女男)의 법칙”은 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는 순서를

의미한다. 인솔자는 법칙에 따라 그룹원의 자리를 지정하는 “리더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팀원들이 법칙을 준수하고 내면화

하게끔 가르친다.

아침마다 주입을 시켜주면 한 번 따라하고 두 번 따라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

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양보를 하게 되고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생기고, 그게 어

떻게 보면 나중에 팀웍이 되는 거거든요.(K)

인솔자의 교육내용에는 교통수단 이용, 지역 간 이동, 흥정, 환전 등 실용

적인 여행정보와 기술뿐만 아니라, “노소여남의 법칙”처럼 한국사회의 전통

적 규범 혹은 시민적 덕목이랄 만한 것까지 포함된다. 평균연령 ‘37세’의 여

행자들에게 이런 기초적인 사회적 규칙을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팀웍” 유지를 위해서이다. 생면부지의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

로 묶어 한 달 가량 ‘무사히’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그룹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는 한, 여행자는 집단유지에 기능하는 여러 윤리적·도덕적 규범

50) ‘친따’는 인솔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솔자 선별 및 교육, 특히 인솔자로서의 ‘마인
드’ 강조에 집중했다. “친따 내에서도 인도 현장 인솔 능력보다는 마인드 교육에 치중
을 했던. (...) 그걸 수차례 반복하면서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지원자들은 과감하게 탈락
을 시키고 거기에 정합되는 사람들만 소수정예로 끌어 모아 인솔교육을 시켰거든요. 그
리고 합격이 되면 그냥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해서 인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현장 내에
서 한 팀 그리고 그 팀을 인솔하는 선배 인솔자가 따라가서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과정
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리포팅을 하고 참여하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인솔자 부분에
서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을 만한 마인드 교육이 있었죠.”(K. 남. 30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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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다른 것(예컨대, 자유)보다 우선시하도록 권고된다. 환언컨대 여행자는

공동체적 규범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여행실천을 자유롭게 영위하면서

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동체적 여행규범은 ‘친따’에 의해 제정되어

여행 ‘선생님’들에 의해 부과된다. 적어도 그룹 내에서만큼은 여행사와 인솔

자가 지식과 권력을 독점한다. 이들은 여행자들을 ‘교육’함으로써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인도여행법’을 만들려 한다. 여행자들 역시 불안과 안전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친따’의 상품을 선택하며, 많은 경우 새로이 부과된 공동체적

규범에 기꺼이 승복한다. ‘친따’가 빠른 속도로 인도단체배낭여행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의 ‘인도여행법’은 소비자들로부터 기꺼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초반 ‘친따’의 여행상품을 이용해 첫 인

도여행을 경험한 J(여. 30대 후반)과 N(남. 40대 중반) 역시 당시의 여행경험

을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

요컨대 ‘친따’의 여행마케팅은 여행루트와 여행경험의 외피를 표준화할 뿐

만 아니라, ‘여행자수칙’과 4가지 ‘가치’를 규정해 여행자의 신체와 ‘마음가짐’

을 규격화하고, ‘관광가이드’를 ‘여행선생님’으로 격상시켜 여행실천 전반을

감독케 한다. ‘친따’는 단순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의 문

화’를 창출하고, 이를 제도화해왔다. 일반적 의미의 여행사로서의 ‘친따’의 여

행상품과 마케팅 전략은 기묘하고 이질적인 사례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인

도여행의 대중화 과정에서 ‘친따’가 행했듯 ‘여행하는 방법’을 제정하고 보편

화하려는 시도는 유별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인도의 이질성과 인도여행의

의외성을 극복하고자 여행산업과 여행자의 공모로 마련된 방편이었다.

3) 여행실천의 의례화: 인도여행의 공통경험

앞 절에선 여행사 ‘친구따라 인도가기’를 사례로 인도여행 실천의 제도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행사 이외에도 가이드북, 여행기, 여행카페의 조언과

경고의 글 등도 여행을 제도화하는 ‘담론’적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

행의 ‘방법과 태도’가 규칙으로 정립되고 여행의 ‘경험’이 균질화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데는 위의 설명으로도 충분하리라 본다. 이미 살펴보았듯 여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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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담론과 지식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의 층위까지 직접적이고 지

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여행의 제도적 실천은 ‘상징화된 공통경험’을 창출한다. 상징화된 공통경험

이란 인도여행에서 무릇 겪을 것으로 여겨지는, 인도여행을 ‘인도여행답게’

만들어주는 여행경험이다. 공통경험이 ‘공통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모든 여행자가 동일한 체험을 경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기호이자 상

징으로서 집합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도의 첫인상이 주는 충

격 및 적응 기제와 같이 앞 절에서 소개한 의례적 경험들은 개별여행자에

의해 일회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경험의 서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소비됨으로써 여행상상의 공간에 기입된다. 때문에 낯선 기후, 입

맛에 맞지 않는 음식, 늘 연착되는 불편하고 더러운 기차, 마약에의 유혹, 요

가와 명상 등의 소위 ‘인도다운’ 경험들은 직접 여행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제도화의 결과로서 반복적으로 실천된 여행경험이 ‘의례’의 수

준으로 고체화된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여행의 ‘의례화된 경험’은 또한 여행

상상과 여행재현이 집합적으로 승인된 결과이기도 하다. 제도화의 관문을 통

과한 ‘진정한 인도여행’의 상상/재현은 후발 여행자들에 의해 의례로서 실천

된다. 인도여행의 특정 부분은 아래의 사례들과 같이 승인된 상상/재현과 제

도화된 실천의 집합적 의례로 구성되어 있다.

(1) 특정화된 볼거리

관광연구의 구성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관광지의 볼거리는 해당 장소/경관

의 내적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기보다는 그곳을 ‘볼만한 곳’으로 만드는 상징

적·기호적 작용에 의해 구성된다(Pernecky, 2012). 장소의 이미지와 지식, 담

론을 생산하는 관광산업의 장소 마케팅과 가이드북, 여행기 등 재현매체들이

볼거리의 구성을 주도한다. 이들은 아그라의 ‘타지마할’과 같은 명승유적이나

자이살메르의 사막 같은 자연경관은 물론 다람살라의 망명 티벳인 거주지

(티베탄 콜로니), 바라나시의 가트, 심지어 뭄바이 빈민가의 뒷골목51)(‘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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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구로드)까지 인도의 ‘볼거리’로 특정(specification)한다. 심지어 LP는 타

지마할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방법과 위치까지 상세히 지정하고 있을

정도다. 여행자들은 이들이 지정한 경로를 따라 특정된 볼거리를 확인하기

위해 이동한다.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루트와 관광매력물(tourist attraction)을

좇는 여행자의 흐름은 인도여행의 대중화·제도화 과정에서 ‘의례’로 굳어졌

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볼거리의 특정화와 의례화로 인해, 델리나 아그라 같은 역사도시에서 꼭

보아야 할 유적들이 지정되며, 자이살메르 같은 사막도시에서는 반드시 낙타

사파리를 하도록 종용된다. 한편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볼거리로 삼는 도

시관광은 뚜렷한 ‘볼거리’가 존재하는 문화유산 관광(heritage tourism)이나

자연관광에 비해 더욱 구성성을 띤다. 인도여행에서 도시관광의 전형적 목적

지는 바라나시다. 바라나시는 아그라 등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인도 여행지

로 꼽히며, 바라나시는 G(여. 30대 초반)를 제외한 모든 면담자들이 방문한

도시다.52) 그러나 I(남. 30대 중반)의 말처럼 바라나시는 “고대유적 이런 거

없”으며, “그냥 갠지스 강 그게 끝”인, 전통적인 의미에서 여행의 ‘볼거리’가

많은 곳이 아니다. 갠지스 강은 풍광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라기보다는 강가

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인도인들의 종교적 의례와 사소한 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여행공간이다. 바라나시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대부분 특별한 목적 없

이 여행자 구역의 골목과 강변에서 시간을 보낸다. 가이드북 역시 특별한 계

51) ‘빈민가 관광(slum tourism)’은 지난 20년 간 서구 여행자들 사이에서 개발도상국 관
광의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다(Diekmann · Hannam, 2012: 1319). 뭄바이 최
대의 슬럼인 ‘Dharavi’는 무려 60만 가구가 거주하는 거대 빈민가이다. 공교롭게도 이
곳은 뭄바이에서 가장 번화하고 비싼 지역인 ‘Bandra’ 지구에 속해있다(1326). 이 지구
가 만들어 내는 혼종적 경관은 뭄바이의 역동성과 발전을 선전하는 이미지로 흔히 사용
되며, 뭄바이의 ‘장소감각’(a sense of place, Jutla, 2000: 404)을 결정한다. ‘친따’의 
빈민가 투어는 영국 여행사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대표적 슬럼인 파벨라스
(Favelas) 투어의 모델을 뭄바이로 옮긴 “Reality Tours”와 동일한 형식을 지닌다. 
Diekmann · Hannam에 따르면 “빈민가 관광이라는 현대의 문화적 현상”은 비평가들
에 의해 ‘빈곤관광’이나 ‘빈곤포르노’, ‘관음증’으로 비난받지만, 다른 한편 특정 국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유일한 가능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1320).

52) 면담자들은 바라나시에 대해 “가장 인도다운 곳”(I. 남. 30대 중반)이자 “모든 사람들
이 인도를 꿈 꿀 때 오는 곳(B. 남. 20대 중반)”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바라나시가 
인도여행의 동기부여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해서, H(여. 30대 중반)는 “바라나시에서
는 오래 머물러 볼 거야”라고 여행 전부터 방문을 기대하고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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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인도여행 가이드북 목록53)

제목 출간연도 비고
India - a travel survival kit 1981 론니플래닛 영문판

세계를 간다 1995 일문 번역판
우리는 지금 인도로 간다 1996

론니플래닛 - 인도 2005 영문 번역판
인도·네팔 100배 즐기기 2007
인도·네팔 100배 즐기기 2008

론니플래닛 - 인도 2009 영문 번역판
세계를 간다 2010 일문 번역판

프렌즈 인도·네팔 2012 ‘100배’와 동일저자

획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라나시를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라고 권한다(프렌즈: 165). 바라나시의 일상적 모습을 관찰하는 ‘무위(無爲)의

시선’이 가능한 여행경험의 폭을 규정한다.

(2) 경로화된 이동

개별 관광장소의 볼거리뿐만 아니라, 여행지와 여행지를 잇는 여행의 연속

적 이동과정 역시 여행상상의 반복재생산과 집합적 여행실천의 과정에서 의

례적으로 굳어지고 제도화되는 경향을 띤다. 인도여행의 여정이 경로화

(routinization)되는 것이다. 근대적 교통수단의 발달과 매체를 통한 활발한

정보 공유, 배낭여행이라는 여행 형태의 유행은 인도의 수많은 도시들을 연

결하는 여행의 ‘길’, 흔히 여행루트, 코스라 불리는 여행의 경로를 대중화하

였다.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인도여행의 ‘추천경로’

를 싣고 있다.

53) 개정판의 경우 별도의 판본 표기는 하지 않았다. 론니플래닛 영문판(1981)은 국내 출
간된 것은 아니나 ‘최초의’ 인도여행 가이드북으로서 의미가 있다. 『세계를 간다』 시리
즈는 일본 다이아몬드 빅 사의 『地球の步き方(지구를 걷는 법)』을 번역·편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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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한국에 출간된 주요 인도여행 가이드북을 출간연도 순으로 정

리한 것이다. 총 4종 9권의 가이드북을 모두 검토한 결과, 최근 출간된 것일

수록 ‘추천경로’ 역시 상세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LP

영문판(1981)의 경우 ‘추천경로’를 위한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인 저자가 쓴 『우리는 지금 인도로 간다』(1996)는 ‘등산, 해변, 불교 유적

지, 남인도, 라자스탄, 인도 전역’과 같이 테마별·지역별로 분류된 ‘간추려 잡

아보는 여행일정표’를 소개하고 있지만, 개별 경로의 여행 기간이나 세부 정

보는 다루고 있지 않은 채 ‘인도여행은 천천히 하라’는 충고를 곁들이고 있

다.

반면 『세계를 간다』(1995)는 ‘7일 동안 북인도를 달리는 짧은 여행’부터

‘50일 간 인도대륙 일주’까지 다양한 기간의 여섯 가지 지역별 추천경로를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LP의 개정판 번역본(2005)에는 구판에 등장하지 않았

던 추천경로를 총 7개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는데, 기간-지역별로 경로를 분

류한『세계를 간다』와 달리 ‘라자스탄의 색깔, 무굴인-젠교도-포르투갈인,

힌두교 · 무굴 중심지, 사원 · 해변’처럼 여행의 ‘테마’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한국인 저자들이 쓴 『인도 100배 즐기기』(2007, 2008)는 여행 기간과

지역, 테마 모두를 고려한 9가지 추천경로를 제공한다. ‘골든트라이앵글 7일,

불교 성지순례 21일, 남인도 일주 31일’ 등의 추천경로는 방문 도시를 표시

한 지도와 함께 제시된다. 또한 개별 경로별로 매일의 일정과 노선별 권장

이동수단, 각 도시에 대한 설명과 볼거리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첨부하고

있다. 과거에는 아예 실리지 않거나 몇 줄의 짤막한 설명에 그쳤던 ‘추천경

로’는 이제 개별 도시에 대한 정보 못지않게 중요한 항목으로 부각되고 있

다.

이 경향은 가장 최근에 출간된 LP(2009)와 『프렌즈』(2012)에서 더욱 심

화된다. LP 역시 지도를 곁들인 여행기간 별 추천경로를 등장시켰는데, 지

역별로 구분된 ‘일반 여행’(다섯 코스), 비교적 덜 알려진 지역으로 구성된

‘오지 여행’(세 코스), 불교성지와 액티비티를 위한 ‘테마 여행’(세 코스)의 대

분류까지 도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 100배 즐기기』와 마찬가지로

경로 간의 이동방법과 매일의 일정까지 추천하고 있어 상세한 구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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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준다. 『인도 100배 즐기기』와 같은 저자들이 펴낸 『프렌즈』는 개

별 코스별로 여행일에 따라 당일의 일정, 기차 고유번호까지 딸린 이동 수

단, 이동 시간을 아예 ‘표’로 만들어 제공한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여행자의 직업을 직장인, 교사, 학생으로 구분해 직업 별로 맞춤 일정을 꾸

며놓았다는 점이다. 예컨대 ‘3주 동안의 북인도 여행’은 “계절 학기를 수강해

야 하는 슬픈 대학생들과 애매하게 시간이 남는 교사들을 위한 배낭여행 코

스”(35)로 소개된다. 단지 ‘천천히’ 여행하길 권할 뿐이었던『우리는 지금 인

도로 간다』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다.

이처럼 가이드북이 제시하는 인도여행의 ‘추천경로’는 30여 년에 걸친 시

간 동안 ‘진화’를 거듭해왔다. 진화의 방향은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식으

로 이동의 경로를 설정하는 쪽을 향했다. 지리적·공간적 측면에서 인도여행

의 집합적 여행 실천을 인도하는 추천경로의 진화는 인도여행자들의 이동

형태와 양상 역시 상당 수준 관례화(routinization)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같

은 변화의 주요 원인은 경로 자체가 새롭게 개발되었다기보다는 여행자들의

수요에 맞춰 정보 디스플레이 양식을 세련화하려는 가이드북의 적응 전략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경로의 근간을 구성하는 여행지 자체가 새롭게 ‘발

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도의 유명 여행지들은 대개 새롭게 개발된

관광지가 아니라 그 역사가 식민시대 혹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명

승지였다. 30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위의 가이드북들이 수록한 도시의 목록

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심지어 일본 여행자 다케바야시 아이사쿠가 거의

백 년 전에 남긴 여행기록 역시 현재의 유명 여행지와 경로를 따르고 있다.

이는 여행경로의 관례화가 식민지 시대로부터 시작되어 큰 틀에서 거의 변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3) 관광객 게토

① 관광객지역의 메타공간성

‘관광객 게토’(tourist ghetto; Sørensen, 2003)란 지역주민의 거주지역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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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문화적·경제적으로 유리되어 관광객들이 점유하고 통제하는 공간을 의

미한다. 관광객 게토는 마치 테마파크나 민속촌처럼 여행지의 시공간에 귀속

되거나 혼재되지 않고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여행지의 사회문화적 규

범, 예컨대 인도의 경우 음주나 늦은 시간의 활동에 대한 묵시적 제약은 이

공간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처에 여행사, 여행자 전용 식당, 기념품점

등 여행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생겨나며 기존의 지역경제와 구별되는

상업지구가 형성된다. 태국 방콕의 ‘카오산 로드’나 인도 델리의 ‘빠하르 간

즈’가 관광객 게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Hottola(2005)는 지역의 주민과 관습으로부터 격리되어 독자적인 ‘여행자

문화’를 유지하는 관광객 게토를 여행의 ‘메타세계’(Metaworld)라 지칭한다.

메타세계란 여행지의 지배적 현실(예컨대, 인도의 혼잡한 생활 공간과 공적

공간)과 다른 시공간에 위치한다. ‘관광객 메타공간성’이란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 관광객의 통제와 문화적 지배가 증가하는 메타세계의 특징이다.

여행자들의 여정은 메타공간에서 다른 메타공간으로의 이동에 다름 아니다.

Hottola는 100명의 이스라엘 출신 인도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

이 여행기간의 83%를 메타공간에서 보낸다고 밝힌 바 있다(3). Hottola는 여

행자들이 ‘현지’에서 벗어나 메타세계로 탈출하는 까닭을 “‘문화충격’이나 이

문화를 계속 참고 습득해야 하는 스트레스, 문화적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통

제와 안정을 되찾기 위함”(ibid)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여행 전의 기대와 상

상으로부터 배신당한 여행자들은 안전하고 익숙한 것들로 구성된 공간으로

회귀한다. 여행자의 메타세계는 상상을 보완하고 경험을 관리하는 제도화의

결과인 셈이다.

② 무대화된 진정성

‘관광객 게토’는 맥캔넬(MacCannell, 1973)의 의미에서 ‘무대화된 진정성

(staged authenticity)’54)이 발현되는 공간이다. 소위 ‘여행자 거리’는 해당 지

54) 맥캔넬의 ‘staged authenticity’는 번역이 용이한 개념이 아니다. 전경수(1994: 51)는 
‘무대화된 고유성’으로, 이진형·최석호(닝 왕, 2004: 93)는 ‘시연된 진정성’이란 번역어
를 사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authenticity’를 ‘진정성’(김홍중, 2009)으로, ‘stage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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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의 전면부(front stage)로서, 여행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밀집해 있

는 ‘관광객맞춤 환경(tourist setting)’을 특징으로 한다. 목적지의 지역사회는

여행자의 필요와 상상을 충족시켜 줄 전면부를 구성해냄으로써 후면부의 문

화와 ‘진짜 삶’을 구분해내고 또한 보호할 수 있다. 대상의 진정성을 추구하

려는 여행자들은 “관계의 친밀성과 경험의 진정성”(MacCannell: 591)을 담지

한 후면부로 들어가려 하지만 번번이 ‘가짜 후면부(fake backstage)’의 기만

에 저지되곤 한다.

인도여행자들 역시 관광객 게토라는 메타세계를 통해 인도를 경험한다. 전

면부의 지배적인 ‘여행자 문화’는 이들에게 적당한 경험과 규범을 부여한다.

이 공간 안에서 인도여행의 실천은 의례적으로 반복된다. 예컨대 바라나시에

서 여행자 숙소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행자는 마음먹기에 따라 인도 여행 내내 인도의 ‘전통음식’을 전

혀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힌두교와 이슬람교 모두에서 종교적인 이유

로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여행자 식당도 있다. 인도 ‘전통음악’을

가르치고 ‘전통악기’를 판매한다는 상점들에선 서아프리카의 악기인 ‘젬베’를

늘어놓는다. 관광객들은 오직 여행자 거리에서만 판매하는 화려하지만 조악

한 옷가지를 ‘전통의상’이라며 여행 내내 입고 다닌다. 관광객 게토 내에서

여행자들이 경험하는 인도의 ‘전통’은 대개 전면부의 무대화된 장치에 지나

지 않는다.

따라서 길어야 몇 개월 동안인 여행과정에서 여행자가 인도의 후면부, 즉

‘진정한 인도’로 침투할 기회는 별로 없다. 이동, 숙식, 관광 등 거의 모든 여

행의 측면이 관광객 게토 내에서 이루어지며, 상업화·제도화된 전면부의 장

치에 의해 규제되고 관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행자는 관광산업과 직간접

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인도인과 교류를 나누기 힘들다. Hottola(2014)는 최근

연구에서 독립여행자(independent traveller)들을 상대로 남인도 여행지에서

의 ‘시공간 할당 조사(time-space budgeting survey)’55)를 실시한 바 있다.

‘무대화된’으로 번역하여 ‘무대화된 진정성’이라 부르고자 한다. 맥캔넬(1976)은 고프만
의 구분을 따라 관광공간의 전면부가 마치 무대처럼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의 ‘진
짜’ 모습과 생활(즉, 진정성)은 후면부에 감추어져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전면부에서 
후면부로 이어지는 관광공간의 구조를 총 6 단계(stage)로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staged’에는 ‘단계적으로 구분된’이라는 의미 역시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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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배낭여행자 연구들은 독립 여행자들 역시 대중관광객들과 마찬가지

로 유사한 배경을 지닌 동료 여행자들과 집중적으로 교류를 나누며, 목적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맺음을 피하고 상대적·절대적 고립 속으로 후퇴함을 보

고하고 있다(270-271). Hottola의 조사에 따르면 독립여행자들은 활동 시간

의 48%를 혼자 보내고, 22%를 다른 여행자들과 보내며, 34%를 지역의 관광

서비스 제공자와 보내지만, 관광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과 ‘진짜’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단 5%에 불과하다(279). 기차이동 같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몇 안 되는 예외적 상황일 것이다. 예외적 상황에서의 ‘진짜’ 인도인

과의 조우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여행자의 경험에 기록되기도 한다.56) 그러

나 대부분의 경우 방문객과 지역주민 간의 접촉은 특정하고 제한된 목적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으며, 짧고 일시적인 성격을 띤다. 이 같은 경험적 증거

는 맥캔넬이 설정한 관광공간의 위계적 무대화 테제에 보다 정교한 수정을

가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주민들은 후면부로 침투해 들어오는 관광객들로부

터 생활공간을 보존하고자 ‘가짜 후면부’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여행자 스스

로 전면부에 머무르고자 하기 때문이다(280).

③ 실존적 진정성의 구성성

‘게스트 하우스’ 같은 저가 배낭여행자 숙소는 메타세계의 전형이라 할 수

55) 이는 ‘시간-지리적 분석(time-geographical analysis)’의 도구로서 개별 행위자가 어
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하루 24시간을 5분-15분 단위로 
쪼개어 기록하게 한 뒤 이를 수합하여 자료화하는 조사방법을 일컫는다(Hottola, 2014: 
271).   

56) H(여. 30대 중반)는 기차 안에서 두 쌍의 부부를 관찰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아이 셋
을 데리고 탄 쪽은 무슬림, 아이 하나인 다른 부부는 힌두교도인 것처럼 보였다. H에게
는 종교가 다른 두 부부가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성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
다. “한국에 평범한 신혼 부부 젊은 가족 같은 느낌”인 힌두교도 부부는 “남편이 부인
을 되게 위해주”었던 반면, 무슬림 여성은 아이들을 혼자 돌보느라 “되게 힘들어 보였”
다. “이 더운 날씨에 이걸 칭칭 감고 아이 안고 그 좁은 침대에서 그러고 가는데 정말 
얼굴 한 번 안 보여주고 꿈쩍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H는 종교에 따라 “한 나라 안
에서 비슷한 시기를 사는 비슷한 또래 부부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고 회고한다. H의 경험은 “아무래도 이슬람 쪽이 여자들이 좀 더 
뭔가 가려야 되고 여자들이 해야 할 게 많”으며 “남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기존의 생
각을 강화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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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게스트 하우스는 내부에서 숙박과 식사가 해결되는 자급적 공간일 뿐

만 아니라, 외부인(인도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문화’를 공유하는 ‘나와 같은’

여행자만 이용하는 안전한 공간이다. 무엇보다, 게스트 하우스는 여행자들

간의 사교와 친밀성의 장이다.

그리고 정말, 정말, 정말 재밌었던 건, 바라나시에서 쿠미코 하우스에서 묵었거든요.

그 샨티 할아버지 계신 데 묵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층에 있는 사람들이랑 거의 가

족처럼 있었어요. (...) 그렇게 그 전체 있는 사람들이랑 거의 같이 사는 수준으로 너무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C. 여. 20대 중반)

‘나-인도’의 관계적 공식으로 구성된 인도의 여행상상에서 다른 여행자와

의 만남과 상호작용이라는 제3항은 기입되어 있지 않았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의 친밀성 경험은 메타공간으로의 후퇴가 낳은 결과물이다. 면담자 C는 학

교 동아리 동료들과의 첫 인도여행에서 “처음 목적지는 무조건 바라나시”라

고 할 정도로 이 도시의 방문을 기대했다. 바라나시의 저가 게스트하우스인

‘쿠미코 하우스’에서의 일상은 그녀에게 있어 바라나시 경험의 중핵이다. 주

로 한국인과 일본인이 많이 찾는 이곳에서 그녀와 동료들은 다른 여행자들

과 어울려 “가족처럼”, “같이 사는 수준으로” 가깝게 지냈다. 그들은 함께 모

여 “마리화나를 진짜 많이” 피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C는 당시 만

난 일본인 여행자가 여행 이후에 3주 동안 한국을 방문해 인연을 이어나갔

다는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기도 했다.

왕(2004)에 따르면, 여행지에서의 “진정으로 좋은 시간”(authentically good

time)은 그가 ‘실존적 진정성’이라 개념화한 진정성의 한 유형과 연관된다

(왕: 103). “관광행동에 의해 야기되는 존재의 실존적 상태”(92)를 의미하는

실존적 진정성은 개인내적(intra-personal) 진정성과 간개인적

(inter-personal) 진정성이라는 두 차원으로 구분된다(114). 이 분류에 따르면

C의 경험은 간개인적 진정성의 경험이다. 여행자들은 “공통된 인간성에 기

반을 둔 (...) 매개되지 않은 순수한 인간관계”를 맺는다. 이들의 상호작용은

“정말, 정말, 정말 재밌었던”(C), “최고의 감정으로 충만한” 공동체적 경험을

낳는다. 왕은 터너(Turner, V)를 따라 “구조가 해체되고, 사회경제적·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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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지위나 역할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사라지는 한계성(liminality)의 공동

체를 암시한다(119).

C가 게스트하우스에서 경험한 즐거운 감정과 공동체적 한계성은 실존적으

로 진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게스트하우스라는 메타세계를 무대로 하

였으며, 메타세계는 캡슐화(encapsulation)되어 ‘현지’로부터 분리되게끔 만들

어진 공간이라는 점에서, C의 ‘실존적 진정성’ 경험은 제도화의 결과로서 구

성된 것이기도 하다.

4) 상품화·의례화의 간파

지금까지 인도여행의 실천지평의 상품화·제도화된 측면이 여행자의 여행

경험을 균질적인 의례로 고형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는 비단 ‘상업화

된 대중관광’뿐만 아니라 ‘독립여행자(independent traveller)’에게서도 마찬가

지로 발견되는 모습이다(Hottola, 2004: 3). 여행자들은 선험적으로 부여된 여

행경로와 ‘볼거리’를 따라 ‘관광객 게토’라는 한정된 공간에 구속된 채 공통

된 경험을 반복 재생산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여행실천의 외관이 유사하다

하여 반드시 여행경험이 천편일률적이고 수동적으로 수용되고 해석됨을 뜻

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인도여행의 제도화된 실천지평의 이면에는 여행자

들의 ‘성찰성’이 작동한다. 여행자들은 외부의 제도적 조건이 요구하고 부과

하는 방식 그대로 여행경험을 해석하지 않는다. 경험의 성찰적 해석은 명백

한 비진정성의 경험을 구별해내는 것은 물론 여행의 상품화·의례화를 간파

한다.

리시케쉬는 굉장히 성스러운 장소잖아요. (...) (요가를) 가르쳐주시는 분은 썩 그렇게

약간 좀 되게 일하기 싫은데 하는 것 같은 그런...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막 명상하라

고 하고서 다른 데 갔다 오시고. (웃음) 그래서, 그게, 그런 면에선 내가 생각했던 인

도랑 많이 다르구나, 그런 것도 거기선 조금 느꼈고요. (H. 여. 30대 중반)

리시케쉬는 1967년 비틀즈가 방문해 유명해진 ‘마하리시 마헤시 요가 아쉬

람’이 있는 곳이다. 이곳은 갠지스 강 유역에 자리한 힌두교 성지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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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요가와 명상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객 게토’이기

도 하다. 여행 일정이 여유로웠던 H는 리시케쉬의 아쉬람에서 긴 기간 체류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도화된 요가 프로그램은 여행자의 상상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다. 불성실한 요가 강사의 수업은 명백히 ‘무대화된 진정성’의 경험

이었다. 여행자는 “굉장히 성스러운 장소”인 리시케쉬가 “내가 생각했던 인

도”와 같지 않다는 것을 파악한다. ‘상상의 배신’을 최소화해주던 제도화된

여행실천이 역으로 여행자의 상상과 기대에 배치된다. H의 아쉬람 경험은

최소한의 ‘진짜 같은 느낌’조차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여행자는 여행지에서의 비진정성의 경험, 특히 명백히 여행지의 ‘진짜 모

습’과 무관한 형태로 개발된 모습에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낀다. 과도하게 진

행된 제도화와 상품화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너무 관광지화되었다”고 표현

된다. D(남. 20대 중반)는 인도 중남부의 함피에서 “관광지화”된 모습에 불

편함을 느꼈다. 한때 왕조의 수도로 번성했던 함피는 이제 쇄락한 유적들만

가득 남은 작은 마을에 불과하다. D는 이런 시골 마을에까지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고 “인도 사람들도 외지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 매우 이상했다.

그는 “서양 사람들”만 가득한 함피에 실망하여 예정보다 훨씬 빨리 다른 곳

으로 떠났다. I(남. 30대 중반) 역시 히말라야 트레킹 도중 “불쾌했던 기억”

이 있다. 트레킹 도중 지나친 롯지(산장)에 한국어로 ‘삼겹살·소주’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는 현지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그 산에서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면담자들은 여행지의 메타세계 역시 충분히 간파하고 있었다.

우리 여행자들이 말하는 바라나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는

데 우리가 만든 환상 속에 있는 세계인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현지인)도 (...) 여행자

가 (...) 이런 걸 경험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 자기들이 새로 만들어낸 삶이 있는

것 같이 (...) 우리가 말하는 바라나시는 전부가 아닌 거예요. (...)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인도는 내가 상상한 거 이상의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C. 여.

20대 중반).

C는 ‘관광객 게토’의 공간이 인위적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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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경험 역시 제도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임을 파악하고 있다. 여행자의

‘메타세계’는 “환상 속에 있는 세계”이며, 그 안의 ‘인도인’의 삶 역시 여행자

의 환상이 요구하고 조형하는 대로 “새로 만들어 낸” 것이다. ‘진짜 인도’와

‘진짜 인도인의 삶’은 ‘메타세계’의 바깥에 존재한다. 나아가 C는 그 자신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동료 여행자들과 보낸 “진정으로 좋은 시간”까지도 성찰

한다. 그녀의 성찰은 ‘실존적 진정성’을 공유한 다른 여행자들과의 ‘거리두기’

로 나타난다. 그녀와 동행한 선배들은 한국에서도 이태원의 힌두교 사원을

방문할 만큼 인도를 자신의 “마음의 고향”으로 여긴다. 그러나 C는 그들의

“환상은 인도라는 전체 공간이 아니라 바라나시의 쿠미코 하우스라는 그 공

간을 생각하는 것”에 불과하며 자신은 “그 사람들과 살짝 다른 케이스”라고

말한다.

여행자들은 자신의 여행경험을 성찰적으로 해석하고, 인지된 비진정성을

판별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경험의 성찰은 과도한 상업화와 제도화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작은 여행자들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

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개별 여행자가 곧장 제도화되지 않은 여행실천, 즉

‘모험’을 추구할 수는 없다. 이미 오랜 시간 공고히 제도화된 여행실천은 ‘외

부’를 좀체 허용하지 않기에, 개별 여행자가 ‘제도화되지 않은 순수한 여행경

험’을 획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무대화된 전면부’의 후면으로 침투하려

는 여행자의 시도는 실패로 귀결되기 마련이다(MacCannell, 1973).

‘관광객맞춤 환경’에 의해 틀지어진 여행실천을 거부하고 시종일관 ‘진정한

경험’을 찾아 분투하는 것은 여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모든 여행자들이 애초에 자신의 여행실천이 독특하고 유일할 것이라 기대하

지는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행 전부터 인도여행의 “국민코스”를 따라

일정을 세웠다는 면담자 A(여. 20대 중반)의 말처럼, 경험의 평범성은 여행

이전부터 충분히 감안되고 있는 것이다. 관광객들은 ‘노골적인 가짜(outright

fake)’가 아닌 한에서 그들의 일정표가 여행객들을 위해 구성된 것임을 받아

들인다(Bruner, 1991: 240-241). 제도화된 여행실천은 무난한 볼거리와 적당

히 가벼운 즐거움을 제공한다. 여행자들은 노골적인 비진정성의 경험을 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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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도화·의례화된 여행실천을 성찰하기도 하지만, 이미 주어진 관광체계

를 전복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대개 이를 무던히 수용하

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할 뿐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순례자 모델’에 포섭되지 않으며, 오히려 ‘포스트-관광객’

과 유사한 태도와 외양을 견지하기도 한다(두 용어에 대해서는 선행연구 검

토의 2소절을 참조). 여행자들은 한국에선 결코 입고 다니지 않을 헐렁하고

값싼, 정작 인도인들은 누구도 입지 않는 ‘전통의상’을 걸치고 화려한 장신구

와 헤나(천연염료 문신)로 치장하고 인도의 거리를 누빈다. 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인도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다 왔으며, 얼마나 ‘싸게’ 숙박비와 생

활비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다투어 자랑한다. 인도여행은 상징자본을 놓고 벌

이는 쟁투와 무수한 구별짓기의 장이다. 이들에게 진정성 추구는 인도여행의

유일무이한 동기가 아닐 수 있으며, 진정성의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자아에 크게 상처를 입은 김누구보다빛나는은 그 자아를 회복해야 했다. 그렇다면 선

택은 하나뿐이었다. 인도! 인도로 가야 한다! 갠지스 강에서 몸을 씻고, 오른손으로 카

레를 입에 집어넣으며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야 했다. 이미 인도에서 입을 옷들은 다

구해놨다. 레게머리도 했다. 이제 그는 두려울 것이 없다. 조금만, 조금만 더 모으면

내 자아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오늘도 포스기에 삼각김밥을 싸고, 시재를 하고, 물건을

채워넣으면서 다짐한다. 인도! 인도로 가야 한다!(권민서, 2014: 36)

위 인용문은 어느 소설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김누

구보다빛나는’은 ‘자아’의 위기를 겪고 인도로 가고자 결심한다. 인도여행은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러나 인도에서 자아를 찾기 위해

‘김누구보다빛나는’은 인도의 문화와 사회, 역사를 알기 위해 진지하게 몰두

하거나 명상과 요가를 예습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는 “인도에서 입을 옷들”

을 미리 사놓고 “레게머리”를 했다. 그에게 ‘자아 찾기’와 ‘패션’은 상충하거

나 모순되는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옷’과 ‘레게머리’는 자아 찾기의 필요조

건이 된다. 어느 한쪽이 탈각되지 않고 양자 ‘모두’를 취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인도여행의 진정성은 충족된다. ‘김누구보다빛나는’은 소설 속 인물일 뿐이지

만, ‘진정성’이라는 용어가 인도여행과 관련되어 대중적으로 수용되고 재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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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전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례다. 여기에는 기대와 냉소가 공존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진정성 기획에 대한 가치평가는 연구자의 몫이 아닐 것이

다. 다만 한국의 인도여행자는 ‘세속적 순례자’와 ‘포스트-관광객’이라는 대칭

적 이념형 사이의 어느 지점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어느 한쪽만으로는

인도여행의 성격을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3. 자기-실천: 인도여행의 서사적 의미화

1) 진정성 사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도여행의 실천지평은 제도화의 결과가 낳은 의

례화된 경험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화된 여행은 특별할 것 없는 무난하고

평범한 수준의 체험을 여행자에게 제공하고, 여행자 역시 자신의 여행경험

전반이 독특하고 유별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대중화된 여

행실천에는 ‘진정성의 경험’이 개입할 만한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흥미

롭게도 면담자들의 여행서사는 이와 상반된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이들의

여행서사의 핵심에는 ‘오롯한 나만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위치해 있다. 평

범하고 무난한 관광경험의 연속에서 이 독특하고 유별난 것으로 의미화된

‘사건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를 ‘진정성 사건’(authentic event)이라 부르고

자 한다. 이하에서는 면담자 경험서사의 상세한 재구성을 통해 ‘진정성 사건’

의 성격과 형식을 파악할 것이다.

N(남. 40대 중반)은 여행 작가다. 그러나 30대까지 그는 한국과 미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사업가였다. 오랜 사업을 정리한 그는 2009년 멕시코와

페루 등지를 여행한 뒤 이듬해 인도를 찾았다. 2000년 ‘친따’의 배낭여행 프

로그램을 이용해 인도에 첫 방문한 이후 10년 만의 일이었다. 그를 인도로

다시 이끈 것은 북부 라다크 지역 ‘판공초’ 호수의 사진이었다. 어느 웹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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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을 본 그는 “정말, 그 동안 인도를 잊고 있었”다고

회상하며 사진의 주인에게 “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습니다”라는 글

을 남겼다. 그렇게 그는 인도를 다시 찾아 ‘판공초’ 호수에 도착했다. 히말라

야 고원에 위치한 아름다운 호수에서 그는 주변을 산책하며 음악을 들었다.

그 순간 그는 지금껏 살아오며 느낀 “감정의 최대치”를 경험했다고 이야기

한다. 그가 말하는 “감정의 최대치”란 감각경험에 의한 심리적 고양감을 의

미한다. 그는 무한한 행복감과 더불어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는 허무

의 양가감정을 느꼈다. 이는 한 장의 사진에서 촉발된 여행상상이 여행실천

을 통해 실제의 경관과 성공적으로 접속하면서 발생한 ‘진정성 사건’이었다.

사건과 조우한 그는 “이제 아 나는 여행을 계속 다니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여행경험을 서사적으로 의미화했다. ‘판공초’ 방문

은 그의 인도여행을 통틀어 가장 대표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서술되었

다.

유사한 경험은 C(여. 20대 중반)의 여행서사에서도 발견된다. C에게 바라

나시는 특별한 여행지다. 함께 여행한 동료들과의 즐거운 기억이 많은 장소

이지만, 그것 자체로 특별함의 이유가 되진 않는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C는

‘관광객 게토’의 허구성을 간파함으로써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친밀성 경험을

성찰하고, 동행들은 단지 “유희를 즐기는 것”이라며 자신과 차별화하고 있

다. 바라나시의 특별함은 어느 이른 아침 흐르는 갠지스 강에 몸을 담갔던

체험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몸을) 딱 담갔는데, 정말 재밌었던 거는, 그 물이 (...) 완전 흙탕물이었거든요? 보통

강물에 빠지면 흙이 온 몸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샤워하기 귀찮겠다하고 들어갔는

데. 그 물이 정말 깨끗하다고 느낀 거예요. (...) 그때 그 물이 정말 깨끗하고, 되게 뭐

라고 말을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어떤...새로운 느낌? (...) 그 물에 대해서 내가 편견이

있었나보다. 왜냐면 지금은 너무 깨끗하고, 좀 영적인, 홀리한 물이다(C).

바라나시의 갠지스 강은 결코 깨끗하지 않다. 상하류의 화장터에서 끊임없

이 시체를 태워 강물에 흘려보내고, 갖가지 생활쓰레기들이 강에 버려지고,

인도인들이 빨래나 목욕을 하며 발생한 오수가 함께 흐른다. 하지만 갠지스

는 힌두교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강이다. 강변에선 멀리서 찾아온 순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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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물에 몸을 담그고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C는 아

침의 강가가 몹시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고 기억한다. 몇 안 되는 인도

인들만이 “신성하게” 몸을 씻고 있었다. C는 그들을 따라 물속에 몸을 담가

보았다. 더러울 것이란 예상과 달리 물은 “정말 깨끗하다고 느”껴졌고, 심지

어 “영적”이고 성스럽기까지 했다. N과 마찬가지로, C 역시 감각적 자극을

통해 심리적인 고양감을 경험하였다. 차이가 있다면 N의 진정성 경험이 상

상의 성공적 승인을 통한 것이었던 반면, C의 것은 기대와 실천의 간극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진정성 경험이 상상-실천의 간극과 연루되었다

는 사실은 그녀의 여행서사에 중요한 항목으로 기입되었다. 간극의 경험은

“내가 생각했던 답이나, 어떤 그런 편견들”은 물론 그녀 자신과 “내가 아는

모든 세계”마저 “자꾸 깨지는 느낌”을 주었다. 인도여행은 그녀로 하여금

“나에 대한 존재 자체”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 계기이자 사건으로 의

미화되었다.

L에게 판공초 호수가, C에게는 갠지스 강이 있듯이, 진정성 경험의 서사는

특정한 장소를 배경으로 한다. 달리 말해 특정한 장소에 귀속된 감각과 체험

이 진정성 사건의 경험적 조건을 구성한다. 일례로 바라나시의 화장터는 여

러 면담자들의 진정성 경험 서사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소이다. 화장터

는 여행자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때 죽음과 더불어 ‘삶’

역시 성찰된다. 화장터의 공간성은 죽음과 삶에 대한 사색을 추동하고, 여행

자는 사색의 경험을 진정성 서사의 일부로 편입시킨다.

I(남. 30대 중반)는 6개월의 여정 중 2개월을 바라나시에서 보냈다. 거기서

그가 즐겨한 일이란 “앉아서 화장하는 것만 보고 있”는 것이었다. “왠지 그

냥 그게 마음에 끌렸”기 때문이다. 숙소가 화장터 바로 옆에 있어서 옥상의

식당에 앉아 화장하는 광경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었다. 화장터에선 끊임없

이 장례가 치러지기 때문에, 떠들썩하게 염을 외는 상여꾼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고약한 냄새와 자욱한 연기가 끊임없이 올라온다. 다른 면담자 H(여.

30대 중반)은 화장터의 모습 자체에 감각적으로 ‘충격’을 받기도 했다. 그녀

는 화장터 근처의 음료 가게에 앉아 화장하는 광경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I와 H는 죽음에도 계급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한국에서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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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시켜 사색의 소재로 삼는다. 시체를 동여매는 천의 색은 신분에 따라 다

르다. 무엇보다 자기 몸을 태울 장작 값이 없는 가난한 자의 시체는 타다만

채로 강에 버려지거나 아예 돌에 매달아서 수장을 한다. 수장한 시신은 가끔

줄이 끊어져 물 위로 떠오르기도 한다. I는 “이쪽에서는 수장했던 시신이 떠

오르고 있고, 강가 쪽에서는 목욕하고 물마시고 있”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화장터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인도를 “삶과 죽음이 딱 공존

하는 곳”이라 정의하게끔 했다. ‘한국과 달리’ 인도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불

분명해 보인다. 화장터는 차안(此岸)과 피안(彼岸)의 경계를 넘나드는 데 “아

무런 장애가 없”는 인도의 ‘진짜 모습’이 집약된 장소다. H에게도 화장터의

장소성은 한국과의 차이로 인해 더욱 부각된다. 삶이 마무리되는 생생한 광

경은 “한국에서나 이전에 여행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다.

사실 바라나시 화장터에서 죽음을 성찰한다는 테마는 인도의 여행서사에

서 진부할 정도로 반복되어왔다. 면담자 스스로도 “워낙 대부분의 여행자들

이 가면 가장 인상 깊게 보는 곳”이기에 그곳의 경험 역시 “정말 흔한 거는,

너무 흔한 거”(H)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경험의 진부함이야말로 화장터의 장소성이 보편성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바라나시의 화장터는 여행의 다른 덕목인 즐거움이나 휴식이 아닌 삶과 죽

음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 여행자들은 ‘타자의 죽음’을 ‘자신의 삶’을 돌이

켜보는 계기로 삼는다. 사색의 내용과 결과가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여행자

는 이질적 풍경을 배경으로 한 사색의 기억 자체를 의미 있는 경험으로 간

주한다.

여행실천의 제도화와 의례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담자들의 여행경험 서

술은 인도여행의 진정성 경험이 존재함을 역설하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

자면, 여행자의 서사에서 특정 종류의 경험이 ‘진정한 것’으로 의미화된다.

‘진정성 사건’이라 부를 수 있을 이러한 경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

는 감각적 충격과 감정적 동요에 의해 촉발된다. 여행자들은 ‘오롯한 나만의

경험’을 통해 여행의 ‘자기-실천’에 단일성과 유일성을 부과한다. ‘진정성 사

건’은 여행실천과 여행경험의 의례적 평범성과 무난함이 충분히 인지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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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한 경험이다. 이 경험은 외

부의 제약과는 무관한 여행자의 내적 체험이다. 아무리 비판적인 연구자들에

의해 여행경험의 구성성(즉, 비진정성)이 폭로된다 하더라도, 여행자들은 특

정 종류의 사건을 진정한 경험으로 받아들인다(Elsrud, 2001: 599; Noy,

2004: 80). 진정성 경험이 여행자 서사에 기재되는 것은 여행실천의 형식이

나 여행경험의 내용이 아닌 여행자 자신의 ‘의미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경

험의 외적인 진리가나 타당성 평가로 환원되지 않은 채 여행자의 내면에 형

성되는 이러한 진정성을 ‘의미화된 진정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내적 체험으로서 ‘진정성 사건’의 성격은 경험의 소통가능성을 제약한다.

‘진정성 사건’은 위처럼 구조적으로 완결된 서사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진실

성의 준거가 여행자의 내면에서 구성되어 있기에 외적 타당성을 갖기가 어

렵다. 여행자가 느낀 당시의 현장감과 감정적 동요는 전시될 수는 있어도 전

달될 수는 없다. 바로 이 점이 여행자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성 사건’을 독특

하고 유일한 경험으로 의미화하게 한다. 여행지는 의례화된 경험만을 제공하

고, 대부분의 다른 여행자들은 평범함과 익숙함에 만족하며, 자신의 전반적

인 여행실천 역시 다르지 않음을 성찰하고 있지만, 자신의 ‘오롯한 경험’에만

은 특별한 의미가 부가된다. 나아가 ‘진정성 사건’의 서사적 의미화는 여행

전체를 사후적으로 재정의하게 한다. 여행경험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기억하

게 하는 여러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사건’이 부여하는 독특하고 신비

한 감각이 인도여행을 의미 있는 시간, ‘진정한 여행’으로 기억되게 하는 것

이다.

우리는 재차 ‘진정성 경험’이 발생하는 시공간이 이미 ‘관광객맞춤 환

경’(tourist setting)의 구조적 조건에 종속되어 있으며, 따라서 여행자의 진정

성 경험이란 여행실천의 제도화되고 의례적인 경험의 단순한 연장이자 그럴

듯한 기만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진정성 경험’의

생산성에 주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경험이 여행자의 서사에

서 유독 유의미한 것으로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논할 수도 있

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여행이라는 사회적 행위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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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행의 의미화와 다시 쓰는 삶의 서사

여행은 의미화는 이중적 구조를 지닌다. 첫 번째 의미화는 ‘진정성 사건’을

매개로 서사화된 여행경험이 ‘진정한 것’으로 거듭나게끔 과정이다. 즉 ‘진정

한 경험’에서 ‘진정한 여행’으로의 이행이 발생한다. 두 번째 의미화는 ‘진정

한 여행’의 서사를 체득한 여행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단계

다. ‘여행’은 ‘삶’과 완전히 독립된 생활양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삶 안으로 침투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이중적 의미화

과정을 통해 여행과 삶이 연결된다. 아래에서는 면담자의 여행서사를 토대로

여행과 삶의 의미화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기실현으로서의 여행

F(남. 20대 후반)의 인도여행은 모두 두 차례였다. 첫 번째 여행은 수능시

험을 본 직후였다. 『연금술사』의 자아발견 모티브에 매료되어있던 그는 소

설의 주인공처럼 사막을 찾아갔다. 그러나 인도의 사막은 너무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의 기대와 상상을 배신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현실이 어떤 건

지 보게 만드는” 경험이었다. 그가 본 ‘현실’이란 생각보다 “별 거 없”는 무

미건조한 사막이나 불편한 사막여행의 본모습이 아니라, “내가 도피하고 있”

는 “현실”이었다. 당시 대학 진학을 앞둔 F는 성년으로의 이행기에 있었다.

대학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아직 확립되지 못한 성

년으로서의 정체감의 부재가 그를 지배했다. 여행을 통한 자기실현의 상상은

현실로 승화되지 못했고, F는 이듬해 재수를 선택했다.

대학 1학년이 끝난 후, F는 다시 인도로 향했다. 이번엔 배낭여행이 아니

라 ‘정토회’의 ‘선재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제도화된 여행의례를 따른 첫

번째 여행은 F에게 “단순한 표피적인 경험”만을 제공했다. 그는 “주제를 가

지고 어떤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여행”을 원했다. 정토회의 ‘선재수련’은 불

교적 ‘수행’의 일환으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해외봉사 및 성지순례 프로그

램이다. 일과가 끝나면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하루 동안 “어떻게 느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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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어떤 기억이 떠올랐는지”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매일

갖는다. F는 이를 “자기를 들여다보는 작업”이라 부른다. 이야기 작업을 통

해 F는 “어렸을 때 형성된” 자신의 “콤플렉스 같은 게 있”음을 발견했고, 이

를 각자의 문제를 털어놓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자신이 “치유”되는 느

낌을 받았다. 그에게 “인도의 의미”란 “제 안에 있는, 혹은 사실은 우리가 안

보려고 하는 것들을 안 볼 수가 없”게끔 “계속 상기시켜주는” 공간이다. 뿐

만 아니라 한국에서처럼 “뭘 생산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컴퓨터도 없고 뭐도 없는” 곳에서 매일 “놀고, 밥

먹다가, 빨래하고, 이야기하는” 일상이 매력적인 삶의 형태로 인식된 것이다.

선재수련의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내면을 발견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테크닉’

과 함께 ‘자기를 발견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 삶’의 상상을 제시

한다. 그의 두 번째 인도여행은 “내적인 균형”을 회복하고 한국에서의 “현실

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는 ‘자기실현’의 경험이었다.

III장에서 살폈듯 ‘자기실현(self-realization)’의 서사는 인도여행의 상상공

간에서 핵심적인 주제이다. 여행자의 자기 서사에서 이 상상은 자기충족

(self-fulfilment), 자아의 발견과 발전(discovering one’s self and

self-development)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변주된다(Cohen, 2010: 118). 여행은

현실의 일상적 조건 속에서 은폐되거나 억제되어 있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

고 발견하며 계발하는 과정으로 의미화된다. 여행자가 실제로 ‘진정한 나’를

찾는 데 성공했는지, 혹은 서사의 내용이 진실한지를 묻는 질문은 여기서 중

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여행의 경험을 ‘진정성 추구의 과정’으로 서사적으로

의미화함으로써 경험을 서술하는 여행자가 자신의 ‘서사적 정체성’을 형성하

고 재확인한다는 사실이다(Ricoeur 1991a, 1991b, 1996; 루치우스-회네 · 데

퍼만. 2011: 23에서 재인용).

F의 경우처럼, ‘자기실현’의 추구는 생애단계의 이행기에 부각된다. ‘성년’

으로의 이행은 F에게 자아정체감의 고민을 야기했다. 여행은 자아상의 확실

성을 얻고자 떠나는 순례의 양상을 띤다. 여행은 한편 삶의 연속성의 단절경

험이다. 생애단계의 이행기가 요구하는 선택의 문제를 앞둔 여행자에게 고민

의 기회와 함께 선택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여유를 준다. G(여. 30대 초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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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를 고민해야하는 시기에 인도여행을 했다. 사범대를 다닌 G에

게 가능한 선택지는 많지 않아보였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교사나 공무원이

되길 바랐지만 언론·방송 분야에 흥미가 있던 G에겐 답답한 요구였다. 자기

실현에 대한 G의 욕망은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해야한다는 생애과정의 규범

적 요구와 충돌하였다. 그녀의 인도행은 진로고민에 대한 “답”이나 “방향”을

얻고자 하는 기대 속에 추진되었다. 여행이라는 단절적 경험 속에서 내린 결

정에 따라 귀국 후에 “뭐든 시도를 해서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인도는

이국적 타자로서 새롭고 다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하

고 있는 자신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E(여. 20대 후반)는 대학원에서 곤충학을 전공하고 관련 직종에서 일을 시

작했지만, “1년 만에 이 길이 아니라는 결론이 서서”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를 떠났다. 해외 생활을 통해 “무언가 삶의 방향을 정”하고 “진정 내가 원하

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려 했다. 그러나 한 해 뒤에도 답

은 얻지 못했다. 돌아온 E가 대면한 것은 삶의 불확실성과 목표의 부재였다.

“진정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이전까지의 경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새로운

삶의 궤적을 상상했지만, 모험은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났으며 다음 단계로

의 이행은 요원해보였다. 그녀는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열흘 만에

다시 짐을 꾸려 인도로 떠났다. 약 석 달간의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온 E는

여행관련 직종에 취직했지만, 오래지 않아 재차 일을 그만둔다. 그녀는 현재

제주도에 살고 있다. 한동안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숙식을 해결했지만,

지금은 몇몇 사람들과 집을 공유해 함께 지낸다. 장신구를 만들어 시장이나

여행자를 상대로 판다. 돌로 된 창고를 개조해 찻집을 준비 중이다. 이제는

“잘 하는 것이 없어도 걱정”이 없다. 그렇다고 딱히 “인도를 다녀와서 생각

이 바뀌었다거나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저 잘 살다보니 잘 살 수 있는 나

만의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E는 “여행하는 나”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

며, “진정한 나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꿈은 언제까지나

여행을 하며 세계 여러 장소에서 한동안 살아보는 것이다.

C(여. 20대 중반)는 한국에서의 사회적 삶과 여행의 실존적 삶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그녀는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다. 어린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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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세계와 만나는 게” 좋았던 그녀는 “협상의 다리” 역할을 하는 외교관

이 되고 싶었다. ‘우드로우 윌슨 센터’나 ‘스톡홀름 국제평화회의소’의 인턴쉽

설명회 같은 곳에 찾아다닐 정도로 열의가 있다. 그러나 그런 그녀를 괴롭히

는 것은 불현듯 찾아오는 삶의 ‘허무함’이다. 한창 꿈을 좇는 와중에도 “내

삶이 뭔가 무너진다는 느낌”이 찾아온다. 그 느낌은 인도여행을 통해 “오로

지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났다. 인도의 여행경험은 C

로 하여금 삶에 대해 “내가 생각했던 답”은 물론 “나에 대한 존재 자체”가

“자꾸 깨지는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내가 아는 모든 세계는 다 없어진 것

같”다는 감각에 당혹스러웠다. 한국에서의 삶은 나의 주체성이 개입될 여지

가 없는 “주어진 사회”에 갇힌 것처럼 보였다. 여행에서 경험한 “순수한 내

가 나를 만나는 작업”은 사회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가 좋아하는 일본

의 여행 작가 후지와라 신야의 표현처럼, 세계는 ‘실재의 세계’인 인도와 ‘하

이퍼리얼의 세계’인 한국으로 나뉘어졌다(신야, 2009). 삶의 방식에 대한 “보

편화된, 대중화된 정답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 반해 인도에는 “정형화된

답이 없다.” 인도 특유의 “혼란 속의 질서”는 “사회적인 그런 걸 다 버리고

오로지 내 존재와 나의 영적인 부분을 심화해나가는” 경험을 제공했다. 주위

의 친구들은 주어진 조건에 순응하여 “정진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나는

여기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이 억울하다. 하지만 자기를 실현하지 못하는

“세상이 가진 허무함”은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게 너무 힘”들게 한다. C는

어떤 세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지만 “합의나 뭔가 타협”이 되지 않아 힘들다.

가족도 끈이고, 사회도 현실의 끈이고, 내가 다 얽혀 있어서 생각할 수 없는 나가 있

는데, 여행은 항상 나와의 만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방인이 되는 다른 곳에서 연고가

없는 데서 탐험을 하면서 만나는 진짜 나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 무섭고 두려운 일이

지만, 내 세계가 다 무너지지만, 어느 순간에는 여행을 더 해보고 싶은 것이 계속 있

는 게, 내가 아직 내 일면만 알아차렸지 않나, 좀 더 계속하면 어떤 궁극적인 나를 만

나서 현실과도 합치되는 생각과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가 있고. (...)

인도의 배낭여행은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장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있

어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20대에 처음으로 만났던 내 모습, 새로운 계기가 된

것 같아요(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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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의례로서의 여행

J(여. 30대 후반)와 H(여. 30대 중반)는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직장 생활

을 해왔다. 회사생활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조직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J)들은 스트레스를 주기 십상이고, 과도한 업무 및 잦은 야근(H)은 이

들을 지치게 했다. “회사라는 집단”은 “진심으로 무언가 생각하기보다는 빨

리빨리 눈에 보이는”대로 일과를 처리해나가기만을 요구했다. “사회의 틀”

속에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해야만 했

다(H). 노동이란 내적 능력을 발현하고 외화시킴으로써 삶의 성취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성찰하고 회복할 시간과 여유를 앗아가는 ‘소

외의 행위’였다. 직장생활을 계속 할수록 “이건 내 (원래) 모습이 아닌 것

같”(H)다는 느낌에 지배되었다. 이들에게는 탈출의 계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승인된 짧은 휴가가 아닌 장기간의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

조건은 탈출의 대가를 요구한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누적된 직업경력을

중단하고 실직의 위험과 재취업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H와 J는 위험을 감수하는 쪽을 선택했다. “반복된 삶의 무미건조함”과 “매

너리즘”에 빠져있기보다는 “인도를 통해 진짜 삶의 찾거나 내 삶의 위안을

받고”(J) 싶었다. 이들은 퇴직과 재취업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그 사이에 몇

개월간 여행을 다녀왔다. 다행스럽게도 탈출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었

다. 인도에서 보낸 긴 호흡의 휴식은 일상과 노동의 세계로 복귀할 힘과 여

유를 ‘회복’시켜주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생활을 (...) 정리하던

차원에서” 인도로 떠났던 M(남. 40대 초반)은 막상 돌아오니 “너무 에너지

가 막 솟”고 “일을 하고 싶”다는 충만감이 가득함을 느꼈다. 여행 직후의

“붕 뜬 것 같은 기분”은 일상생활을 고양시키며 “그 힘으로 또 살아”갈 동력

을 얻는다(J).

여행경험은 노동력을 재생하고 삶의 원기를 회복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삶의 태도와 자존감에도 변화를 주었다. J는 여행경험을 통해 “성

격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슬픔에도 많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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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않”게 “담담”해질 수 있었다고 한다. H 역시 “인도에서 마음의 여유라

든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으며 귀국 후에도 “이전보다는 여유

롭게 사는 것 같”다. 또한 여행은 노동과 사회생활의 장에서 왜소화될 수밖

에 없었던 ‘자아’를 소외로부터 끌어올려주었다. 여행이 인생의 “터닝 포인

트”(J)이자 “기점”(H)으로 의미화될 수 있었던 것은 소원해진 ‘진짜 자신’과

의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였기 때문이다. “여행 떠나는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

만 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J)었으며 “여행할 때 ‘좀 더 이게 나 같다’

라거나 내가 살아있는 느낌”(H)을 받았다. “마음이 충만했던 시간”인 여행은

“진짜로 나한테 필요했던” “치유”(M)의 과정이었다. 여행경험은 이들에게 자

아의 ‘회복의례’로 기능하고 있었다.

노동의 의지와 자아정체감을 회복한 여행자들은 안정적이고 고양된 상태

로 다시 직업세계와 생활세계로 복귀한다. 그러나 애초에 여행자들이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적 조건은 교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 여행을 통

한 회복은 영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기분전환”(J)에 불과하게 된다. ‘현실’의

부정적인 조건에 대비하여, 여행이 준 긍정적 영향에 대한 갈망이 배가된다.

복귀 후의 삶에 더욱 익숙해질수록 “계속 여행하고자 하는 마음”(J)이 일어

난다. “일이나 인간관계의 현실에서 자꾸 부딪”히게 되는 “한국에서의 삶”이

“자꾸만 인도를 그리워하”(M)게 한다. 이들의 꿈과 목표는 한국사회의 규범

적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향된다. 직업적 성공이나 부의 축척, 결혼과 육

아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성년기의 궤도와 이들이 기대하는 ‘여행하는 삶’이

내면에서 충돌한다.

미래에 대한 이들의 시선은 외부를 향해있다. 한국의 ‘현실’로부터의 이탈

이 삶의 기획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여행과 거주의 장소로서 이국의 풍경이

공간적으로 상상된다. J의 “버킷리스트”는 “소울메이트”를 만나 세계 일주를

하고,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한동안 살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집안의 장녀로

서 노회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과 ‘보편적인’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

려는 것에 대한 가족의 반대는 꿈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M 역시

첫 번째 인도여행 후 들어간 직장에서 8년간 근무하며 실질적인 “가장 역

할”을 했다. 편찮으신 아버지와 경제적 능력이 없는 형을 부양하다보니 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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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제 몫으로 쌓이지도 않”고 이제 “지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을 그만

두고 다시 인도를 여행한 그는 귀국 후 여행카페의 매니저로 1년 째 일하고

있다. “항상 가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 여행만 할 수는 없”기에, “어떻

게 지내오는 것도 모르게 (...) 몇 번씩 주저앉”으며 힘든 카페 일을 해왔다.

M은 언젠가 태국의 시골에서 조그마한 밭을 가꾸며 살고 싶다. H는 “나이

가 들수록 (...) 너무 자유롭게 살”아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가 부담스러워

진다고 했다. 최근 다시 직장을 그만 둔 H는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한 고민”

에 빠져있다. “궁극적으로 여행도 계속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지

만 “삼 개월 뒤에 어디 있을지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 상황”이라 여러 선

택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렇게 여행을 통한 자아실현의 추구를 놓고 사회적 의무와 내면적 요구

사이의 영속적인 갈등이 발생한다. 앞 절에 소개된 여행자들과 달리, 이들에

게는 삶의 이행기에 주어지는 결정의 유예가능성이 부재하다. 이미 상당기간

사회·경제적으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을 부양하는 등의 부

담까지 진 탓에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여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자기실현을 저지하는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일

시적인 탈출의 대가를 상회하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것의 대가가 그

리 만만한 것이 아니기에, 이들은 한국에서의 삶/노동의 지속과 여행을 통한

일시적인 탈출 사이를 누차 왕복하게 된다. 요컨대 여행은 현실의 생활세계

에서 지속적으로 마모되어 가는 ‘자기’에 대한 감각, 즉 삶의 진정성을 일시

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의례로 간주된다.

(3) 생활로서의 여행

전술한 두 유형의 면담자 집단에게 여행의 욕구는 한국사회에서의 ‘현실’

에 의해 제한된다. 여행의 ‘충분한’ 실행이 삶의 현실적 조건에 의해 억압되

고 유예됨으로써 여행과 삶은 양자택일의 갈등관계에 놓인다. 여행을 택할

경우 삶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의 보장에 위협을 가하게 되고, 삶을 택하자

니 사회적 현실의 비진정성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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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활과 여행 사이의 간극은 어느 한쪽을 제거해야만 다른 쪽을 구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소되기 어려운 것이다. 즉 삶을 여행으로 환원하거나 여

행을 삶 안으로 수렴해야만 한다. 본 절에서는 양자의 화해, 즉 삶과 여행의

간극을 줄여낸 이들이 여행을 의미화하는 방식을 살핀다. 삶과 여행이 등치

된 ‘생활로서의 여행’ 서사는 여행하는 행위와 결과물을 업으로 삼는 여행

작가 등의 전문여행자 집단에게서 발견된다.

L(여. 40대 초반)은 데뷔한 지 만 3년가량 된 신진 여행 작가로, 여행 소

개서나 잡지 기사를 쓰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작가가 되기 전에는 프리랜

스 영어강사로 오랜 기간 일했다. 전면적 여행자유화 직후였던 대학 시절 교

수님의 수행 겸 통역으로 중남미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를 여행

한 경험이 있다.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는 차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작가 교육과정을 수강했고, 이를

계기로 첫 여행관련 서적을 내게 되었다. 그녀는 2003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개월, 2개월 간 인도를 여행했다. 독특한 풍광과 유적으로 유명

한 인도 중부내륙의 관광지 함피에 대한 여행 에세이집을 출간 준비 중이며,

재미로 본 점괘에서 두 번이나 자신이 전생에 ‘인도 공주’로 나왔다고 말할

정도로 인도여행에 애착이 깊다.

N(남. 40대 중반)은 자신의 정체성을 “기본적으로 여행자”라 정의한다. 그

는 수년 째 중남미와 인도 등지를 여행하며 일인출판의 형태로 자신의 여행

기를 펴내는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가 되기 전까지 그의 생애경로

는 오랜 직장생활과 퇴사 후 장기여행, 한국과 미국에서의 개인사업 등 다양

한 양상을 띠었지만, 현재는 이른바 “여행자의 삶”에 고정된 상태다. 그가

“여행자의 삶”을 사는 이유는 “피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에게

생활과 여행은 “절대 양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행하는 게 (생활보다) 더

중요”하다.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경

험했지만 현재는 여행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교급식 아르바이트를 마다하

지 않을 만큼 “여행을 하기 위해 (삶의) 모든 포커싱을 맞춰놓은 상태”로 살

고 있다. 그의 생애사는 생활이 여행 속으로 수렴되는 과정으로 귀결된다.

인도여행은 그가 여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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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개한 것처럼, 10년 만에 다시 찾은 인도 여행 중 판공초 호수에서 겪은

‘진정성 사건’의 경험은 그로 하여금 “나는 여행을 계속 다니고, 여행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재차 다짐하게끔 했다. 그는 최근 3년 사이에 인도를

세 차례 더 다녀오며 ‘인도의 백 개 도시’에 대한 여행서를 준비 중에 있다.

N과 L은 여행 작가가 되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여행을 해오다, 결국 ‘피’

가 끌리고 ‘좋아하는 것’을 좇아 여행을 ‘업’으로 삼았다. 이들의 여행 서사에

서는 생활과 여행 사이의 ‘갈등’이라는 테마가 앞의 두 유형에서처럼 두드러

지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삶의 형식으로서 여행을 선택함으로써 양자를 동

일시하는 데 성공하였다. 여행은 자기실현과 선택의 일시적 유예를 위한 이

행기 청년의 선택지나 노동과 생활세계의 억압적 조건으로부터 탈출하고 회

복을 기대하는 의례가 아니라 ‘삶’ 자체가 된다.

B(남. 20대 중반)의 꿈은 여행 작가다. 건강이 안 좋은 그는 병역특례로

군복무를 대신했다. 특별한 기술이 없었던 그는 2년 동안 공장에서 현장 노

동자로 일했다. 함께 근무했던 지긋한 “형님”들이 술자리에서 들려준 이야기

들이 그로 하여금 여행 작가를 꿈꾸게 했다. 그들은 지나간 삶에 대한 후회

와 이루지 못한 것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B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건 빨리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행정학과 학생인 그에

게 고시를 보고 공무원이 되는 길은 당연한 노선이었다. 그러나 전역 후의

그는 “이때까지 생각 없이 휘둘리며 살았”으니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인도는 그의 첫 번째 해외 여행지였다.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에 대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인도여행은 타인

의 평가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자신의 “포장지를 벗겨서 스

스로 내부를 보는” 경험이었다. 자아의 성찰과 발견은 “약간 나체의 느낌이

긴 한데, 모든 게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인도여행을 다녀온 뒤 그는 여행

작가가 되리라는 꿈을 굳혔다. 이제 “행정(학) 쪽은 쓸모가 없어 보이고”, 여

행을 위한 글쓰기와 사진 이외의 것엔 관심이 가지 않는다. 그는 친구들에게

“삶을 당겨쓴다”고 말하곤 한다.

B는 삶을 여행 안으로 수렴하여 ‘여행을 사는’ L과 N 같은 이들을 선망한

다. 그러나 여행자로서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으며, 생활과 여행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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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여전히 어려움과 딜레마를 내재하고 있다. 우선 생활로서의 여행은 특

정한 경제적 조건의 충족을 요구한다. 여행은 그 자체로는 소비와 지출에 특

화된 행위이기에 ‘정상적인’ 노동과 수입구조로부터 이탈한 생활방식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노동하지 않아도 여행을 지속할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확보하

고 있거나, 여행하지 않는 기간에 임시직·단기직 고용시장에 참여하거나, 여

행 자체를 수입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이자생활자”이자 급식 아르바이트

를 하고 여행기의 인세를 받는 N은 세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

L의 경우는 출판사의 요구에 맞춘 갖가지 여행 관련 원고를 기고하는 방

식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나 출판사가 요구하는 글은 “사실에 대한 나

열”이 대부분인 여행 정보서로 ‘여행에세이’를 내고 싶은 L의 욕구와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이다. 또한 동시에 여러 지역을 한 번에 진행해야 하는 데다

자신의 느낌과 경험에 상반되더라도 정보서의 성격 상 좋은 방향으로 “포장

해야 된다는 것”이 “작가적인 딜레마”를 겪는다. L에게 여행은 “출장”이 되

고, 때로는 “즐기는 여행”이 아닌 “스트레스”와 “지침”으로 다가온다. 여행

작가가 됨으로써 여행을 삶에 수렴시키려던 기획이, 여행이 ‘업무’의 성격을

띰으로써 역설적으로 여행을 삶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때문에

L은 “스트레스”를 주는 ‘일로서의 여행’과 “행복”을 주는 ‘일이 아닌 여행’을

재차 구분하고, 후자를 위해 전자를 참아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O(남, 50대 초반)는 92년도에 세계 일주를 하며 첫 방문한 이래 약 스무

차례에 걸쳐 인도를 여행한 ‘오래된 여행자’이자, 오랜 기간 여행 경험을 토

대로 가이드북과 여행 관련 글을 써온 베테랑 작가이며, 현재는 한 여행사의

대표로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일찌감치 ‘여행’을 ‘업’의 방편으로 삼아온

O는 L이 “작가적 딜레마”라 부른 것을 이미 겪어왔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O

또한 삶과 여행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여행 자체가 삶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행”이라 대답한다. 그러나 O의 진술에서 ‘여행=삶’의 등식에 내

포된 의미는 정반대의 것이다. 건강과 경제적 이유로 “옛날만큼 여행 다니

기”가 쉽지 않아졌고, (독립 배낭여행자로서 여행했던) “옛날”과 달리 이제

는 사업차 국외를 방문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제 O에게 여행이란 산책 삼아

“올림픽 공원을 걷는 것”이나 친구들과 근교의 산을 찾는 것, 혹은 ‘교동’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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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곳을 둘러보고 지인과 술을 곁들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위이다. 여행의 장소와 대상은 낯설고 흥미로운 타자가 아닌 친근하

고 소소한 일상으로 전환되었다. O는 여행의 외연을 ‘축소’시킴으로써 현실

적 조건과 여행에의 욕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었다. 이제 그는 “나 혼자 하는

여행”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을 꿈꾼다. 그의 말대로 이는 “합리화”거

나 “자기만족”일 수 있지만 “그런 것 자체로 삶의 위안”이 되어 준다. ‘여행

생활자’로서의 삶이 지나간 자리에 ‘생활여행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셈이다

(유성용, 2007, 2008). 다시 말해 O에게 ‘여행=생활’의 등식은 ‘생활로서의 여

행’이 아닌 ‘여행으로서의 생활’로 의미화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여행자로서 L과 N의 삶은 B에게 희망하는 미래이지만, O에게는 이미 지

나온 길이다. 여행을 업으로 삼는다는 지점에서 L과 N이 B의 가능성이듯,

O 역시 L과 N의 미래일 수 있다. 그러나 본 절의 진술이 상이한 세 ‘세대’

간의 이행 경로를 일반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면담자의 여행서사를 바탕으로 여행을 통한 진정성 기획을 유형화한 것 역

시 포괄적이고 적확한 분류는 못 된다. 이는 몇 안 되는 사례의 생애사에 대

한 불충분한 약술에 불과하다. 본고에서는 부족하나마 면담자들의 여행서사

를 유형화함으로써 그것의 다양한 양상과 내적 논리를 파악하고, 개별 유형

의 특징적 서사와 변주의 형식을 드러내는 것에 만족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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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나가며: 표류하는 개인들의 유토피아

리처드 세넷은 『뉴캐피털리즘』의 서문에서 “경직된 관료제를 해체”하여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1960년대 신좌파의 정치적 기

획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음을 지적한다. 그들이 바라던 대로 “거대한 제도”

는 “여러 조각으로 해체되었지만” 오늘날의 개인적 삶은 오히려 “공동체가

아니라 해체된 제도의 파편 속에 갇혀” 버렸다. “거대한 제도는 깨졌지만 더

많은 공동체는 만들어지지 않”았다(세넷, 2009: 5-7). 신좌파의 기획이 본국

에서 실패로 귀결되는 동안, 서구의 히피 여행자들은 “구원”을 찾아 아시아

와 아프리카의 덜 알려지고 덜 개발된, ‘순수한’ 지역을 찾아 떠돌아 다녔다.

이들의 ‘사회적 상상’은 서구사회의 ‘대안’이 되어줄 이상적 공동체를 창설하

려는 열망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열망은 인도에서 오로빌(Auroville)57)과 같

은 무정부주의적·영성적 공동체의 설립과 참여로 표출되었다.

자국의 정치적 가능성과 사회적 삶에 환멸을 느낀 히피들은 인도로 탈출

해 그들의 공동체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약 반

세기가 흐른 현재의 한국에서 인도여행이란 사회적 행위에는 어떠한 사회적

상상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테면 인

도여행자들의 집합적 진정성 기획은 한국사회에서의 삶의 ‘대안’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담지 하는가. 한국사회로부터 탈출을 도모한 이들에게 ‘제2의 오로

빌’과 같은 공동체적 전망이 존재하는가. 인도여행자들이 여행을 통해 혹은

여행 이후의 삶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특정한 정치적·사회적 상상의 범주로

포착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이들의 여행은 어디로 귀결되며, 여행자들은

‘종국’에 무엇을 획득하는가. 아래 내용은 본고의 마지막 절로서 이와 같은

57) 오로빌은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 퐁디세리에 위치한 자치 공동체이다. 인도의 영적 지
도자 스리 오로빈도의 영적 파트너인 프랑스 여성 미라 알파사가 1968년 설립했다(Cf.
네이버 지식백과 “마트리만디르 영상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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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대면하며 진정성 기획의 집합적 실천으로서 인도여행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조심스레 평가해보고자 한다.

맥캔넬은 “삶의 천박함과 경험의 비진정성에 대한 근대인의 염려”로부터

여행이라는 사회적 행위의 근원적인 동력을 찾으려 했다(MacCannell, 1973:

589). (후기)근대사회가 강요하는 삶과 경험의 천박함과 비진정성은 행위자

들을 사회 ‘외부’로 내몬다. C(여, 20대 중반)는 한국에서의 삶을 두고 자신

의 주체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주어진 사회”에 갇혀있다고 평한다. I(남,

30대 중반)에게 한국사회는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나한

테 물으며”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사회이다. M(남, 40대 초

반)은 “현실과 부딪”혀야 하는 “한국에서의 삶”이 “인도를 자꾸 그리워하게

한다”고 진술한다. 여행자들은 인도에서 “행복의 의미”(L. 여. 40대 초반))를

묻는다. 이들에게 행복한 삶은 경제적 부와 성공적인 직장생활, 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 무관하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물음에 H(여.

30대 중반)는 “뭘 하든지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답한다. M은 “좋

은 직장에서, 차곡차곡 월급 잘 받”아 차와 집을 마련하는 “잘 사는 대한민

국 국민”으로서의 “기준”은 자신의 “행복의 기준”과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길 위에서의 행복”은 이들이 삶에 대해 지니는 기대와 미래상을 잘 드러내

주는 표현이다. “여행하는 나”야 말로 “진정한 나의 모습에 가장 가깝다”(E.

여. 20대 후반)는 이들의 시선은 한국이 아닌 곳, 즉 한국사회의 외부에 향

해있다. D(남. 20대 중반)에게 인도는 한국과는 “다른 삶”을 “배짱 튕기”듯

시도해볼 수 있는 “비빌 언덕”이다. 이질적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도모할 가

능성을 꿈꾼다는 점에서 이를 ‘외생(外生)의 상상’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여행은 당면한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

거리가 멀다. 여행은 “삶의 천박함과 경험의 비진정성”이라는 문제에 반발하

고 대항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문제적 영역의 외부에 위치시

킴으로써 문제의 작동을 일시 정지시키는 행위다. 여행은 생활세계는 물론이

고 자신이 속한 사회적, 정치적 조건으로부터 ‘탈출’함을 의미한다.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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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이든 조건을 개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은 탈출을 통해 획

득되지 않는다. 탈출을 위한 여행은 사회에 대한 환멸임과 동시에 사회의

‘가능성’에 대한 환멸이다.

그렇다 해서 ‘외부의 상상’이 그려내고 있는 삶의 형식에서 오로빌을 만들

어낸 히피들이 지녔던 공동체적 지향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의

인도여행자들이 ‘외부의 상상’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서 여행경험의

서사적 의미화를 통해 자기 스스로 진정성을 구성해내는 것 너머의 무엇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환언컨대, 인도여행을 통한 진정성 기획의 상상계에

는 그 어떤 공동체적 가능성에 대한 기대나 정치적 상상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어쩌면 여행이라는 행위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고 우스운 일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인도여행은 분명 하나의 사회적 현상

이자 집합적 실천이지만, 여행은 결국 지극히 개인적인 기획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행지에서 여행자의 주권은 그의 금권에서 발원한다. 여행의 매순

간은 소비행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행자는 다른 사회적 역할이 최소화된

소비주체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여행은 본질적으로 본국으로의 귀환을 전제

로 하는 이동의 형태다. 따라서 이주나 망명과 달리 타국에서의 정착을 목적

으로 하지 않으며, ‘삶’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계획을 요구하지 않는다.

‘삶으로서의 여행’, 즉 여행과 삶의 간극을 최소화하여 양자를 등치시킬 수

있다 해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어떤 여행자들은 여행기간을 장기화

하여 특정 여행지에서 수개월, 수년 이상 체류하거나 아예 그 지역에 정착하

기도 한다. 반영구화된 여행으로 특징되는 이들은 ‘라이프스타일 여행

자’(Cohen, 2010)로 불리며, ‘라이프스타일 이주(lifestyle migration)’58)의 맥

락에서 조명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이주’는 “부유한 산업국가의 (중산계

58) 야마시타 신지(2008)는 일본의 ‘라이프스타일 이주’ 현황을 개괄하고 이를 분석한 바 
있다. 2005년 해외에 거주 중인 일본인은 모두 101만 명으로, 영구 거주자가 31만 명, 
삼 개월 이상 체류자가 69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26%가 아시아에 머무르고 있다. 신
지는 1995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중 200명 이상의 일본 여성들을 만
났다. 상당 수 여성들이 발리인과 결혼해 정착하였지만 일본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
다. 신지는 이들을 이주자가 아닌 “진짜 자아를 찾으려는 장기체류 여행자”로 분류한
다. 신지는 또한 Mayumi Ono(2005)의 연구를 인용하며 “우울한 일본”을 떠나 “생동
감 있는” 방콕에 정착해 대안적 삶을 찾으려는 젊은 장기체류 여행자들의 사례를 소개
한다. 이들은 최근 일본사회의 인구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패턴의 변동에 중요한 변수
로 자리하고 있다(신지, 200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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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시민들이 더 의미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찾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현

상”을 일컫는다(신지, 2008; Korpela, 2010: 55). 코펠라(Korpela, M)에 따르

면, 라이프스타일 이주자들은 인도에의 정착을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업”이

자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자아”로 거듭나는 계기로 여긴다

(53). 이어 그는 바라나시에 정착한 서구의 라이프스타일 이주자들을 연구한

논문에서, 이들에게 인도체류는 “매우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다름 아니라고

보고하였다(69). 바라나시의 라이프스타일 이주자들은 현지의 인도인들과 적

극적으로 교류하거나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공간의 공유가 지역 공

동체로의 진입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이다. 이 히피의 직계들은 대개 유사

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서구 여행자들이나 동료 이주자들과 간헐적으로

교류하며 그들만의 ‘영토’(enclave)를 벗어나지 않는다. 자국과 이주지 양자

어디에도 귀속되지 못하는 “끼인 삶”(living-in-between. 신지, 2008: 7)이야

말로 이들의 특징이다.

요컨대 그것의 형태가 단기적 여행이든 반영구적 이주든, 인도로의 이동이

라는 ‘외생의 상상’은 대안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들의, 개인에 의한, 개

인을 위한 소망이자 실천이다. 진정성 기획으로서의 인도여행은 자신의 외부

에서 구원을 찾을 수 없는 산포된 개인들의 불확실성을 향한 치밀한 자기-

투신(기투, pro-ject)이다. 이것은 후기근대사회에서 여행이 갖는 유일한 가

능성으로 보인다. 정박지를 상실한 개인들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

과 같이 “떠돌이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글로벌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표류”는 “불안정하고 파편화된 사회”의 삶의 원칙이다(세넷, ibid). 우리는

앞서 인도여행의 상상공간과 실천지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행자들이 자신

의 진정성 획득을 위해 얼마나 고도의 성찰성을 발휘하는지 살펴보았다. (개

인에게 생의 참조점과 서사를 제공해 줄) “전통이 거의 소멸되어 버린 후기

근대적 상황에서, 자아는 자신의 삶의 궤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

서 일종의 주권적 판단을 내려야” 하고, (무언가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 “자

신의 삶을 성실하게 성찰적으로 관리하고, 기획하고, 통제”해야 한다(김홍중,

2013: 164). 후기근대성은 “생애유형을 개인화”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유형의 스스로 알아서 사는 생애”를 창출하고, 개인들은 “스스로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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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영구히 감수”해야 한다(벡, 1997: 215 이하).

여행자는 ‘모험적 탐험가’나 ‘부유한 관광객’이 아닌 있는 힘껏 개인의 삶을

성찰적으로 전유해내려는 후기근대적 인간의 전형이다.

2. 연구결과 요약

본 논문은 진정성을 기획하는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로서 인도여행을

다루었다. 인도 배낭여행은 포스트-진정성 체제의 사회적 변동의 특수한 단

면을 드러낸다. 후기근대의 여행주체들은 진정성이 아직 유효했던 시대와 그

효용이 탈각된 시대의 구조적 요구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 이들은 여

행이라는 사회적 행위에 스스로를 정향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삶의 전략과

의미화를 시도하고, 균열의 틈새에서 삶을 영위하려 한다. 본 연구는 이들이

시도하는 삶의 전략과 의미화를 규명하고자 인도여행을 ‘새로운 삶’을 위한

전형적인 대안으로 간주하고 탐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인

도여행의 상상공간과 실천양태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

하에서는 세부적인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도록 하겠다.

① 인도의 여행 수요는 전면적 해외여행자유화 조치(1989년)가 제도적 안정

을 확보하고 여행형태의 하나로서 배낭여행이 대중화된 1990년대 말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국의 인도 여행자는 약 108,680명(2011년)으로 전체 출국자 약

1,300만 명의 1%에 지나지 않지만, 1991년부터 2010년까지 방문객 수의 성

장률이 무려 연평균 18.2%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방문 목적을

기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인 방문객의 성격은 휴가/위락보다는

사업과 직업을 목적으로 한 ‘비즈니스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도여행의 관련통계는 여행목적별·기간별·형태별 분류 등을 간과하

고 있어 통계만으로는 인도여행 대중화의 규모와 결, 배낭여행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내기 힘들다.

배낭여행지로서 인도가 지목되고 대중화된 현상에 대한 설명은 관광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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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풍부한 재현의 영역에서 시작해야 한다. 인도여행의 ‘유행’은 출국자

의 수만 가지고는 그 범위와 결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 출판시장과 사이

버스페이스 등은 인도의 여행경험을 언어적·이미지적으로 재현하고 대중화

함으로써 인도재현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기여했다. 인도(여

행)에 대한 풍성한 재현은 ‘인도적인 것’에 대한 상상을 창출한다. 90년대 후

반은 한국에서 인도여행의 실천이 대중화된 시기임과 동시에 담론 공간 내

에서 ‘인도적인 것’의 상상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인도여행의 ‘상

상’은 예비 여행자들이 여행을 동기화하고 기대하며, 계획하는 데 영향을 미

친다. 다시 말해 여행자들은 여행실천에 앞서 인도재현의 담론공간을 거쳐

특정한 여행상상을 획득하게 된다.

② 인도여행의 상상공간은 여행실천이라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행위의 근

저에서 작동한다. 여행담론과 여행지식은 여행상상이란 가교를 통해서만 여

행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다. 인도여행의 장은 인도에 관한 시각적·영상적 기

호로서의 이미지는 물론, 인도와 관련된 감각, 재현, 지식, 담론 등을 포괄하

는 개념인 ‘상상’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다. 인도상상의 공간은 인도

를 재현하는 매체(여행기, 가이드북, 뉴스 등)에 의해 조직되고 그것의 수신

자에 의해 해석, 재생산된다. 본고에서는 인도여행의 상상적 지형을 그려내

는 작업을 시도한다. 매체의 인도재현과 면담자의 인도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상상공간을 크게 세 층위로 나누고, 각 층위의 지배적인 상상에 대립

적인 메타포를 부여하였다.

III장 1절의 첫 번째 소절인 ‘성자와 청소부’는 방문지 주민(host)인 ‘인도

인’에 대한 여행상상을 다루었다. 인도상상의 장은 한편으로 인도와 인도인

의 종교성, 영성, 신비주의, 탈속성에 대한 낡은 재현의 역사를 재생산하는

축과, 다른 한편으로 세속성, 물질성, 빈곤과 계급 문제, 정치성 등을 예민하

게 포착하며 전자를 비난하려는 축으로 구분된다. 두 번째 소절 ‘풍경과 위

험’은 여행지인 인도가 지닌 ‘공간성’에 대한 여행상상에 할애되었다. 인도의

상상적 풍경에서 드러나는 여행지 인도는 이국적 자연과 역사적 시간이 정

지한 유적, 그리고 생활세계의 활동성이 제거된 사람들의 이미지로 대표된

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인도여행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상상된다. 풍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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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은 인도에서 문명화의 요소들을 배제한다. 따라서 풍경의 상상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시민적 예절과 공중도덕, 법질서의 문법이 힘을 발휘하

지 못하는 공간으로서의 인도, 즉 ‘위험’한 인도의 상상이 잉태된다. 마지막

소절 ‘카오스와 질서’에서는 여행자가 ‘사회’로서의 인도를 상상하는 방식에

대해 썼다. 여행상상의 한 축은 방문지 사회의 질서와 규범의 유무와 형태,

즉 그곳의 사회적 구성체의 조직 원리에 대한 재현과 담론으로 이루어져 있

다. 여행자의 대표적인 인도사회상상은 무질서와 혼란, 즉 ‘카오스’로서의 사

회이다. 여기에서는 근대적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성, 정치적 참여, 이성

에 따른 숙의와 공적 토론, 질서를 수복하려는 당위적 규범 같은 것들을 발

견할 수 없다. 그러나 여행자의 시선은 무질서와 혼돈의 이면을 파고들어,

그 속에 존재하는 일종의 ‘내적 질서’를 간파한다. 감각적이고 표피적인 혼란

과 대립은 인도에 잠재된 어떤 힘이 이끄는 대로 하나의 “실재” 속으로 흡

수된다. 이러한 내적 질서는 경쟁과 타율을 배제하고 관용과 관심에 의해 조

율되는 공동체적 윤리에 가깝다.

여행하는 행위가 결국 여행자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라면, 여행목적지에 대

한 상상 역시 여행자의 자아상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바꿔 말해 여행자

는 타자인 인도에 대한 상상의 연장에서 여행지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

한다. 인도여행의 재현에는 독특한 형식의 자아상상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인도의 여행자는 ‘견문’을 넓히거나 ‘기술’을 습득하고 타자와의 ‘동질성’을

확인할 것으로 상상되지 않는다. 이들의 자아상상은 내면에 있는 자신의 진

면목을 성찰하고 발견하고 회복하려는 기대, 즉 ‘자기-실현

(self-actualization)’의 상상으로 특징된다. 여행자 자아의 상상공간은 다양한

종류의 ‘자기-실현’의 서사들로 채워져 있다. ‘자기-실현’의 서사에서 여행은

이전까지 알지 못한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며,

자신을 보다 나은 단계로 ‘발전’ 혹은 ‘변화’시키며, 나아가 비본질적인 것으

로 여기는 자아의 부분을 ‘소멸’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③ 여행실천이라는 직접적이고 물질적인 경험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여행

자의 상상을 흔쾌히 승인하거나, 혹은 완강히 거부한다. 상상이 현실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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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조우하여 ‘사실’로서 승인받음으로써, 여행자는 비로소 여행 전 기대

했던 ‘진짜’ 인도여행과 자신의 경험이 합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

나 상상의 허구성이 실제 경험의 현실성과 성공적으로 접속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인도여행의 실천경험은 상상을 빗겨가거나 통째로 전복하기 십상이

다. 인도여행의 상상공간에는 부재했던 의외적 요소들, 예컨대 인도의 첫인

상이 주는 감각적 충격들은 ‘상상의 배신’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여행자는 인

도에 도착하는 순간 타자의 감각적 이질성에 압도되고 만다. 대부분의 예비

여행자들은 여행의 준비과정에서 가이드북이나 여행카페 등을 참조함으로써

인도여행이 상상처럼 낭만적이고 아름답지는 않다는 경고와 조언을 습득하

고 이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할 기회를 얻지만, 직접 맞닥뜨린 인도여행

의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한 여정으로 체험된다. ‘현실’의 의외성은 여

행실천을 장악하고, 여행자의 태도를 소극적으로 만들며, 상상과 다른 인도

의 모습은 당초의 여행 기대와 계획마저 어긋나게 한다.

‘상상의 배신’ 앞에 여행자는 실망한다. 여행자들은 ‘상상의 배신’의 원인을

‘상상을 배신’한 인도의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배신’한 인도의 여행상상과

그것의 생산자에 귀인 한다. 예컨대 여행자들 사이에서 서로의 배신감을 공

유하는 ‘류시화 죽이기’는 일종의 ‘상상-의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보편화되

어 있다. 물론 이같은 의례에 동참하지 않고 류시화의 인도상상에 다소 과장

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보고 느끼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라고 온건하게 비

판하는 이들도 있다. 어느 쪽이든 경험과 감정, 서사의 공유를 통해 여행자

들이 행하는 것은 여행경험에 대한 집단적 성찰 작업이다. 여행상상과 실천

의 “갭”과 마주한 여행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상을 비판하거나 경험을

성찰하려 한다. 이는 상상의 훼손이 자신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님을 확인하

고, 자신의 경험과 부합하는 적당한 여행의 기대치를 조율하며, 깨어진 여행

상상을 대신해 여행의 의미를 새롭게 벌충하는 과정이자, ‘상상의 배신’에 대

처하는 한편 다른 여행자들과 자신의 ‘거리’를 확인함으로써 자신만의 여행

의 의미를 고유화하고 강화하는 기회가 된다.

④ 여행의 어려움은 현실과의 조우에서 비롯되는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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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여행경험을 문화적으로 쉽게 수용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요구한다. 여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여행의 제도화이다. 여행이 제도화될수록 상상의 배신이 벌려놓은 상상-실천

의 간극 역시 줄어들 수 있다. 즉 제도화의 결과로 굳어진 여행의 방식과 이

동의 경로, 볼거리와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 여행의 규범과 규칙 등이 위험

에 대한 완충장치로 기능한다. 여행경험의 의외성은 제도화를 통해 적절히

통제될 수 있다.

인도여행의 제도화는 국가의 제도적·정책적 영역과 관광산업의 상업적 영

역 양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인도 중앙정부/주정부는 관광자원과 도시의 관

광 인프라를 보존·개발하고 관광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써 관광체제의 틀을 마련해왔다. 전문 여행사가 판매하는 배낭여행 프로그램

은 가장 규격화되고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담론과 지식뿐 아니라 구체

적인 실천의 층위까지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가이드북과 여행카

페, 블로그 상의 여행담은 여행경험과 정보(볼거리, 이동경로 등)를 (재)생산

하고 공유하며, 무탈한 여행을 위해 여러 조언을 내어놓음으로써 이들의 제

도적 이니셔티브를 보조하고 있다. 여행의 제도적 실천은 ‘상징화된 공통경

험’을 창출한다. 상징화된 공통경험이란 인도여행에서 무릇 겪을 것으로 여

겨지는, 인도여행을 ‘인도여행답게’ 만들어주는 여행경험이다. 공통경험이 ‘공

통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모든 여행자가 동일한 체험을 경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의 기호이자 상징으로서 집합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이

다.

여행의 상품화·제도화는 여행자의 여행경험을 균질적인 의례로 고형화한

다. 여행자들은 선험적으로 부여된 여행경로와 ‘볼거리’를 따라 ‘관광객 게토’

라는 한정된 공간에 구속된 채 공통된 경험을 반복 재생산하는 이들이다. 그

러나 여행자들은 외부의 제도적 조건이 요구하고 부과하는 방식 그대로 여

행경험을 해석하지 않는다. 면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해석함으

로써 명백한 비진정성의 경험을 구별하고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끼며, 여행지

의 메타세계와 같은 상품화·의례화된 측면을 간파한다. 그러나 “작은 여행자

들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여행자들이 이미 주어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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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체계를 전복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자신

의 여행경험의 대부분이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

고 있으며, 대개 주어진 조건을 무던히 수용하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할 뿐이

다.

⑤ 여행실천의 제도화와 의례화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담자들의 여행경험 서

술은 인도여행의 진정성 경험이 존재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의 여행서사의

핵심에는 ‘오롯한 나만의 경험’, 즉 유독 독특하고 유별나며 ‘진정한 것’으로

의미화된 ‘사건들’이 존재한다. ‘진정성 사건’이라 부를 수 있을 이러한 경험

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감각적 충격과 감정적 동요에 의해 촉발된

다. 여행자들은 ‘오롯한 나만의 경험’을 통해 여행의 ‘자기-실천’에 단일성과

유일성을 부과한다. ‘진정성 사건’은 여행실천과 여행경험의 의례적 평범성과

무난함이 충분히 인지되고 수용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

장한 경험이다. 이 경험은 외부의 제약과는 무관한 여행자의 내적 체험이다.

‘진정성 사건’은 진실성의 준거가 여행자의 내면에서 구성되어 있기에 외적

타당성을 갖기가 어렵다. 여행자가 느낀 당시의 현장감과 감정적 동요는 전

시될 수는 있어도 전달될 수는 없다. 바로 이 점이 여행자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성 사건’을 독특하고 유일한 경험으로 의미화하게 한다.

여행은 의미화는 이중적 구조를 지닌다. 첫 번째 의미화는 ‘진정성 사건’을

매개로 서사화된 여행경험이 ‘진정한 것’으로 거듭나게끔 과정이다. 즉 ‘진정

한 경험’에서 ‘진정한 여행’으로의 이행이 발생한다. 두 번째 의미화는 ‘진정

한 여행’의 서사를 체득한 여행자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단계

다. ‘여행’은 ‘삶’과 완전히 독립된 생활양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삶 안으로 침투하는 사건이다. 여행과 삶은 이러한

이중적 의미화 과정을 통해 연결된다.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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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와 비교할 때, 한국의 관광/여행사회학적 연구는 불모와 다름없는 토

양에 서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과 여행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그 자체로 ‘진지한’ 학문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관광경영·관광마케팅

분야의 연구 성과에 비해 사회학과 유관 학문의 성과는 몹시 미비한 편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인도여행에 관한 축적된 국내의 연구 역시 거의 없는 상

황에서, 연구자는 문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정초할 참조점이 부재한 가운데 부족하나마 인도여행의 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당대 한국의 사회적 조건과 여행사회학적 질문을 연결하려 노력했

다는 점에서 감히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본다.

본 연구의 한계와 미진한 점을 꼽자면 한정이 없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세

가지 문제들만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우선 연구방법에 있어 담론분석

을 사용한다고 밝힌 것이 무색할 만큼 방법론적으로 정치하지 못하였다. 기

술적 측면에서 비판적 담론분석(CDA)에서 중요시하는 언어학적 요소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으며, ‘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권력·이데올로기

의 문제에 천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문제의식과

방법의 극히 일부만을 차용했을 뿐, 실상 연구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된 텍

스트분석 이상의 작업을 행하지 못하였다.59)

둘째, 시간과 비용 상의 제약으로 인도에서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

다. 본 연구에 참여한 15명의 면담자들 중 일부는 인도에 다녀온 지 이미 상

당한 시간이 경과한 탓에 여행경험을 서술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는 물론 여행경험을 통해 삶을 재의미화한 여행자가 여행 이후에 어떠한

생애궤적을 그리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으나, 여행실천의 현장감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

였다. 면담 방법을 사용하는 대개의 관광연구는 여행지에서 직접 면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편이 구체적인 여행실천의 양태와 여행경험

에 대한 여행자의 성찰 및 서사, 그리고 여행지의 지역성을 보다 현장감 있

게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여유가 있다면 차후 연구에 있어서는 현

59) 비판적 담론분석에 대한 입문용 소개서로는 페어클럽(2012), 바커·갈라신스키(2009), 
그리고 최윤선(2014)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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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의 참여관찰 및 면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해 면담자 선정 단계에서 본

연구가 누락한 부분인 여행기간과 여행패턴에 따른 면담자 간의 차이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의 인도여행을 분석적·논쟁적 수준에서 접근하지 못

하고 기술적·탐색적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유사한 주제

의 선행연구가 부족한 탓에 특정 문제를 쟁점화하기보다는 인도여행 전반을

기술해야만 하는 상황에 원인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특정

국가에서 진정성 여행이 대중화되는 것은 어떤 경제적·정치적·사회적 국면에

서 나타나는가”와 같은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연구자의 준비와 역량

이 부족한 탓이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은 이후의 작업으로 반

드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인도여행과 인도여행자들은 서구와 일본의 그것과 비교해 유사성

과 이질성을 동시에 지닌다. 국가적 특성의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90년대

이후 여행의 정책·제도적 조건과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보다

깊은 고려와 함께 여행자들의 여행실천을 직접 관찰해 다른 국적의 여행자

와 비교하는 후속 작업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비교의 관점을 견지한 가운

데 한국의 인도배낭여행 대중화와 여행자의 성격을 제도, 문화, 경제, 정치,

세대의 5가지 측면에서 고려, 후속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을 지점들을 기술하

도록 하겠다.

① 제도적 측면: 1989년 전면적 여행자유화 조치는 인도여행의 제도적 근간

이 되었다. 특히 이전까지는 연령별 여행제한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 없이 외

국을 여행할 수 없었던 젊은 세대의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졌다. 1990년대

초반은 ‘배낭여행’이라는 여행 형태가 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

기였다. 1964년 여행자유화를 실시한 직후 일본에서는 후지와라 신야로 대표

되는 인도여행의 ‘첫 번째 물결’과 70년대의 ‘두 번째 물결’이 있었다. 한국의

인도여행 ‘붐’ 역시 여행자유화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은 90년대 중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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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었다.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 이 같은 조치뿐만 아니라 인도여행의 대중

화와 직결되는 여행의 제도적 측면으로 비행항로의 개설, 국가 간의 사증(비

자) 협의, 여행사 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허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문화적 측면: 서구 히피에게 있어 “동방 종교와 신비주의, 성적인 암호서,

부처와 카르마의 형상 (...) 라비 샹카르의 음악, 시타르, 알렌 긴즈버그의 찬

불가(讚佛歌)”(Hall, 1968: 151) 등 ‘동양적인 것’의 문화적·종교적 파편의 수

용은 이들을 인도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 II장 4-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에서는 크리슈나무르티·오쇼 라즈니쉬 등 인도 출신의 영적 교사들의

교설과 우화, 수양법 등이 1980-90년대 대거 번역되며 영지주의적 수양·명상

붐과 뉴에이지 영성운동이 일었다. 이들의 저작은 인도라는 국가에 신비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한편 문화적 친밀성을 부여하였으며, 여행자들이 인도와

인도인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실제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특정 국

가의 문화와 종교를 수용하는 경로와 양상이 해당 국가의 국가이미지를 형

성하고, 여행을 동기화하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연구주

제이다.

③ 경제적 측면: 인도여행의 대중화가 본격화된 90년대 후반의 경제적 조건

은 IMF 경제위기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 IMF의 여파로 1998년의 전체 출

국자 수는 3,066,926명으로 전년(4,542,159) 대비 32.5%가 감소했다. 이에 반

해 인도행 아웃바운드는 1998년 16,321명으로 오히려 전년의 15,392명보다

소폭 증가했다(한국관광통계, 2005; India Tourism Statistics, 2011). 이러한

역전현상은 일차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은 저렴한 여행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저렴한 여행경비는 명예퇴직자 및 무급휴직

자, 그리고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의 사정에 맞아떨어졌다.

당시의 변천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O(남. 50대 초반) 역시 “일자리를 못 구하

던 사람들이 백만 원, 이백만 원 갖고 와서 (...) 몇 달 동안 쉴 수 있기에 가

장 맞아 떨어진 곳이 인도”였다고 증언한다. 이는 가파른 경제성장기 혹은

부흥기에 있던 60-70년대 서구의 인도여행자들과 대비되면서, 버블 붕괴 후



- 136 -

“세 번째 물결”에 속한 일본의 인도여행자들과 연관성이 발견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광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관광발전에

따른 수용국의 경제적 충격과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Song et al.,

2012), 관광객 송출국의 경제적 상황과 관광/여행 유형의 변화의 유관성을

지적한 연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

④ 정치적 측면: 주지하듯 서구의 히피 운동(flower movement)은 문화적 유

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학생 운동 및 반전 운동과 같은 정치적

운동으로 해석된다. 히피라는 사회적 현상은 “급진 그룹의 점증하는 정치적

발생과 청년 세대의 운동이라는 구조” 내에서 이해해야 한다(Hall, 1968:

146). ‘전공투(전학공동투쟁회의)’ 이후 학생운동의 실패에 좌절한 청년들 역

시 일본의 초기 인도여행자들의 흐름에 귀속되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국

의 정치적 맥락과 인도여행 유행의 관계에 대해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세대적/세대의미론적 측면: 여행은 특히 ‘청년’으로 표상되는 세대적 /세

대의미론적 측면에서 탐구할 수 있다. ‘외유형 은둔외톨이’로 번역할 수 있는

‘소토코모리’는 히키코모리, 로스제네, 프리터, 니트족과 함께 일본 사회의 젊

은이에 대한 세대적 호명의 연장선에 있다. 이들은 “장기불황과 취직빙하기

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취직에의 의욕조차 상실한 현 시대의 “음울한 아

이콘”으로 묘사된다(권숙인, 2011: 24). ‘소토코모리’는 한 사람의 경제인으로

서 사회로 진입하기를 거부(당)하고 국외의 저렴한 여행지를 떠돌며 무기력

하게 “침몰”한 청년의 표상이다. 소토코모리를 향한 부정적 의미론은 장기

배낭여행자 전체에 확대되어 이들을 일종의 사회적 병리로 지목하게 되었다.

‘히피’ 역시 현재는 물론 당대에서조차 마약과 성적 방종, 지저분한 옷차림

등과 연계되어 청년 세대와 여행자에 대한 비하적이고 경멸적인 용어로 고

착되었다. 여행자에 대한 문제적 세대로의 호명은 한국의 인도여행자들에게

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소토코모리’나 ‘히피’의 일탈적인

행위 양식은 한국의 인도여행자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오

히려 한국에서 청년세대의 여행, 특히 휴가나 여가의 범주를 뛰어넘는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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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은 ‘젊음의 패기’로 찬양되거나 일종의 ‘스펙’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상

의 평가는 인상비평에 불과하며, ‘청년’ 세대와 (인도)여행이라는 주제는 향

후에 보다 주의 깊은 탐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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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backpacking India as a social action which

projects ‘authenticity’. I argue that backping in India reveals a

specific aspect of social change in post-authenticity regime. Travellers

are situated between the modern era when authenticity still values

and the structural demand of late-modernity which cleans out

usefulness of authenticity. Orientating themselves to travelling,

travellers try to achieve new forms of life and meaning. I consider

their backpacking to India as an alternative way of life and attempt

to discover the underlying strategy and meaning-making process of

them.

I demonstrate that the essence of popularization of backpacking in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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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found not in tourism statistics, but in ample territory of

representation of backpacking experience. Regarding to that point, the role

of imagination is critical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Travellers of

India achieve specific imagination of backpacking India through the

others’ representation of travel experiences. Based on the result of

discourse analysis and interview with travellers, I classify the three levels

of imaginary of backpacking India and give each of them a metaphoric

title. Imagination on Indian people: Saint and dustman, on India as space:

Landscape and risk, on India as society: Chaos and order. I also figure

out a unique imagination on traveller’s ‘self’ closely related to imagination

on travel ‘destination’. In the field of discours about backpacking India,

we can easily find the imagination which can be called ‘self-realization’.

These two sort of imagination make travellers expect to meet ‘authentic’

India and achieve their ‘authentic’ selves through the backpacking

experiences.

Chapter IV deals with (1) ‘imaginary-practice’: the process that

imagination is approved or rejected or reflected encountering with the

practice of travel, (2) ‘normative-practice’: the analysis of

institutionalization, normatization and ritualization of travel practice, (3)

‘self-realizing-practice’: backpackers’ narratives and meaning-making

process of travel experience to achieve authenticity. On the contrary to

the rich display of authenticity in the sphere of imagination, there are

explicit obstacles to achieve authenticity in the field of travel practice.

Travellers’s former imagination on authenticity hardly connects with the

reality of travel experience. Besides, institutionalization, normatization and

ritualization of travel practice only provides travellers with staged

authenticity. Also, travellers usually seem to be satisfied with mediocre

experience themselves.

However, in the core of interviewees’ narrative., I discovered ap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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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s of ‘authentic event’ especially signified with genuine, unique,

and singular experience. This ‘perfectly my own’ experience is evoked by

sensational impact and emotional agitation at the unexpected moment. As

his or her own sense of authenticity cannot be transferred to others but

can only be displayed, the experience of ‘authentic event’ gives

uniqueness and singularity to ‘self-practice’.

Keywords: India, Travel to India, Backpacking, Authenticity, Authentic

event, Imagination of backpacking, Practive of backpacking

Student number: 2012-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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