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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인달리트에게도축제는있다

형형색색의 가루를 던지고 북 장단에 맞추어 춤

추고 노래하고, 거리로 나가 사방을 신나게 달

린다. 다채로운 색깔의 가루가 얼굴, 몸 전체에 뿌려져

인도인의 거무스름한 얼굴도 외국인의 하야말간 얼굴

도 컬러풀한 색으로 물든다. 이 홀리(Holy) 축제날만큼

은 종교, 카스트, 계급, 출신지를 떠나 색색의 가루와

물감을뒤집어쓰고서로가온전히축제를즐긴다. 

온 세상이 깜깜해지면, 수많은 등잔에 불이 켜지는

빛의 축제 디왈리(Diwali)가 펼쳐진다. 디왈리는 원래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축제지만,

다른 종교 공동체도 저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디왈

리를 만끽한다. 

축제에초 받지못한자, 달리트

홀리와 디왈리 이외에도, 인도에서는 지방과 문화권

마다 다양한 축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열리기 때

문에 인도는 축제의 나라로 불리기도 한다. 축제에는

종교적 행사, 풍년을 기원하는 계절적 행사와 같은 여

러 의미가 있지만, 인도인들이 일상생활을 떠나서 여

가를 만끽하는 장이라는 데 더 많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수없이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인도에서도 축

제에 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주최하는 것도 제한 받는 달리트이다. 일찍이 간디는

그들을 포용하기 위해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하리잔

(Harijan)이라 부르기도 했다. 또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꺼리기 때문에 달리트는 언터처블

(Untouchable) 즉, 불가촉천민으로도 불린다. 공식적

인 호칭은 지정카스트(SC)이다. 뭐라고 불리든 간에

그들은 인도의 최하층이다. 

달리트는‘짓밟힌 자’, ‘억눌린 자’라는 뜻의 마라티

(Marathi) 단어이다. 달리트는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

적인 처지 양면에서 인도에서 최하층을 이루는 집단이

다. 이들은 소위‘오염을 다루는 전문가들’로서 청소,

세탁, 이발, 도살 등과 같이 오염과 관련된 직업을 가

지고 있다. 힌두교인들은 오염이라는 개념에 민감해서

이러한 직업을 가진 달리트 역시 오염된 상태로 간주



하고 달리트가 거주하는 곳을 따로 분리해 놓고 있다.

달리트는 힌두사회에서 오랫동안 정치, 경제, 사회 부

분에서뿐 아니라 의례에서도 차별 받아왔다. 자연히 달

리트가 상층카스트의 축제를 관람하는 것조차 허락되

지 않았다. 

그들만의거주지에서공공장소로

다만 달리트는 상층 카스트가 사는 곳과 분리된 자신

들의 거주 지역에서 달리트 멜라(Festival)를 연다. 달

리트 멜라는 1935년 초기부터 달리트 출신 웅인 추

하르말(Cjuharmal)을 기리기 위해 매년 비하르 시골

에서 열렸던 행사 다. 참여 인원이 매년 확 되어 지

금은 규모가 커졌다.

지방의 소규모 축제인 달리트 멜라가 전국적인 달리

트들의 축제로 발전한 것이 암베드카르 자얀티

(Ambedkar Jayanti)이다. 암베드카르(Bhimrao

Ramji Ambedkar)는 인도 독립 전후 달리트의 권리

를 위해 앞장섰던 달리트의 웅이다. 암베드카르는

달리트 출신으로 외국 유수 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법무부장관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 인물을

중심으로 전 인도의 달리트는 그들의 정체성을 한데

묶을 수 있게 되었다. 1957년 암베드카르 박사의 생일

을 기념해 아그라에서 열리기 시작한 이 축제는 주 정

부에 의해 공식 휴일로 인정받았다. 이날에는 공연, 연

회, 정치 강연과 7시간에 걸친 긴 행진이 펼쳐진다. 장

시간 행진을 하는 동안 달리트는 거리로 나와 상층 카

스트의 전유물인 공공장소와 거리에서 자신들의 축제

를 즐길 수 있다. 달리트가 그들의 거주 지역에서 벗어

나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축제를 공식

적인 시민 행사로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들이 거리에서 쉽게 축제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행진을 하면서 상층카스트가

거주하는 지역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상층카스트의

폭력과 욕설에 항해야 했다. 결국 양측의 충돌은 폭

력사태로까지 번졌고 정부가 중재에 나서 사태를 일단

락하고 달리트의 축제가 공공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도

록 허락한 것이다. 마침내 암베드카르 자얀티에서는

평소 소외받던 달리트가 주인공이 되고 상층카스트가

구경꾼이 되면서 기존 축제의 질서가 일시적으로나마

전복된 셈이다. 

온전히그들의축제가되고있는가

그러나 달리트의 축제가 공식적 시민행사로 인정을

받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정당이나 정치단체는 달리트 축제를 정치 연설의 기회

로, 정당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여겼다.

그들은 앞 다투어 암베드카르 이외에 다른 달리트 웅

인 페리야르(Periyar), 마하라즈(Shahuji Maharaj) 등

을 내세워 달리트 축제를 개최하려고 했다. 달리트 축

제를 통해 달리트의 문화정체성을 통합하여 정당의 표

밭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1990년 에 주요한 달리트 축제는 달리트를 변하는

정당인BSP(Bahujan Samaj Party)의주도로열렸다. 

달리트 거주지역에서 개최했던 그들만의 축제가 시

민행사로 공식 인정된 것은 달리트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축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

자 달리트의 권리를 얻기 위한 저항과 투쟁의 성격은

사라지고 국가 기구가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사로 성격이 변하고 말았다. 모두의 장소이지만

오직 달리트만은 공유할 수 없었던 공공장소에서 마음

껏 행진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날이 축제가 있는

딱 하루뿐이라는 사실 역시 상층 카스트와 달리트 사이

에 있어 왔던 위계질서를 더욱 더 강조하고 고착시키는

면이 있다.

인도의 축제에서는 북 장단에 맞춘 춤과 노래가 절

빠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두 거리에 나와 덩실덩실

춤춘다. 이방인의 눈으로는 그들이 힌두인지 무슬림인

지 다른 종교 공동체인지, 단 하루 소리 높여 자신의 목

소리를 내는 달리트인지 구별할 길이 없다.  

312008. 12. Chindia Jour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