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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역사의향연, 인도음식

인도 음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개는 손으로 카레를 먹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지

않을까. 혹 인도에 다녀온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맛있

게 먹었던 음식이나 향이 강해서 먹지 못했던 음식을

생각할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인도 음식에 한 인상은‘향과 색

이 빼어나다’는 것이다. 향신료의 종주국답게 인도 음

식은 수십 가지 향신료로 맛을 내어 그 맛이 독특하고

강하다. 나 역시 처음에는 인도 음식의 독특한 향과 강

한 맛이 낯설어 가끔 고추장을 발라 먹었다. 하지만 시

간이 지나 점차 인도 음식에 익숙해지면서 양념이 만

들어내는 느끼함과 담백함, 매콤함과 달콤함 그리고

특유의 향이 주는 중독성에 빠져들게 되었다.

낯선 인도의 음식 문화에서 친근함을 찾을 수도 있

는데, 작은 스테인리스 쟁반에 여러 가지 음식을 담아

내는 북인도나 남인도식 탈리는 한국식 백반을, 여러

가지 주재료와 양념이 혼합된 카레를 밥에 섞어먹는

것은 비빔밥을 연상시킨다. 카레는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이지만 우리 입맛에 익숙한 한국식 카레와 인도

카레의 맛과 스타일은 사뭇 다르다. 거 한 나라인 만

큼 다양한 음식의 향과 맛을 가진 나라 인도이기에 전

통의 맛을 한 가지로 단언하기 어렵고, 인도의 음식 문

화를 다루는 것 역시 만만치 않다.

다양한 이민족 입맛의 조합

수도 델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굳이 인도 각 지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인도 음

식을 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북인도(바라나시, 카슈미르,

무갈리, 펀자브, 라자스탄), 남인도(안드라프라데시, 카르

나타카, 케랄라, 타 나두), 동인도(아삼, 벵골), 서인도(구

자라트, 마하라슈트라 등)로 구분할 수 있다.

일례로 북인도 펀자브 음식은 칠리를 이용해 자극적

인 맛이 강한 반면 남인도 케랄라 음식은 쌀과 코코넛

등을 이용한 담백한 맛이, 서인도 구자라트 음식은 속

이 거북할 정도로 단맛이 강하다. 각지의 독특한 음식

맛과 요리법은 환경, 역사, 종교 등 사회적 요소가 상

호작용하는 가운데 발전해 온 것이다.

인도 음식의 중요한 근간은 5천 년 이상 인도인의

일상생활에서 활용되어 온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

(Ayurveda, Ayur는 생명을, Veda는 지식을 의미)라 할 수

있다. 특히 아유르베다의 고 서적 중《the Caraka-

Samhita》와《the Susruta-Samhita》는 환경과 날씨에 따른

올바른 식습관과 맛있는 맛을 내는 원칙, 음식을 이용

해 몸을 치유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이런 토 위에 인도아 륙에서 유입된 다양한 이민

족들이 들여온 식문화는 오늘날 인도 음식 문화에 큰

향을 미쳤다. 특히 1498년 포르투칼 항해가인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동인도 항로를 발견한 것은, 이후

시작된 포르투갈과 인도의 교역을 통해 인도에 다양한

향신료 및 각종 야채의 유입 그리고 유럽식의 달콤하면

서도 매콤한 맛이 들어오게 된 시발점이었다. 또한 1526

년 무굴제국 건국자 바부르(Babur)의 인도 침략은 이국

적인 향신료와 건과일, 견과류를 이용한 조리법을 통해

담백함과 매운 맛을 인도 요리 문화에 추가시킨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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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건이었다. 이처럼 오늘날의 인도 요리는 중앙아시

아, 페르시아, 유럽의 요리와 식재료들이 인도에 들어와

토착문화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카레는 음식이 역사적 산물임을 보여주는 표적인

예다. 카레에 생명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카멜레온이

아닐까. 카레(curry)는‘소스(sauce)’를 의미하는 타 단

어‘kari’에서 유래하 다. 채소나 닭, 생선 등에 카레

파우더를 넣어 조리한 국물요리로 만드는 사람의 취향

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므로 지역과 개인에 따라

다양한 맛을 자랑한다.

인도 카레가 세계로 전파된 것은 국식민지 역사와

접한 관계가 있다. 인도 통치기에 인도의 매운 음식 맛

에 입맛을 들인 국군과 관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식민지령 국가로 파견되면서 카레를 전파한 것이

다. 이렇게 카레는 버마(미얀마),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거쳐 일본과 우리나라까지 전파되면서 다양한

맛의 카레로 거듭나게 되었다. 2001년 국 외무부 장관

로빈 쿡(Robin Cook)이 카레 음식 중 하나인 치킨 티카 마

살라(chicken tikka masala)를 국을 표하는 국가 음식으

로 언급하면서 야기된 논란은 카레의 전파 과정을 고려

할 때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채식이 신분의 상징?

종교와 카스트는 인도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중요한 잣 다. 이는 음식 문화와 연관해 인도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어떻게 음

식을 준비하고 먹어야 하는지조차 규제한다. 펀자브 등

북인도 지역 사람들은 양고기와 닭고기를, 해안에 접한

케랄라와 벵골 지역에서는 생선요리를 즐겨 먹는다. 또

무슬림은 돼지고기는 먹지 않으면서도 소고기는 먹고,

기독교인들은 생선과 육고기 모두를 먹는다. 그런데도

인도는 채식주의 나라로 인식된다. 왜일까.

인도 채식주의는 고 인도의 힌두교, 자이나교, 불

교의 향 속에서 형성되었다. 인도 전체 인구의 30%

가 채식주의자다. 지역적으로는 자이나교의 향을 많

이 받았던 라자스탄과 구자라트 그리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갖고 있는 타 나두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인도인들이 채식주의를 고수하는 이유는 동물에

한‘비폭력(ahimsa)’, 의례적인‘정결(purity)’, ‘ 적

발전’, ‘건강’등 종교적 이유와 결부되어 있다. 주로

브라만과 카스트로 신분 상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채식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육식을 하는 사람들도 고

기를 먹는 데 나름의 규칙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주

로 일요일 오후), 또는 일년에 서너 번, 결혼식 참석 시

제공되는 고기를 먹는 정도다.

종교와 결부되어 이상적으로 간주되는 채식주의. 때

문에 모든 브라만들이 채식주의자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카슈미르 브라만들은 양고기와 닭고기를

먹는다. 이는 과거 무슬림의 지배 당시 많은 브라만들

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일어난 변화 중 하나다. 반

면 벵골리 브라만(특히 웨스트벵갈)들은 생선을 즐겨

먹는데, 이는 바다에 인접한 지리적 환경요인 때문이

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죽는 것은 물이 부족해

죽는 것이지(꽃이나 열매가 가지에서 꺾여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생이 아니라는 논리다. 종교적 신념 외

에 지역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음식 재료가 식습관 형

성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역사의 산물, 향신료의 조화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인도 음식, 그 맛의 비

은 무엇일까. 독특하고 다양한 맛을 자랑하는 인도

음식의 비 , 그것은 아마도 향신료의 적절한 조화가

아닐까 싶다. 장구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민족의 유

입과 식민 역사, 상업과 교역 그리고 힌두와 무슬림의

전통, 이 모두가 오늘날 인도 음식의 맛을 만들어낸 각

각의 향신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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