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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작가 염상섭의『만세전』(1924)과 『삼대』(1931), 

그리고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의 ‘부루 4부작’인 Bumi Manusia(『인간의 대

지』)(1980), Anak Semua Bangsa(『모든 민족의 아이들』)(1980), Jejak 

Langkah(『발자국』)(1985)와 Rumah Kaca(『유리집』)(1988)를 비교분석하고

자 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같은 문화권에 위치하지 않지만 식민 지배를 겪

은 적이 있다는 유사한 역사가 있어, 이 시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삼은 두 나라

의 작품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양 작

품에 나타난 두 작가의 탈식민적 글쓰기의 전략을 살펴볼 것이며, 이를 위해 

호미 바바와 스피박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어 볼 두 

작품에는 모방, 저항과 문화 차이, 하층민에 대한 묘사 등 식민지배와 관련된 

주제들이 주로 나타난다. 

2장에서 프라무댜의 ‘부루 4부작’을 우선 살펴볼 것이며 식민지 시기에 인도

네시아에 새로운 문화와 토착민의 원래 있었던 문화들이 충돌하여 혼성성이 형

성된다. 이 과정에서 피식민자가 식민지배자를 모방하는 행위가 나타남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식민 지배자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어 결국 저항을 일

으키게 된다. 식민 지배자의 경우는 인도네시아 토착민이 자신들을 ‘모방하고 

따르라’는 의지로 그들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감시를 하기 위

한 의도가 숨어있었다. 

이 밖에도 문화적 갈등이라는 주제 또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자바 문화를 따르는 인물들과 그 문화를 반대하는 인물 간의 충돌이다. 전통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자바의 신념을 유지하며 보수적인 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후진성을 탈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하층민에 대한 주제가 ‘부

루 4부작’에도 나타나며 농부 계급의 무력한 토착민과, 토착민 여성 인물을 포

함한 하층민들에 관한 주제를 찾아볼 수 있다. 농부의 경우, 식민지배자와 지배

자계급들을 지지하는 토착민들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여성 인물의 

경우, 자바 풍습으로 인해 자유롭지 않은 생활을 살아가야 한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염상섭과 프라무댜의 작품을 비교해볼 것이다. 『만세

전』과 ‘부루 4부작’을 비교해보면 피식민지배자들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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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식민지배 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통해 주인공은 민

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저항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감시 또한 당하게 된다. 한국은 당시에 저항이 발생하는 강도가 높지 않

아 감시의 강도 또한 세지 않았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감시의 강도가 처

음에는 세지 않았으나,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져 결국 주인공을 유배 보내기에 

이른다. 

또한 한국에 전통문화와 근대문화 사이의 가치충돌이 염상섭의『삼대』에 잘 

포착된다. 여기서 나타난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인물은 특히 풍습과 명예 모두

를 중요시 하지만, 그에 비해 프라무댜의 소설에는 명예만을 중시한다. 염상섭

의『삼대』에는 근대문화를 지향하는 인물은 근대적 사상을 중시하면서 물질주

의에 타락하게 된다. 프라무댜의 소설의 경우, 근대문화를 지향하는 인물이 존

재하지만 물질주의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염상섭 소설과의 차이점이다. 염

상섭은 ‘조덕기’라는 인물을 통해 식민지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모

색한다. 그는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근대문화에 대해서도 뚜렷한 관

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산주의자 세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근대로 넘어서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프라무댜의 소설에는 밍

케라는 인물이 조덕기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인물이다. 밍케는 민족 조직 활동

을 함으로써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식민지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양 작가의 작품에 담긴 하층민의 표상이 발견될 수 있

다. 염상섭의 소설에 그려진 하층민의 표상을 프라무댜 소설에 나타난 것과 비

교해보면, 염상섭은 빈곤한 사람의 모든 측면을 그렸으나  프라무댜의 경우에

는 토착민, 그 중에서도 토착민 농부의 사례를 주로 다룬다. 또한 양 작가의 하

층민에 속하는 여성 인물의 표상을 비교해볼 것이다. 두 나라의 여성은 구식 

가정에 태어나 가족이 결정한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한 여성 인물의 상황을 비교해볼 것이다.

양 작가의 작품을 비교해본 결과, 작가가 밝혀준 탈식민적 글쓰기 전략이 비

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사한 점이 발견되지만 양 작가만의 고유

특징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문화와 관련하여, 염상섭의 경우, 당시 식민 지배

를 받던 한국의 상황 속에 술 문화와 여자와 관련된 주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점은 인도네시아 작품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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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관련한 경우는 염상섭은 친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프라무댜의 경우

는 반식민지의 측면이 보다 뚜렷하게 거론되므로 이에 대한 작가의 신념이 느

껴진다. 또한 프라무댜가 보여준 당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 상황은 국가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 동시에 복잡하게 벌어지는 모습들이다.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지배자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인도네시아 시민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난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는 아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민족이 다양하지 않으므로 같은 민족간의 내부 갈등

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 민족은 이미 통합된 상태에 있어 하나로 통합할 필요

가 없는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민족을 통합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식민 

지배를 겪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주요어 : 염상섭,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 탈식민적 글쓰기, 모

방, 저항, 문화의 충돌, 혼성성, 하층민

학  번 : 2014-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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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없으나 면밀히 살펴보면 역사적

으로 유사한 배경을 가진다. 특히 식민지 시기를 겪은 역사가 그렇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에 독립하기 전에 제국주의 식민지를 겪어야 했던 유

사한 역사를 지닌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것에 비해 인

도네시아는 350년 동안 유럽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으며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35년 동안 (1910-1945) 한국을 지

배했으며 일본 식민지체제는 한국의 경제, 교육, 정부 기관을 장악했고 일본 식

민지 초기는 ‘암흑기’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일본의 식민 지배는 매우 가혹했다. 

한국의 식민지 시기의 문화적·정치적인 삶은 억압된 정치의 압박으로 특징지어

지며1), 일본이 1945년 전쟁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유사하게 약 3년 반 동

안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받기 이전에는 약 3세기 반 동

안 유럽 제국주의로부터 지배를 받았다. 최초로 16세기에 포르투갈이 인도네시

아 동쪽에 위치한 고아(Goa)라는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605년에 

포르투갈은 네덜란드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이후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어 1910년부터 인도네시아 영토의 대부분을 지배했으나 

1942년 일본과의 전투에서 항복을 선언함에 따라 네덜란드 식민 통치기는 막을 

내리고 일본 식민 통치기가 시작된다. 일본의 식민 통치기는 짧은 기간이었으

나 인도네시아 역사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 식민

통치를 받던 인도네시아의 암흑기는 마침내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1) Michael J. Seth, A History of Korea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11, p.266.

2) 일본은 인도네시아의 식품 원자재를 수탈하였고 인도네시아 민중을 강제 노동을 시킨다. 
심지어 일본은 인도네시아인으로 구성된 ‘로무샤 (Romusha)’라는 군인의 부대를 설립하
였으며 만 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시민을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대부분 군인들이 사
망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위안부가 되도록 강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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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종말을 고했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에 무정부 상태에서 독립을 

공표했다.3)

같은 문화권에 위치하지 않은 두 나라의 역사가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에 기

초하여 양자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유사성을 지

닌 두 나라의 문학 작품을 분석해보면 식민지 시기 역사 배경의 유사한 주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였던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

학 작품을 연구함으로써 두 나라 문학의 비교 연구의 출발점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학 교류에 있어서 비교 연구가 활발

하게 전개되지 않았다. 두 나라의 문학 작품에서 발견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

석함으로써 기존의 비교문학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입장을 줄 수 있기에 

본고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비교문학적 연구가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국 작가 중 세계문학에 이름을 올릴 만한 작가로 염상섭을 꼽을 수 있다. 

그는 같은 시대의 작가들이 보지 못한 주제를 포착하여 이를 문학적으로 형상

화했다. 그 이유로 염상섭은 세계문학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4) 염상섭은 

그러한 특징으로 당대 한국의 식민지 상황을 문학 작품으로 재현한 대표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개벽』에 「표본실의 청

개구리」를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단하였다. 염상섭이 창작한 작품의 개수를 

측정하자면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지나 한국 전쟁까지 이르는 40년 동안 창작 

작품의 수는 거의 180편에 이른다. 그는 1935년 만주로 이주하여 1946년에 다

시 문학 활동5)을 시작하기까지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8편의 

장편소설과 150여 가지의 단편소설을 남긴 다작의 작가이며 창의적인 작가이

다. 그의 주요 작품은 예컨대 「표본실의 청개구리」, 『삼대』, 『만세전』, 

「해방의 아들」, 『효풍』 등이 있다. 문단에 등단하기 전부터 염상섭은 폐허

지에서 활동하는 주요한 작가였고, 『창조』지를 대표하는 작가 김동인과 논

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염상섭은 문예지 활동과 함께 동아일보에서 기자활동

을 했고, 이후 만주로 이주한 뒤에도 만선일보의 기자생활을 이어나갔다. 그

가 경험한 기자생활은 그가 소설을 창작하는 데 보다 날카로운 시각을 갖추게 

3) Steven Darkeley, The History of Indonesia, Westport: Greenwood Press, 2005, 
pp.24-75.

4) 김재용, 「세계문학으로서의 염상섭 문학」,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 
41-50면.

5) 이보영, 『염상섭 문학론 –문제점을 중심으로-』, 금문서적, 2003, 4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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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작품 속에서 당대의 상황을 면밀히 재현해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받는다.6)

염상섭은 작품을 창작할 때 복잡한 관계가 얽힌 삶을 살아가는 인물을 형상

화하여 다른 작가들에 비해 현실을 보다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염상섭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채롭다. 그는 리얼리즘, 자연주의, 현실주의, 민족주의, 민족의식, 

반봉건주의, 반제국주의 등 다양한 요소로 논의될 수 있다. 그 중에 리얼리즘, 

민족주의, 반제국·반봉건과 같은 특징은 염상섭의 본격적인 문학세계의 본질을 

방불하게 드러낸다.7) 초기 소설에서 염상섭은 다른 작가가 주목하지 않았던 식

민지의 미미한 문제까지 다루었고 다양하고 많은 인물을 통해 아주 복잡한 사

회 문제를 거울처럼 반영했다. 이 점이, 본고가 염상섭을 택한 이유이다. 본고

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시기 작품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식민지 시기를 

다룬 염상섭의 초기 소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즉, 한국 식민지 시기를 대표

하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1920년부터 1930년까지 집필된 염상섭의 초기작품만

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한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도네시아 작가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

(Pramoedya Ananta Toer, 이하 프라무댜, 1925-2006)는 한국에 널리 소개되

지 않았으나 제3세계 작가 가운데 세계적 작가에 해당하며 그와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8) 본 연구자는 프라무댜가 본국인 인도네시아

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염상섭과 비교하기에 적절한 

작가로 생각한다. 프라무댜의 경우 염상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기를 작품으

로 다룬 작가이다. 프라무댜는 중부 자바 섬에 위치한 블로라라는 지역에서 

1925년 2월 25일에 부친 엠투르와 모친 사이다의 사이에서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엠투르는 엄격하고 민족의식이 강한 교장이며 모친 사이다는 

독실한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이었다. 프라무댜는 고향에서 7년 과정의 초등교

육을 10년만에 끝냈으며 라디오 전문대학교(Radio Vakschool)에 다닌 바가 있

다. 그는 자카르타에 있는 ‘타만 시스와(학생의 공원’)라는 학교에 다니며 인도

6) 김학균, 『염상섭 소설 다시 읽기 – 추리소설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 
2009, 11~13면.

7) 문학과사상 연구회,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샘, 2008, 머리말 참조.
8) 여운경, “혁명, 민족주의, 문학-프라무댜 아난타 투르의 작품 세계”, 안드레 블첵, 로시 

인디라, 여운경 역, 『작가의 망명 인도네시아의 대문호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와의 대
화』, 후마니스트, 2011,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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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어를 포함한 많은 과목을 수강했다. 그에게 인도네시아어는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킨 요소 중 하나이다. 학교생활 이외에 그는 일본 신문 회사에서 타이

피스트로 일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에 속기술 학교에 1년 동안 다니기도 하였

다. 또한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네덜란드가 다시 인도네시아를 침략하여 전쟁

이 발발했을 때 프라무댜도 민병대에 지원하여 전쟁에 참가했다. 그러면서 그

는 1946년부터 문학 활동을 시작했으며 1947년에 Sadar (『사다르』) 잡지의 

편집자가 되었고 같은 해에 인도네시아 출판사의 출간 분야에 일했다.9) 

프라무댜는 인도네시아 문학사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아니 백년에 한 번 나

올 수 있는 작가’라고 평가된 적도 있다.10) 그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에 태어

난 작가로서 네덜란드 식민지와 일본 식민지를 겪었으므로 그의 작품에서 각 

민족의 식민지적 상황은 소설적 대상으로 흔히 나타난다. 프라무댜가 처음으로 

쓴 작품은 1946년에 집필한 Sepuluh Kepala Nica(『니카 (네덜란드 식민 통치 

기구) 열 명의 머리』)라는 작품이지만 원고가 사라졌다. 이후 그는 1947년에 

첫 작품 Keranji Bekasi Jatuh(『타락한 크란지 브카시』)을 출간하였고, 1950

년에는 첫 소설 Perburuan(『추적』)과 Keluarga Gerilya(『게릴라 가족』)을 

출판하며, 문학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11) 

프라무댜의 생애에서 중요한 사건은 그의 감옥생활이다. 처음으로 옥고를 치

러야 했던 시기는 1947년이다. 그는 네덜란드군에 대항하는 전단을 살포하다가 

네덜란드 해병대에 붙잡혀 1949년 12월 네덜란드가 완전히 철수했을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이후, 1960년 3월에 발간한 프라무댜의 Hoa Kiau di 

Indonesia(『인도네시아 화교』)라는 소설이 화교를 비호하였다는 이유로 판금 

조치되었고 그는 9개월 동안 다시 수감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라무댜는 수하르

토(Soeharto) 정권에 의해 옥고를 치른 바가 있었다. 그는 당시 인도네시아의 

경향문학운동을 주도했던 국민문화동맹 (Lekra, 레크라)의 잡지인 Bintang 

Timur(빈탕 티무르)지의 문예란인 ‘Lentera(른트라)’의 편집자를 맡았다.12) 

국민문화동맹이 좌익 운동을 지향한다고 본 정부가 그 조직에서 활동했던 프라

9) Koh Young Hun, Pramoedya Menggugat Melacak Jejak Indonesia, Jakarta: Gramedia 
Pustaka Utama, 2011, pp.1-14. (『프라무댜는 인도네시아의 흔적을 고소한다』)

10) 네덜란드인 인도네시아 문학 전문 A. Teeuw라는 학자의 주장임. (고영훈, 「Pramoedya
의 소설 인간의 대지에 나타난 저항의 이미지」, 『동남아연구』 3, 1993, 2면)

11) Koh Young Hun, op. cit., p.1-14.
12) 고영훈, 「낯설지 않은 이방인: 인도네시아 작가 Pramoedya의 삶과 문학」, 『외국문학

연구』 (4), 1998, 370~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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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댜 역시 좌파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으므로, 그는 1965년에서 1969년까지 감

옥 생활을 다시 해야만 했다. 이어 1969년부터 그는 다른 포로와 더불어 부루

(Buru) 섬으로 추방되었고 창작활동이 금지된 채 1979년까지 옥고를 치러야 했

으나 1973년부터는 다시 창작을 시작하게 되었다. 

유배를 당했던 시기에 프라무댜는 오히려 명작을 창작하였다. 그는 Tetralogi 

Pulau Buru(‘부루 4부작’)라는 작품을 집필하였으며 이는 『Bumi Manusia

(『인간의 대지』)(1980), Anak Semua Bangsa(『모든 민족의 아이

들』)(1980), Jejak Langkah(『발자국』)(1985)와 Rumah Kaca(『유리

집』)(1988)라는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작품이 처음에 발간되었을 때 호

평을 얻었으나 계급적 갈등을 지닌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는 프라무댜의 작품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13) 이 4부작은 당시 1970년대의 인도네시아 수하르

토 대통령의 정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평가를 받았다.14) 수하르토 정권

의 상황이 억압적인 식민지 시기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겼던 작가는 이 

작품에서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삼았다. 프라무댜는 장편소설, 단편소설, 연

극, 역사책, 문학 비평을 포함한 40여개의 작품을 썼으며 400개가 넘는 신문 

수필을 집필했으므로 진정한 문인, 성취를 거둔 기자, 특히 소설가로 평가된다. 

특히 그의 ‘부루 4 부작’은 4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

로 인정받는 작품이 되며 노벨문학상으로 지명되었던 바가 있었다.

프라무댜는 자기 작품을 집필함에 있어 주로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춘다. 프

라무댜의 소설과 수필을 포함한 프라무댜의 초기 저작은 전쟁 또는 혁명의 시

기에 그가 포착한 휴머니즘을 토대로 작품을 창작했다. 1950년 중반부터 그는 

공평함과 풍부함의 가치를 포함한 혁명의 이상을 배경화한 작품이 없음을 깨달

았고, 이후 부패와 엘리트주의를 소재로 포착함으로써 그의 작품세계를 확장시

켰다. 1950년 후기에 그는 인도네시아 문화와 정치에 아주 남다른 작가로서 새

로운 길을 모색했으며 인도네시아 역사를 배경으로 소설을 집필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프라무댜는 완성된 작가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그가 인도네시

아의 실제 상황을 소설로 묘사하면서도, 이상적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그의 아

이디어를 소설 속에 나타냈기 때문이다.15) 그가 창작한 작품 가운데 여러 가지

13) Koh Young Hun, op. cit., p.20.
14) 여운경, 앞의 책, 178면.
15) A. Teeuw, "The ideology of nationalism in Pramoedya Ananta Toer’s fiction”, 

Indonesia and the Malay World, No.73, 1997,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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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품은 식민지 시기와 탈식민지 시기의 삶을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고뇌로부터 발견되는 인간성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이외에 인도네시아 시민들의 

민족주의 투쟁을 다룬 작품도 적지 않다.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이렇게 꾸준히 

다루었던 작가가 프라무댜 외에 없다고 여기므로 그를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선택했다.

염상섭과 프라무댜는 서로 다른 시대에 활동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식민지 시기를 거치면서 문학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

다. 기자 생활을 했던 염상섭과, 기관지에서 편집자로 일했었던 프라무댜는 언

론·출판이라는 분야에서 활동한 유사성을 지닌다. 작품을 창작하는 데 두 작가

는 다른 작가에 비해서 식민지 시기와 독립 이후에 각 나라의 상황을 면밀하고 

꾸준하게 작품 속에서 그려왔다. 그들은 식민지 시기를 작품의 배경으로 삼은 

것은 물론이고 해방 이후 국가의 상황을 작품의 배경으로 포함시켰다. 배하은

에 의하면 염상섭은 해방기의 소설에서 일본 식민지의 역사 또한 식민적인 정

체성을 해결하는 문제를 묘사한다. 그리고 해방기 그의 작품은 “일본 제국주의 

자리를 대체하는 새로운 체제의 식민성을 적시하며 그것에의 저항을 문학적으

로 모색하는 작업”16)에 속한다. 해방기 그의 소설이 취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지속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과 투쟁,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다.17) 그가 창작한 해방기의 소설들이 가령 「해방의 아들」과 미군정 

산하를 배경으로 하는 『효풍』이라는 작품들이 있다. 염상섭의 해방기 작품이 

식민지 시기와 그 이후 탈식민주의와 관련이 있다면 해방 이전의 작품도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염상섭 해방 이전의 작품에서도 언어의 전유, 혼성의 증

거인 혼혈 또한 정체성 위기와 관련한 탈식민적인 주제를 지닌다. 염상섭의 작

품에 이러한 주제가 흔히 발견되기에 그의 작품은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편 프라무댜는 70년 동안 인도네시아가 거친 식민지 시기, 혁명의 시기, 탈

식민주의 시기와 신식민주의 시기의 성공적인 단계를 활동적이고 간접적으로 

관여했다.18) 그는 식민지 시기 동안에 작품을 집필하고 출간하지 않았으나 그 

시기를 직접적으로 거쳤으므로 그 상황을 실제처럼 면밀히 그린 작품이 발견된

16) 배하은, 「해방기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적 현실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2, 8면.

17) 위의 글, 같은 면.
18) A. Teeuw, op. cit.,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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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식민지 상황은 물론이고 네덜란드 식민지 상황을 그린 작품도 있다. 

네덜란드 식민지를 배경화한 작품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그의 주요 작품인 ‘부

루 4부작’이다.19) 식민지 이후 해방기에 독립을 지키기 위한 민족의 노력을 그

린 프라무댜의 소설은 Keluarga Gerilya(『게릴라 가족』), Bukan Pasar 

Malam(『야시장이 아니다』), Larasati(『라라사티』)라는 작품이다. 이는 인도

네시아 독립 이후 네덜란드와 미군정이 인도네시아에 진입한 역사를 작품의 배

경으로 다룬다. 또한 염상섭과 프라무댜는 식민 지배자에 대항하는 운동에 연

루되어 옥고를 치렀다는 공통되는 전기적 사실을 갖는다. 이러한 경험은 식민 

지배자에 대한 시각을 보다 날카롭고 깊어지게 했다. 이로써 작품 속에서 식민

지에 대한 비판이 치열하게 그려진다. 

이처럼 염상섭과 프라무댜는 식민지 시기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에도 두 나라

의 현황을 적극적으로 작품에서 반영했다. 그러므로 두 작가가 조국에 대한 크

고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이 날카로운 관점과 비판으로 

작품을 집필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두 작가를 비교하는 연구는 유의미하다고 

여겨진다. 두 작가가 작품 활동을 하던 시대는 다르지만, 그들은 민족의 상황 

특히 본고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식민지 시기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 예리하

게 포착했다. 비슷한 시기와 상황을 문학적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두 작가의 

작품에는 유사한 주제가 자주 발견된다. 식민지 시기를 거론한 두 작가의 작품

을 보면 민족의 곤란한 상황 속에서 식민 지배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갈등은 물

론이고 전통과 근대를 바라보는 입장 간의 갈등 또는 식민지 시기에 간과할 수 

없는 혼혈의 주제가 흔히 드러난다. 이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두 작가를 살펴

보고 분석할 것이다.

본고는 염상섭과 프라무댜의 작품 중 식민지를 배경으로 삼은 작품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에 염상섭의 명작 『만세전』(1924)과 『삼대』(1931)

를 연구 대상으로 택하고,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의 명작 ‘부루 4부작’인 Bumi 

Manusia(『인간의 대지』)(1980), Anak Semua Bangsa(『모든 민족의 아이

들』)(1980), Jejak Langkah(『발자국』)(1985)와 Rumah Kaca(『유리

집』)(1988)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들 소설은 양 국가의 식민지 시기

의 배경을 다루었기에 탈식민적인 주제가 발견된다. 예를 들어, 두 작품의 주인

19) Keith Foulcher and Tony Day (ed), Postcolonial readings of modern Indonesian 
literature, Leiden : KITLV Press, 2002,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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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식민지 본국에서 교육을 받거나 조국에 있는 식민 지배자의 학교에서 교

육을 받은 인물이라 다른 토착민들에 비해 식민지 상황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주인공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을 통해 식민지 시기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포착되기 때문에 두 나라의 실제 상황이 다양하게 목도된다. 두 작가

의 작품에서 거론된 주제 중에 특히 ‘혼성성(hybridity)’, ‘모방(mimicry)’, ‘저항

(resistance)’, ‘양가성(ambivalence)’과 같은 주제가 작품 안에서 발견된다. 염상

섭의 작품은 일본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삼았고, 프라무댜의 작품은 네덜란

드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으나 둘

은 비슷한 주제를 그 내부에 포함하고 있다. 지역과 시대가 다르지만 유사한 

주제 의식을 공유한 작품들을 살펴보는 것은 두 나라의 문학을 비교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두 작가의 작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공통점과 차이점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한국문학과 인도네시아 문학이 공

유하는 보편성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학장이 지닌 특수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분석할 두 작가의 작품은 탈식민주의 주제를 내포하므로 

탈식민주의 글쓰기의 전략을 노출한다. 따라서 두 작가의 작품을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식민지 시기를 소설의 배경으로 삼은 작품을 볼 때 

식민지의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 탈식민주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여긴다. 특히 탈식민주의 이론은 식민지 시기 당대의 역사 현실 위에서 

전개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역사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가치 있는 역사적 문

제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 이론이 탈식민주의 이론이다.20) 특히 문학 분야에서 

탈식민주의 이론은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식민지 

접촉의 흔적, 유럽 제국주의 초기 시대부터 불평등한 권력 관계 아래 민족

(race), 국가(nation)와 문화(culture)의 대립으로 이루어진 인간 경험의 상당 부

분을 폭로하는 이론이다. 문학 분야에서 탈식민주의 이론은 읽기의 전략이며 

비평과 문학 작품의 식민지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

다.21) 이처럼 본고는 탈식민주의 관점으로 두 작가의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염상섭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 중에서 탈식민주의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몇 

20) Nyoman Kutha Ratna, Postkolonialisme Indonesia Relevansi Sastra, Yogyakarta: 
Pustaka Pelajar, 2008, pp.80-81. (『문학과 관련한 인도네시아 탈식민주의』)

21) Keith Foulcher and Tony Day (ed), op. cit.,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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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발견된다. 우선 염상섭의 해방 이후 작품을 대상으로 탈식민적 현실 인식

을 분석한 연구이다.22) 최근에는 1920~1930년대의 염상섭 문학에서 나타나는 

‘가면 쓰기’의 모티프를 주목한 연구가 있다.23) 작가의 저항 의식이 어떠한 방

식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 이 연구는 일본과 한국인의 상호 모방 

그리고 가면 쓰기의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자발적 모방이라는 새로운 삶의 양식

이 식민지 내부로부터 발견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 외에 한국 문학과 

염상섭의 문학을 비교하는 연구24)는 염상섭의 작품을 치누아 아체베와 살만 루

스디의 작품과 비교했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작가들이 각기 활동한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9세기와 20세기의 제국주의 경험을 보편적으로 가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가의 식민지 경험이 그의 사상과 미학적 작품에 끼치는 영향

을 분석했다. 

한편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프라무댜의 작품을 분석한 연구가 존재한다. 우선 

프라무댜의 ‘부루 4부작’ 중에 첫 번째 Bumi Manusia(『인간의 대지』)를 다

루어 식민지적 상황에 직면한 토착민들의 모방과 급진적인 저항에 대해 모색한 

연구가 있다.25) 게다가 호미 바바의 탈식민주의 이론을 이용해 프라무댜의 ‘부

루 4부작’에 나타나는 토착민을 응원한 순수 유럽인 인물 nativephilia라는 사람

의 성격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26) 뿐만 아니라 프라무댜가 집필한 Bumi 

Manusia(『인간의 대지』)와 루이 코페루스가 쓴 De  Stille Kracht라는 소설

을 비교해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인 인도네시아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에 벌어진 토착민 저항의 양상을 살펴본 논문이 있다.27) 

22) 배하은, 앞의 글, 2012.
23) 김희경,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가면 쓰기’의 서사 전략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6.
24) Kim Soonsik Baek, Colonial and post-colonial discourse in the novels of Yom 

Sang-sop, Chinua Achebe and Salman Rushdi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Dissertation, 1992.

25) Rusdian Noor, Mimikri dan Resistensi Radikal Pribumi Terhadap Kolonialisme 
Belanda dalam Roman Bumi Manusia Karya Pramoedya Ananta Toer, Universitas 
Gadjah Mada. Tesis, 2002.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의 『인간의 대지』에 나타나는 토착
민의 모방과 급진적인 저항)

26) Guntur Sekti Wijaya, Representasi Pemikiran Pramoedya pada Tokoh-tokoh 
Nativephilia Analisis Pascakolonial Homi K.Bhabha pada Roman Tetralogi Pulau 
Buru Karya Pramoedya Ananta Toer, Universitas Gadjah Mada, Tesis, 2015. (프라무
댜 아난타 투르 ‘부루 4부작’에 나타나는 Nativephilia 인물을 통해 반성된 작가의 사상-
호미 바바 탈식민주의 이론)

27) Christina Dewi Tri Murwani, Representasi Perlawanan Pribumi Masa Perali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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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학과 인도네시아 문학의 비교 연구는 황순원과 누그로호 노토수산토

의 전후 소설을 비교·분석한 에바 라티파의 연구28)를 제외하고는 거의 존재하

지 않는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을 비교

한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본고는 두 나라가 독립 이전에 겪었던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작품들을 탈식민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던 ‘양가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염상섭의 『만세전』

(1924)과 『삼대』(1931)를 프라무댜의 명작 ‘부루 4부작’과 비교해 보고자 한

다. 두 작가의 작품에 드러내는 모방과 저항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양가성이 어

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검토한 후 두 작품에 나타나는 양가성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 안에서 포착되는 전통 보존과 근대 지향

이라는 양가성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하

층민에 속한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두 작가의 작품에서 

이들이 받는 취급이 어떤 면에 다르고 유사한지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다. 따

라서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탐색한 후에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볼 

것이다.

1.2. 연구의 시각 및 방법론

포스콜로니얼리즘은 포스트+콜로니얼+이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 그대로 

포스콜로니얼리즘은 식민지 시대 이후에 나타난 이론에 대한 주의라는 뜻을 의

미한다.29) 한편 의미론적으로는 포스콜로니얼리즘 즉 탈식민주의는 제국주의 

세력 붕괴 이후에 민족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용어도 독립 

이전 그리고 이후를 구별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빌 애스크로프

트는 식민지 시대 역사 초부터 지금까지 제국주의 세력을 겪은 모든 문화를 이 

용어에 포함시킨다. 이 용어는 최근에 출연한 통문화적 비평 Cross-cultural 

Abad ke-19 Sampai ke-20 di Hindia Belanda dalam Novel De Stille Kracht (Karya 
Louis Couperus) dan Bumi Manusia (Karya Pramoedya Ananta Toer), Universitas 
Gadjah Mada, Disertasi, 2013.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의 『인간의 대지』와 루이스 코
페루스의 『De Stille Kracht』에 나타난 19세기말부터 20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토착민의 저항 연구)

28) 에바 라티파, 「한국과 인도네시아 전후 소설 비교 연구: 황순원과 누그로호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12.

29) Nyoman Kutha Ratna, op. cit.,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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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ism 그리고 그 담론의 구성적 특징을 드러내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이

다.30) 

문학 연구에서 탈식민주의 이론은 기트 풀쳐(Keith Foulcher)와 토니 데이

(Tony Day)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문학 연구에 대한 포스트콜러니얼한 접

근은, 유럽 제국주의 시대의 시작 이래, 인간 경험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해온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조건 아래에서 문학 텍스트가 여러 방식으로 인종, 국가, 

문화의 대립이라는 식민지 접촉의 흔적을 노출시켜온 방식과 관계된다. 문학 

연구에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비평 텍스트뿐만 아니라 문학 텍스트에서 식민

주의의 흔적을 확인하고 이러한 흔적이 갖는 텍스트 효과의 본질과 의의를 평

가하도록 의문을 제기하는 읽기의 전략이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텍스트에

서 계속되는 식민주의의 영향을 이해하도록 하는 비평적 접근을 위한 용어인 

반면, ‘탈식민주의’는 이러한 효과의 본질과 영향을 지적하는 단어이다.31) 탈식

민주의 문학에 해당하는 문학 작품들은 식민지 경험 혹은 식민 통치자 세력의 

지배를 겪은 나라에 나타난 문학들이다. 가령 아프리카, 호주, 방글라데시, 캐나

다, 카리브 해 지역, 인도, 말레이시아, 몰타, 뉴질랜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남

태평양 섬과 스리랑카의 문학들이다. 미국 문학도 이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문

학들은 여러 가지 유사함을 가진다. 이 문학들은 식민주의적 경험에서 출현했

으며 제국주의 세력과의 긴장 관계를 통해 제국주의 본국과의 동일화 논리와 

차별화를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이다.32) 인도네시아와 한국

의 경우도 제국주의 식민지 시기의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양 국가의 문학도 여

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민주의 경험과 관련하여, 염상섭의 『만세전』과 『삼대』에서 프라무댜의 

‘부루 4부작’ 작품과 거의 유사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주제는 특히 양 

국가의 식민지 시기에 대한 주제이다. 식민지 시기를 거쳐야 했던 경험을 겪어

야 했으므로 양 작가는 각 작품 속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탈식민주의 주제

와 같은 것을 서사화한다. 우선 식민지 시기로부터 시작하자면 식민주의의 본

래 단어는 ‘콜로니아’라고 하는데 이는 언어적으로 식민주의라는 뜻이 아니라 

30)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Menelanjangi Kuasa Bahasa Teori 
dan Praktik Sastra Poskolonial", Yogyakarta: Qalam, 2003, p.xxii.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 책의 인도네시아어 번역)

31) Keith Foulcher and Tony Day (ed), op. cit., p.2-3.
32)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op. cit., p.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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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어떤 지역의 마을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도권 쟁탈과정이 나타나기 시작

하면서 콜로니아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다.33) 식민주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 중의 하나가 문화적 차이이다. 어떤 지역에 진입된 

새로운 문화가 원래 있는 문화와 충돌 과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두 작가는 문

화의 차이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혼성성을 비롯한 탈식민주의 주제를 소설 

속에서 펼친다.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라는 개념은 저명한 탈식민주의 이론 학자 호

미 바바의『문화의 위치(The Location of Culture)』(1994)에서 거론된 바가 

있다. 호미 바바에 따르면, 문화적 차이란 문화적 정체성의 구성 체제들에 상응

하는 ‘인식할 수 있고’ ‘권위 있는’ ‘언표 작용(enunciative)’의 과정이다. 이 개

념은 문화 권력의 양가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양가성의 문제는 “문화적 

우월성을 ‘내새워’ 지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할 때, 우월성 그 자체가 차이작용

의 계기에서만 벌어진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의 언표 작용은 

문화적 정체성의 수행적인 현재의 분열을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언표작용은 

과거와 현재, 전통과 근대의 이항대립을 문화적 표상과 문화적 권위를 만드는 

단계에서 문제시된다.34)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경계 공간(liminal space)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호

미 바바는 이 공간을 ‘제3의 공간(third space)’으로 규정한다. 이 공간은 타자

성의 정신 속에서 남다른 문화가 발생하기 위한 생산적인 공간이다.35) 이 공간

은 새로운 문화가 진입하여 기존의 문화와 이식된 문화가 만나 제3의 것이 발

생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간이다. 특히 식민지화가 진행된 어느 지역에 새로운 

문화가 진입될 때, 그 문화가 기존의 문화와 충돌하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제3의 공간에서 인정과 자유를 얻기 위해 혼합된 기호와 다채로

운 문화 표현의 교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개념이 혼성성(hybridity)

의 개념이다. 혼성성은 “식민권력의 변화하는 힘과 고착성(fixity)에 포함된 생

산성의 기호”이다. 그것은 부인(disavowal)을 통해 지배 과정을 전략적으로 전

환하기 위한 명칭이다. 이는 차별적인 동일성 효과를 수행시키기 위한 식민지

33) Ania Loomba, Colonialism/Postcolonialism, London: New Routledge, 1998, pp.2-3.
34) Homi Bhabha,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2012, 

93~96면. 
35) Jonathan Rutherford(ed), "The Third Space. Interview with Homi Bhabha",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90,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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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체성의 추정(assumption)을 재평가하는 것이다.36)

호미 바바는 혼성성이 다른 위치의 출연을 가능하게 하는 제3의 공간이라고 

덧붙인다. 이러한 제3의 공간은 그것을 구성하는 역사를 대체하며 받아들인 지

혜를 통해 부적당하게 이해되는 새로운 권력 즉 새로운 정치의 계획을 세운다

고 제시한다. 또한 혼성성은 정신 분석의 비유를 빌리자면 동일화라는 것이 이

의 주체는 타자성의 참견 때문에 항상 양가적인 상태에 타자성의 대상을 다른 

대상과 또한 그것을 통해 동일화하는 과정이다. 혼성성의 중요성은 정의와 마

찬가지로 감정과 관행을 알려주므로 그 어떤 다른 의미와 담론의 흔적을 조립

시키는 것이다. 문화적 혼성성의 과정은 다른 것, 새로운 것과 인식을 못한 것, 

즉 의미의 교섭과 표상의 새로운 상승하는 것이다.37)

혼성성의 과정 속에서 식민 지배자가 필연적으로 행하는 양가성이라는 태도

가 형성된다. 양가성은 식민지 담론의 중요한 특징인 관념적인 ‘타자성’을 구성

하는 ‘고착성’으로 인해 나타난다. 고착성은 식민지 담론의 문화적/역사적/인종

적 차이의 기호로서 역설적인 재현이다. 이는 엄격성과 변하지 않은 질서 또는 

무질서·퇴화·악마적 반복의 강직을 함축한다. 마찬가지로 고착성의 중요한 담론

적 전략 이른바 정형화(stereotype)는 이미 항상 제자리에 있고 잘 알려지거나 

“불안하게 반복되어야 하는 어떤 것 사이에 동요하는 인식과 정체성” 형성의 

모형이다. 식민지 담론의 이론을 세우는 정형화에서 그 핵심적인 과정은 ‘양가

성’(ambivalence)에 있다. 왜냐하면 양가성의 힘은 식민적인 정형이 “유포되게 

만드는 것”이고 변모하는 역사적 또한 담론적 국면들 속에서 정형의 반복성을 

보장하며 정형의 개별화와 한계화의 전략을 알아내기 때문이다.38)

식민 지배자는 ‘타자성’에 대한 고착화와 정형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자기 정

체성과 문화를 식민지 영역에서 우월하게 규정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식민 지

배자는 피식민자를 그들의 문화에 따르게끔 강요한다. 피식민자가 그 우월한 

문화를 따라함으로써 식민 지배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강한 힘을 주게 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염상섭과 프라무댜의 소설에는 이러한 양상이 쉽게 발견된

다. 이들의 소설 속에서 식민 지배자는 자기의 모습, 사상 또는 옷차림마저 피

식민자에게 따르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 지배자는 

36) Homi Bhabha, 앞의 책, 250면.
37) Jonathan Rutherford(ed), op. cit., p.211.
38) Homi Bhabha, 앞의 책, 159~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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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식민자가 완벽하게 자신을 모방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는 모방(mimicry)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식민 지배자가 피식민자의 완벽한 모방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모방으로 인해 생겨나는 욕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처럼 식민 

지배자의 이러한 태도에서 그들이 가진 양가성을 발견할 수 있다.

모방이라는 전략이 식민 지배자 속에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이유에 대해 살

펴볼 것이다. 모방은 “식민지 담론과 지식에 가장 교활하고 효과적인”39) 전략

의 하나이다. 식민지적 모방이란 "동일하지만 아주 똑같지 않은 차이의 주체로

서" 개명되고(reformed) 인식될(recognizable) 수 있는 타자를 지향하는 희망이

다. 말하자면 모방은 ‘양가성 주변’에 구성된다. 그리고 더욱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 모방은 지속적으로 미끄러짐, 초과, 차이를 생산해야 한다. 모방

은 부인의 과정인 차이의 표상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모방은 이중적인 분

절의 기호이면서도 한편으로 개명과 규칙 그리고 규율의 복잡한 전략의 기호이

다. 이 전략은 권력을 가시적으로 내보이면서 타자를 ‘전유한다(appropriate).’ 

반대로 모방은 적합하지 않은 기호로 여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식민권력의 지

배 전략적 기능에 조응하고 감시를 강화하게 하면서, 그리고 규범화된 지식과 

규율권력에 내적인 위협이 되는, 차이와 반항의 기호이기 때문이다.40)

따라서 식민담론이 권력에 끼치는 모방의 효과는 심화(profound)와 방해

(disturbing)의 이중성을 지닌다. 식민지적 모방의 양가성(거의 동일하지만 똑같

지 않은 것)이 가진 초과 혹은 미끄러짐은 담론을 파열시킬 뿐만 아니라 “어떤 

불확실성으로 변형되어 식민지적 주체를 ‘부분적’ 현존으로 고정한다.”41) 한편 

모방은 ‘위협’을 지닌다. 모방은 식민지 담론을 폭로하는 동시에 그 권력을 분

열시키는 이중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전망은 식민지적 대상의 부분적인 재

현 혹은 인식의 결과이다.42)

모방의 이중적인 역할은 바로 양가성 주변에 구성된 결과 때문이다. 호미 바

바는 모방이 식민 지배자의 권위를 흔들며 심지어 전복할 가능성을 가지기 때

문에 저항의 의미를 지닌다고 파악한다. 모방의 미끄러짐으로 인해 타자는 식

민 지배자의 권력을 흔들게 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식민 지배자는 피식민자

들이 모방이 갖는 전복의 힘을 통해 자기의 권력을 분열시킬 것을 우려한다. 

39) 위의 책, 196면.
40) 위의 책, 197면.
41) 위의 책, 같은 면.
42) 위의 책, 196~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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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의 이중적인 역할은 ‘저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식민지 권위에 위협

적이다. 왜냐하면, 모방은 혼성성의 효과이기 때문이다. 혼성성의 효과는 “규율

화된 자에서 욕망하는 자로 이중화시키는 전유의 양식인 동시에 저항의 양식”

이며 또한 모방은 문명의 규율 속에서 문명적 불복종의 계기를 표시하며 이는 

스펙터클적인 저항의 기호들로 파악할 수 있다.43) 호미 바바는 이런 모방하기

라는 상징적 저항이 지배자의 견고함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호미 바바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과 문화는 다채롭고 혼성

의 상태로 변모할 것이라고 인식하며 이 혼성의 공간 이른바 제3의 공간이 불

안과 양가성이 현존하는 역동적인 곳이라고 파악한다.44) 그러므로 모방과 저항

은 사이에 낀 위치(in-between space)에서 양가성 주변에 생산되므로 이질적인 

양 극단이 아니라 양가성의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저항은 정치

적인 욕망으로 인해 발생한 전투적인 행위가 아닐 뿐더러, 차이로 인지되는 다

른 문화에 대한 단순한 부정 혹은 배제도 아니다. 이는 “지배 담론이 문화적 

차이의 기호들을 분절하고 식민지 권력의 예속적 관계들(위계질서, 규범화, 주

변화 등) 내부에 그 기호들을 재연루시킬 때, 지배담론의 인식의 규칙들 내부에

서 생산되는 양가성의 효과이다.”45) 

이러한 모방으로부터 변모된 저항의 형식은 염상섭과 프라무댜의 작품 분석

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들 작품에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영역이고, 인도네시

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영역이며 이러한 혼성성의 공간에서 피식민자가 행하

는 모방의 형식이 드러난다. 작품 속 인물들은 식민 지배자의 문화를 모방하고 

전유하는 동시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인다. 말하자면 두 작품은 소설의 배경이 

되는 혼성적 공간인 한국과 인도네시아 영역에서 보이는 양가성을 형상화한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과정으로 인해 진입된 새로운 문화가 원래 존재하던 문화

와 충돌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양가성도 작품에서 폭로된다. 양 작가의 작품

에서 원래 있었던 문화를 간직하는 인물과 새로운 문화 즉 근대성을 지향하는 

인물이 더불어 현존하는 양상이 발견된다. 이처럼 혼성성이라는 주제로부터 모

방과 저항, 또한 양가성에 이르기까지 탈식민적인 서사의 전략은 두 작가의 소

설에서 흔히 발견된다.

43) 위의 책, 267~270면.
44) 尹彦均, 『프란츠 파농의 脫植民主義에 관한 硏究』,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15, 138면.
45) Homi Bhabha, 앞의 책, 2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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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삼은 염상섭과 프라무댜의 소설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탈식민주의 전략의 서사는 그 사회 안에 있는 하층민의 위치이다. 

본고가 비교해 볼 소설에서 하층민의 위치는 의미심장하게 묘사되어 있다. 특

히 염상섭과 프라무댜의 작품 속에서 하층민 인물은 빈곤한 삶을 겪어야 했던 

인물들과 여성 인물이다. 이들은 하층의 신분을 갖는 타자로서 식민지배자는 

물론이고 식민지배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같은 민족 사람들로부터 불공평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 빈곤한 사람들, 장사꾼, 그리고 여성과 같은 인물이 식민

지배자로부터 폭력과 차별 혹은 나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소설 속에 

자세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여성의 경우 식민지배자 이외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본국의 봉건적인 제도와 풍습으로부터도 차별을 받는다. 특히 식민지 시기의 

사회에서 여성이 된다는 것은 낮은 위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은 남

성의 위치 아래에 있거나 식민 지배자 밑에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처럼 식민지 시기 당시에 빈곤한 사람들, 장사꾼과 여성은 하위 혹은 서발턴

의 위치에 규정되어 있어 모든 행동이 자유롭지 않았다. 서발턴이라는 것은 ‘낮

은 계급’ 혹은 ‘하위 계급(inferior rank)'을 의미한다. ‘하위 계급’은 그람스키의 

용어로서 어떤 사회에서 권력이 높은 계급에게 복종하는 계급을 정의하는 용어

이다. 하위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소작농이나 노동자와 같이 지배적인 권

력에 접근하지 못한 계급의 사람들을 말한다.46) 스피박에 따르면 식민지 시기

의 맥락에서 서발턴은 역사가 없으면서 말하지 못하며 심지어 여성으로서 그림

자 속에 더욱 깊이 놓여 있다. 서발턴으로서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읽히지도 않는다. 결국, 여자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47)

본고는 호미 바바와 스피박의 탈식민주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염상섭과 프라

무댜의 작품에 나타나는 식민지 시기 공간 내부에 묘사된 혼성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식민지 상황에서 벌어지는 탈식민주의 주제로서의 모방과 저항을 

탐구함으로써 두 작가의 탈식민주의 전략의 글쓰기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 이

후에 염상섭의 작품에 나타나는, 일본 제국주의가 전달한 새로운 문화와 한국

46)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Key Concepts in Post-colonial 
Studies,  London: Routledge, 1998 p.215.

47) "For if ‘in the context of colonial production, the subaltern has no history and 
cannot speak, the subaltern as female is even more deeply in shadow."
Gayatri Chakravorty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ed),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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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래의 문화와의 충돌 상황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갈등, 그리고 프라무댜

의 작품에 나타나는, 네덜란드 제국주의가 소개한 근대성과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풍습의 충돌 현황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갈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두 작가의 작품을 서로 비교하면서 양 작품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고찰하며 각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전략을 알아볼 것이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프라무댜의 ‘부루 4부작’을 비롯해 혼성성이 된 공간 

내부에서 벌어지는 피식민자의 모방과 저항 그리고 효과적으로 나타난 양가성, 

또한 근대성과 자바 섬의 풍습 사이에서 발생한 인물들의 갈등을 살펴볼 것이

다. 이어 3장에서는 염상섭의 『만세전』과 『삼대』를 다루며, 피식민자의 모

방과 저항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양가성, 또한 근대성과 전통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분석하는 동시에, 이를 프라무댜 작품과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두 작가와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생시

키는 양 국가의 특징을 발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각 장마다 두 작가의 작

품 속에 등장하는 하층민의 인물을 분석하여 식민지 시기를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 고찰하면서 두 작품에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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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의 ‘부루 4부작’에 나타난 탈

식민적 글쓰기 

2.1. 모방과 저항의 행위와 탈식민적 글쓰기

‘부루 4부작’은 주로 인도네시아 중심 섬, 자바 섬에서 벌어지는 자바 귀족층 

도련님 주인공 밍케(Minke)와 그를 둘러싼 혼성이 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 밍케는 네덜란드 교육을 받아 네덜란드어에 능통한 인물이다. 첫 번째 작품

인 Bumi Manusia(『인간의 대지』)에서 밍케는 그가 좋아하는 여자 안넬리스 

멜레마(Annelies Mellema)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토착민과 혼혈인의 연애 이

야기로 전개된다. 토착민의 정체성을 가진 그와 장모 냐이 온토소로(Nyai 

Ontosoroh)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저항한다. 두 번째 작품인 

Anak Semua Bangsa(『모든 민족의 아이들』)에서 밍케는 상당한 수준의 민족

의식을 보여준다. 네덜란드어에서 말레이어로 글쓰기를 하는 그는 어느 정도 

민족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를 내보인다. 세 번째 작품인 Jejak 

Langkah(『발자국』)에서 밍케는 자기가 주도하는 토착민의 민족 조직을 결성

하는데, 이 작품은 밍케의 조직이 식민 지배에 큰 위협을 주는 이야기를 다루

고 있다. 마지막 작품인 Rumah Kaca(『유리집』)은 팡으마난(Pangemanann)

의 시각으로 그려지는데, 밍케가 유배된 이후에도 토착 민족 조직과 반식민지 

운동이 전국에 파급되는 이야기이다.

식민지였던 당대 인도네시아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타민족, 예컨대 중국과 아

랍 민족을 거주하는 공간이 되었다. 빌 애쉬크로프트에 따르면 혼성성이란 식

민지화된 영역에서 식민지로 인해 발생한 종합된 새로운 문화를 가리키며, 이

는 언어학, 문화, 정치, 인종의 형식으로 구별된다.48)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에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즉 지금의 인도네시아는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혼합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혼성성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잘 드러난다.

48)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op. cit.,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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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의 노래 ‘크보 길로’가 가믈란(자바의 전통 악기)으로 연주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뜰뜨게 만들었다.

네덜란드의 국가, 윌헬무스(Wilhelmus)가 합창되었다. 사람들이 일어섰으나 노

래를 부른 것은 극소수였다. 물론 대부분이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었던 것

이다. 토착민으로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한두 사람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어쩌면 

그 기묘하고 짜증스러운 선율을 저주하면서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49) 

인용문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밍케의 아버지의 군수 취임식을 그리고 있다. 

취임식에 참석한 사람은 네덜란드인을 비롯해 토착민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

이다. 토착민이 많이 참석하지 않은 취임식 장면을 통해 인도네시아 특정 지역

이 혼성성의 공간으로 변모된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토착민이 아닌 사람들이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자바 지역의 전통 악기 공연이 펼쳐지는 

상황은 매우 흥미롭다. 토착민의 원래 문화가 식민 지배자들이 가져온 새로운 

문화와 결합된 것을 보면 당시 인도네시아의 사회를 혼성이 된 사회로 볼 수 

있다. 이 소설에 묘사된 인도네시아의 혼성성은 문화뿐만 아니라 언어와 생활 

방식에까지 나타난다. 지배자언어인 네덜란드어와 흔한 토착어인 말레이어 혹은 

자바어는 물론이고 다른 토착어와 다른 외국어까지 등장한다. 토착어인 마두라

어와 외국어로서의 영어 혹은 중국어로 대화한 인물이 그려져 있다는 사례 자

체가, 당시 인도네시아가 이미 혼성이 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프라무댜의 소설에서는 식민 지배자와 다른 나라 출신의 시민, 그리고 인도

네시아 토착민이 혼성적 문화와 사회 아래에서 서로 모방과 저항의 행동을 한

다. 특히 토착민 인물은 모방을 하더라도 지배자로부터 해롭고 불평등한 대우

를 여전히 받는다. 이런 이유로 모방하는 토착민 인물은 저항을 행한다. 저항은 

식민지 시기에 나타난 모방의 효과이다. 저항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모방에 대

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모방의 행위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토

착민이 하는 모방의 행위와 토착민이 아닌 인물이 행하는 모방이 그것이다. 토

착민이 행하는 모방의 사례를 탐구해보자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는 네덜란

드에 반대하는 토착민의 모방과 지배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토착민의 모방으

로 분류될 수 있다. 우선 토착민의 경우를 보면, 식민 지배자와 더불어 생활하

49) Pramoedya Ananta Toer, Bumi Manusia(『인간의 대지』), Jakarta Timur: Lentera 
Dipantara, 2001, p.146. (이 부분의 인용문은 Bumi Manusia(『인간의 대지』)의 한국어
판을 참조.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 정성호 (옮김), 『밍케 1』, 오늘, 1997, 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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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 토착민들이 자연스럽게 유럽 특히 네덜란드를 모방하는 행동을 한

다. 그들의 언어를 모방하는 것이 물론, 옷차림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과 사상까

지 모방한다. 이러한 점은 소설 속에서 여러 명의 인물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주인공 밍케와 그의 장모 냐이 온토소로, 그리고 토착민 장교 경찰인 

팡으마난이라는 인물에서 모방의 행위를 볼 수 있다. 밍케는 인도네시아 자바 

민족 귀족층(인도네시아어로 말하자면 ‘프리야이’50)이다)의 도련님이다. 그는 귀

족 가문의 도련님으로서 네덜란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 E.L.S(네

덜란드 초등학교)와 H.B.S(네덜란드 중·고등학교)를 다닌다. 이는 일반 사람이 

쉽게 가질 수 없는 특권으로, 중산층 또한 귀족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유럽의 

피가 흐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토착민이 교육

을 받으면 진보적인 교육을 받게 되어 식민 지배자를 전복할 가능성이 있을 것

이라고 여겼고, 이에 토착민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51)

네덜란드 학교에 다니는 동안 밍케는 지배자의 중심 언어인 네덜란드어를 배

우고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밍케는 학교에서 적은 수를 차지하는 토착민

으로 불평등한 취급을 받았지만, 유럽인에 견주는 실력을 가질 수 있었다. 네덜

란드어로 글을 창작하여 신문에 실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52) 밍케는 글쓰기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통역사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가 네

덜란드어로 하는 대화에도 능통했음을 보여준다. 그는 부친의 군수 취임식에서 

자기 민족어인 자바어를 네덜란드어로 통역하기도 했다. 그런데 취임식에 참석

한 사람들 대부분은 유럽인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밍케의 모방적 행동 외에

50) 프리야이 (Priyayi)란 자바 계급 중 엘리트 계급, 즉 자바의 귀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Merle Calvin Ricklefs, A History of Modern Indonesia Since C. 1200,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tiy Press, 2001, p.168)

51) 당시에 네덜란드는 토착민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을 ‘낮게 평가’하는 의식을 주입시키려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네덜란드 지배자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음을 개념화하고자 했다. 그렇기에 인도네
시아 사람들에게 네덜란드어를 개방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고 말레이어로 소통을 했다. 
(Koh Young Hun, 「민족의식 고취에 있어서의 말레이-인도네시아어의 역할 = Peranan 
Bahasa Melayu-Indonesia dan Kebangkitan Nasional」, 『동남아연구』 23권3호, 2014, 
pp.7-8) 인도네시아에서 교육이 제공되었던 시기는 1900초기였으며, 이것 또한 단순히 
식민지배자의 이익 위함이었다. 교육은 귀족 또한 중산층 자녀들에게 제공되었으며 이들
이 이후 정부의 낮은 지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Yudiono, K.S., 

Pengantar Sejarah Sastra Indonesia, pp.61-62 (인도네시아 문학의 소개))
52) “제목은 바뀌었지만 그것은 내가 쓴 글이다, 나의 첫 단편소설이고 경매 신문이 아닌 

신문에 실린 단편이다.” (Pramoedya Ananta Toer, op. cit., p.118) (프라무댜의 소설에서 
가지고 온 인용문을 필자가 스스로 번역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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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프라무댜가 말하고자 하는 혼성이 된 사회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밍케는 행사에서 통역을 맡은 부 이사관(Resident Assistant)53)으로부터 칭찬

을 받는다. 밍케의 이러한 모습은 호미 바바가 말한 바 있는 매콜리라는 학자

의 모방54)의 인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매콜리라는 학자가 창조하는 모

방의 인물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주체의 관념이 밍케의 모습에서 엿보인다. 밍

케는 토착민이지만 식민 통치자 네덜란드인처럼 네덜란드어에 능통하고 유럽의 

사상을 따르고 행동을 모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식민지 주체의 범주에 완벽

하게 소속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지나가자 사람들이 옆으로 비켰다. 내가 유럽인의 신발과 옷, 소위 기

독교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아마도 나는 문제를 찾고 

있는 검은 색 네덜란드인인 줄 아는 모양이다.55)

‘아마도 나의 얼굴을 같이 보기로 했고, 자기 말로 소리 질러서: 저기 현대인

이 된 척하는 밍케다! 그래, 구석에서 혼자 앉는 얘 맞아. 저기, 콧수염이 자라나

기 시작했지만, 턱이 슬프게 척박한 애! 그래, 쟤, 유럽 옷을 좋아하고 유럽인인 

척하는 토착민. 전차 타는 것도 하얀색 클래스를 골랐다. 우등!’ 56)

밍케처럼 강한 모방의 행동을 하는 또다른 인물은 밍케의 장모 즉 안넬리스 

멜레마의 모친, 냐이 온토소로라는 인물이다. 그녀는 순수 토착민 즉 자바인 여

성이자 헤르만 멜레마라(Herman Mellema)라는 설탕공장의 지위가 높은 네덜

란드인 직원의 첩이다. 헤르만 멜레마는 그녀를 고향에서 데려와 워노크로모

(Wonokromo)라는 지역으로 가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그녀는 유럽인처럼 발달

된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 일반적인 순수 토착민 여성과 다르게 냐이 온토소로

53) Resident Assistant는 ‘부 이사관’으로 번역했으며 이 직책은 군수 위에 있는 직책이다. 
도시 및 거주하는 지역의 몇 군데를 지도하는 직책을 가리키는 말이다.

54) ‘모방의 인물’은 매콜리라는 학자가 제시한 의견이다. 매콜리는 “우리와 우리가 통치하
는 수백만 명 사이의 통역자들의 계층” 이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못한다. 이 계층은 
혈통과 피부색은 인도인이면서도 취향과 의견, 그리고 도덕과 지성은 영국인인 계층 사람
들이다. 말하자면 모방의 인물은 번역가들을 양성해 다른 노동 분야에 종사시킬 영국인 
학교에서 키운 모방에 능숙한 사람이다. (Homi Bhabha, 앞의 책, 198면)

55) Pramoedya Ananta Toer, Anak Semua Bangsa(『모든 민족의 아이들』), Jakarta 
Timur: Lentera Dipantara, 2011, p.348. 

56) Pramoedya Ananta Toer, Jejak Langkah(『발자국』), Jakarta Timur: Lentera 
Dipantara, 201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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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허르만 멜레마의 첩이 되었으므로 큰 혜택을 입는다. 냐이 온토소로는 헤르

만 멜레마의 배려로 인해 읽기와 쓰기, 그리고 네덜란드어를 빠르게 배우게 되

며 그의 가르침으로 인해 네덜란드어로 능통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냐이 온토소로가 식민 지배자 언어를 모방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또

한 그녀는 근대화된 유럽식 규범으로 행동하며 토착민과 같은 구식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비공식적 남편인 헤르만 멜레마에

게 안 좋은 일이 생기자57) 냐이 온토소로는 자발적으로 혼자서 스스로 회사를 

운영해야만 하게 된다. 일반적인 순수 토착민에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주어지

지 않을뿐더러 이를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냐이 온토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자신이 얻게 된 유럽식 지식을 이용하여 타개한다. 이러한 냐이 온토소

로의 모습은 밍케의 시선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는 단지 네덜란드인의 첩이고 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는 여자이다. 또한, 

그녀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낮은 계급에 있는 여자이

다. 더 좋은 삶을 위해 자신을 파는 여자이다. 하지만 그녀가 바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녀는 네덜란드어에 충분히 능통하고, 아이를 대하는 데에 부드럽고 

지혜로우며 토착민 여자와 비슷하지 않다; 그녀의 태도는 교육 받은 유럽 여성

과 같다.58)

이처럼 프라뮤댜는 밍케와 냐이 온토소로를 통해 네덜란드에 반대하는 입장

을 가진, 피식민자의 모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밍케의 경우는 귀족의 특수한 

권리를 누리면서 식민 지배자가 제공하는 교육을 흡수하여 유럽의 학문과 사상

을 얻게 된다. 그는 지배자의 언어로 말하고 그들의 옷을 착용하는데, 이를 통

해 유럽 특히 네덜란드인을 모방 혹은 흉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냐이 온토

소로의 경우 공식 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헤르만 멜레마의 첩

이 되면서 남편으로부터 유럽식 교육, 말하자면 네덜란드어와 유럽 사상을 습

득하고 순응하게 된다. 이로써 그녀의 모든 행동은 유럽인처럼 보일 수 있게 

되었다.

57) 헤르만 멜레마는 본래 네덜란드에 공식적인 아내와 아들이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와서는 연락이 끊긴다. 어느 날에 아들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헤르만 멜레마와 냐이 온토
소로 앞에 나타난다. 그는 모친을 대신해 헤르만 멜레마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그때 헤르만 멜레마는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게 되었다.

58) Pramoedya Ananta Toer, Bumi Manusia(『인간의 대지』),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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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밍케와 냐이 온토소로로 대표되는, 모방하는 토착민 이외에 다른 종류

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인물은 장교 경찰관이자 네덜란드 정부를 위해 일하는 

토착민이라 지배자와 밀접한 관계를 소유하는 토착민의 사례에 속한다. 따라서 

그는 밍케와 냐이 온토소로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팡으마난이라는 

인물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 있는 마나도라는 지역 출신 토착민 인물이다. 

그는 전체적으로 네덜란드를 위해 몸을 바친 ‘네덜란드 정부의 노예’59) 토착민

인데도 프랑스 약사가 입양한 토착민이다. 입양된 토착민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심지어 높은 위치에서 일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순수 토착민이지만 프랑스 가족으로의 입양을 통해 프랑스 이름을 얻고 

프랑스 여성과 결혼하며 네덜란드 정부에서 일하여 네덜란드어로 소통할 수 있

었다. 실제 팡으마난 이외에 지배자 정부에서 일하는 다른 인물이 있으나 네덜

란드어를 모르기 때문에 완벽한 모방을 하는 인물은 팡으마난 밖에 없다.

‘부루 4부작’의 네 번째 소설 『유리집』은 팡으마난의 시각으로 묘사되는데,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이른바 인도네시아에서 펼쳐진 민족 조직의 발전에 대

해서 그리고 있다. 밍케가 이끈 민족 운동은 정부를 위협하게 되고, 네덜란드 

총독부 밑에서 장교 경찰관으로 일하는 팡으마난은 밍케를 감시하는 명을 받게 

된다. 팡으마난는 식민지배자와 같은 위치를 얻기 위해서 식민지배자에 저항하

는 동족들의 움직임을 관찰해야 한다. 민족 조직의 활동을 관찰하는 의무를 잘 

수행하면, 총독부 밑에 있는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팡으마난은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 어려운 의무는 나: 자케스 팡으마난이 맡게 되었다.

총독부는 토착민 부르주아 개화의 두 가지의 전파 중에 놓여 있다고 간주된

다... 민족주의의 개화는 근대의 생산물이 다른 바가 없다. 중국계 개화를 대면하

는 특정 직원이 있다. 나는 토착민의 개화를 처리하는 사람이다.60)

순수 토착민 이외에도 모방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혼혈인들은 혼성이 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모방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냐이 온토소로와 헤르

만 멜레마 사이에 태어난 로베르트 멜레마와 밍케의 신부 즉 안넬리스 멜레마, 

59) Pramoedya Ananta Toer, Rumah Kaca(『유리집』), Jakarta Timur: Lentera 
Dipantara, 2011, p.132.

60) Ibid,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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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밍케의 H.B.S 학교 또래인 로베르트 수르호프, 밍케의 민족주의 활동을 

지지하는 혼혈인 기자, 코메르라는 인물이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인물들은 같

은 혼혈인이지만 각각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태도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한쪽이 

토착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택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유럽의 정체성을 중시한다. 

인도네시아인 토착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태도 즉 유럽인의 피가 섞

여 있더라도 완벽한 토착민이 되려는 권리를 택하는 인물은 안넬리스 멜레마와 

기자인 코메르(Kommer)이다. 이러한 경향은 그들의 성장 환경에 의해 형성화

되거니와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에 의해 더 강화된다. 이를테면 안넬리스 멜레마

의 경우는 유럽인 부친보다 토착민 모친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며 모친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토착민에게 더 호감을 보인다. 모친으로부터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모친의 가장 믿음직한 조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넬리

스는 자기 몸 속에 흐른 토착민의 피를 싫어하지 않는다. 안넬리스는 ‘피부가 

하얗고 부드러운 유럽 외모를 가지며 순수 토착민의 머리카락과 눈’61)을 가진 

혼혈아여도 ‘혼혈이 되고 싶고 어머니처럼 되고 싶’62)은 생각을 가진 여성이다. 

그녀는 유럽인보다 순수 인도네시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녀가 

유럽인에게 반감을 갖는 원인은 친오빠에게서 강간 행위63)를 당했기 때문이려

니와 부친이 정신을 잃고 나서 폭력적인 사람이 된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안넬리스는 유럽인의 피가 섞여 있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으

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모친과 유사하게 토착민이 되고자 하는 결정을 하지만,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유럽인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녀의 

양가적 태도는 밍케와의 관계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는 특히 그녀의 외모에서 

나타난다. 그녀의 외모는 완전히 유럽인처럼 생겼으나 밍케가 토착민이자 자바

인이기 때문에 그녀 역시 자바 옷을 입으며 자바식으로 화장을 한다.

아울러 안넬리스 이외에 토착민을 지지하는 인물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코메

르라는 혼혈 기자이다. 이 4부작의 첫 번째 소설인 『인간의 대지』에서 헤르

만 멜레마가 죽는 이야기가 그려지는데 그를 죽인 사람은 윤락업소를 운영하는 

61) Pramoedya Ananta Toer, Bumi Manusia(『인간의 대지』), p.19
62) Ibid, p.22
63) “오빠 죄송해요. 오빠는 첫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제가 원한 것이 아니고 사

고였어요-불가피한 사고였어요.” / “첫 남자는 누구야?” 내가 냉정하게 대답을 했다. / 그
녀는 한참 대답을 안했다. (....) “저 나쁜 자식.” 그녀는 벽을 때려서 “로베르트!”라고 말
했다. (Pramoedya Ananta Toer, ibid, 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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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아종이라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밍케와 냐이 

온토소로였기 때문에 그들이 헤르만 멜레마를 죽인 살인자로 몰리게 된다. 그

래서 그들은 재판을 해야 했다. 코메르는 밍케와 냐이 온토소로의 무죄를 역설

하기 위해 그들이 이 모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사로 쓰고 신문에 싣는

다. 코메르는 토착민을 응원하는 소수의 혼혈인 중 한 명이다. 그는 유럽 혼혈

이며 유럽식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토착민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 아울러 그는 밍케로 하여금 네덜란드어 대신에 말레이어로 글쓰기를 하도

록 권유를 하여 밍케에게 민족의식과 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킨다. 혼혈인임에도 

그는 당대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깊이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 

“밍케님, 잘 보세요, 피는 의미가 없어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충실한 태도

가 의미 있는 것이죠. 여기는 제 나라와 민족이에요. 유럽이 아니라요. 제 이름

은 네덜란드 이름이지만, 그것뿐이죠. 토착민이 아니어도, 토착민의 피가 없음에

도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한다면 죄가 없어요. 보세요 밍케님, 토착민의 삶은 허

전해요. 자기와 같은 민족 사람만 밖에 소통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며 밖에 있

는 세계를 모르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하나뿐인 중심을 낮밤에 돌리는 생활을 해

요. 그냥 자기만의 꿈만 집중을 해요. 미안합니다.”64)

위에 언급된 것은 코메르의 생각이다. 그는 유럽적인 것을 중시하지 않고 도

리어 토착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토착민이 되려는 의지

나 토착민의 피가 몸에 흐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소설에서 혼혈인들이 겪는 정체성의 위기의 문제는 흔히 발생하며 그래서 곧잘 

묘사된다. 특히 이 소설은 이것에 대한 코메르의 의견을 제시한다. 혼혈인들이 

겪는, 자기 정체성 인정에 대한 문제는 “유럽인들과 토착민 첩의 사이에 태어

난 혼혈인들이 유럽인 부친이 인정되면 유럽인이 되고, 반면에 인정이 안 될 

때 토착민이 될 것이다.”65)라고 표현된다. 이처럼 당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

는 혼혈인들은 불명확한 정체성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

아에서 용이한 생활을 하기란 어렵다. 

한편 토착민이 될 의지가 없고 유럽의 모든 것을 완전히 존중하는 인물도 존

재한다. 가령 밍케의 동료인 로베르트 수르호프(Robert Suurhooff)가 그렇다. 

64) Pramoedya Ananta Toer, Anak Semua Bangsa(『모든 민족의 아이들』), p.156-157.
65) Pramoedya Ananta Toer, Bumi Manusia(『인간의 대지』), p.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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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토착민의 피가 몸에 흐른’다는 혼혈인으로 등장한다.66) 그러나 토착민의 

피가 흐른다 하더라도 그는 순수 토착민을 늘 비웃고 괴롭힌다. 특히 그는 유

럽에 온 모든 것들을 중시하기 때문에 밍케뿐만 아니라 "유럽의 피가 흐르지 

않는 다른 토착민 동료들을 과소평가를 할뿐더러 모욕을 한다."67) 로베르트 수

르호프가 취한 모든 태도를 볼 때 그는 토착민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

울러 그는 '부루 4 부작‘의 첫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밍케에게 괴로움과 고

통을 주는 인물로 나타나 있다. 그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밍케를 싫어하며 

마침내 토착민을 반대하는 혼혈인 동료들과 모임을 만들어 밍케와 같은 토착민

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다. 

이어서 로베르트 수르호프와 같은 인물은 안넬리스 멜레마의 친오빠 즉 로베

르트 멜레마(Robert Mellema)이다. 이 로베르트는 안넬리스와 비하면 완벽한 

유럽적인 외모를 소유하지 않았으며 ‘얼굴은 유럽인처럼 생겼으나 피부는 토착

민처럼 생긴’ 키가 큰 남자이다.68)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넬리스와 달리 로베르

트는 토착민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 그는 ‘토착민의 모든 것에 대해 싫어하

며 이익만 좋아한다’.69) 로베르트 수르호프와 비슷하게 토착민과 관련된 것을 

혐오하므로 로베르트 멜레마는 밍케를 비웃을뿐더러 단지 토착민이라는 이유로 

그를 싫어한다. 따라서 그는 항상 토착민의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고 밍케에게 명을 한다. 토착민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는 토착민 모친보다 유럽

인 부친을 보다 선호한다. 토착민의 피가 흐르더라도 그는 유럽에 대한 것을 

중시한다. 요컨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는 혼혈인들은 정체성 위기의 문

제를 겪어야 했으므로 이러한 양가성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프라무댜는 혼혈 인물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혼성성이 온 지역에 넓게 

전파된 것을 폭로하고자 한다. ‘부루 4부작’에서는 토착민으로서 인도네시아인

의 정체성을 견지하는 혼혈의 인물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와 달리 

토착민의 정체성을 거절하는 대부분의 혼혈 인물이 적대의 인물이자 주인공과 

반대의 입장을 소유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에 해당하는 혼혈 인물은 작가의 

의도와는 다른 측면에 있다고 파악된다. 

이 소설에 그려진 모방의 행위를 알아보았다. 토착민과 혼혈 인물들은 각 유

66) Ibid, p.6.
67) Ibid, p.7.
68) Ibid, p.13.
69) Ibid,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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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인 특히 네덜란드인에 대한 모방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취급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차별당한 것, 법 앞에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것, 가장 극단적으로 저항을 함으로써 유배된 것이 그 예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토착민 인물들이 받은 취급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냐이 온

토소로의 경우를 우선 살펴볼 것이다. 그녀는 어떤 사건 때문에 재판을 겪어야 

했는데, 첫 번째는 비공식적인 남편 헤르만 멜레마를 살인한 혐의로 인한 사건

이며 두 번째는 헤르만 멜레마가 살인 당하고 나서 그의 공식 아들인 마우리츠 

멜레마와 겪는 사건이다. 마우리츠 멜레마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헤르만 멜

레마의 모든 재산 그리고 안넬리스 멜레마의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냐이 온토소로와 헤르

만 멜레마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냐이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 두 사건의 재판에서 냐이는 

토착민으로서 두드러진 권리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

우기 시작했다.

‘암스테르담 주재 변호사 한스 프라에프를 통해서 행해진 고 헤르만 멜레마의 아

들 기사 마우리츠 멜레마의 청구에 의거하여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더 이상 의심할 

것 없는 수라바야로부터의 공식 기록에 근거를 두고 헤르만 멜레마의 사니켐에게 법

적인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고 헤르만 멜레마의 전 유산

을 아래와 같이 분배하기로 결정한다....’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또한 안넬리스 멜레마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기사 마우

리츠 멜레마를 그녀의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안넬리스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녀의 유산 상속권도 또한 마우리츠 멜레마가 관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우리츠 멜레마는 후견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의 변호사 한스 프라

에프를 통해서 수라바야에 있는 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안넬리스의 보호

와 그녀의 네덜란드에서의 양육에 관해서 냐이 온토소로, 즉 사니켐 및 안넬리스 자

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수라바야의 백인 법정에 제소하고 있었다.70)

마우리츠가 소유권을 요구한 당시에 안넬리스 멜레마는 밍케와 종교적으로 

인정된 결혼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부친은 죽었고 그녀의 모친은 안넬리스 멜

70) Ibid, pp.366-367. (이 부분의 인용문은 Bumi Manusia(『인간의 대지』)의 한국어판을 
참조.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 정성호 (옮김), 『밍케 2』, 오늘, 1997, 250~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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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마의 공식적인 모친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재판’에서 안넬리스 

멜레마와 밍케의 결혼은 공식적인 결혼의 위상을 갖고 있지 못했다. 그러므로 

안넬리스 멜레마의 보호권은 냐이 온토소로에서 마우리츠 멜레마에게로 넘어간

다. 냐이 온토소로는 재판에서 안넬리스 멜레마를 친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지

만 두 아이를 보호하는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된다. 결국 유럽의 재판은 안넬리

스 멜레마를 마우리츠 멜레마의 보호 아래 두고, 그녀를 네덜란드로 이동시키

라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토착민이 법 앞에 중요한 위치를 갖

는 존재가 아닌 것을 밝혀준다. 냐이 온토소로와 밍케는 열심히 싸웠으나 결국

에는 성취를 거둘 수 없었으며, 안넬리스 멜레마는 네덜란드로 이동하나 이 사

건 때문에 약해진 탓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안넬리스의 죽음은 공식적인 인정

을 받지 못한 혼혈이 토착민이 됨으로써 온전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실상

을 폭로한다. 혼혈 인물은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혼혈의 

미래는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토착민 인물들이 받은 취급과 관련하여 논의할 만한 것은 감시이다. 감시는 

지배자가 피식민자에게 극단적으로 행하는 불공평한 대우이다. 감시의 행위는 

지배자의 양가성을 드러낸다. 밍케와 몇 명의 토착민이 유럽식 교육을 받은 것

은 식민 지배자가 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설은 네덜

란드로 유학한 토착민들까지 묘사한다. 네덜란드 정부가 인도네시아 토착민을 

위해 특별히 교육을 제공한 이유는 정부기관에서 일할 낮은 지위의 직원들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로 인해 지적 능력이 상당하다 하더라도 그가 토착민이

라면 기관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기는 불가능하다. 즉 식민 지배자는 토착민

을 타자로서 이용하려는 의지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식민 지배자는 

교육을 제공하면서 토착민에게 자신을 ‘모방하라’는 명령을 주는 것에 경계를 

느끼게 된다. 한편으로 토착민 지식인들은 유럽식 교육을 습득한 후 더욱 근대

화된 사상을 갖게 되므로 오히려 민족주의 의식을 강화하게 된다. 예컨대 밍케

는 유럽식 교육을 받은 후 자기 민족만을 위한 조직과 신문을 설립한다. 이 두 

가지 수단은 민족의 계몽과 발전 과정에 아주 효과적인 도구인 것이다.

그런데 네덜란드 정부는 조직 설립과 같은 과정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리라

고 생각한다. 따라서 토착민 조직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토착민 지

식인은 정부로부터 감시를 당한다. 밍케를 비롯해서 ‘부디 우토모’ 조직을 설립

한 지식인과 네덜란드에서 유학한 지식인까지 감시를 당한다. 네덜란드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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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감시하는 이유는 유럽식 교육을 통해 토착민 지식인들이 진보적인 사상

을 갖게 되면 식민지 하의 불공평한 현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토착민 지

식인들은 교육 받지 못한 토착민을 계몽시키고 혼합된 민족을 구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식민 지배자를 대면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는 피식민자 혹은 타자로

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결국 식민 지배자와 같은 위치에 서고자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감시의 행위를 수행한 후에 가장 위협적인 지식인

을 유배시키는 처벌까지 수행한다. 이러한 행동은 인도네시아에서 식민 지배자

가 갖는 양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차별에서 감시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취급을 받은 피식민자들은 한편으로 민

족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 민족의식은 양가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위에서 외모, 언어와 생활방식을 모방하는 이들은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이후

에 자기가 흡수한 근대 지식을 통해 민족의식을 강화한다. 민족의식이 뚜렷해

질수록 저항의 의지가 강화된다. 이러한 저항의 모습이 피식민자들이 모방을 

통해 얻는 효과이다. 이 소설에 나타난 저항의 행위는 언어와 민족 조직을 포

함한다. 

식민 지배자에게 타자로 상정되는 피식민자들은 결코 지배자에게 순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유럽인을 흉내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식민지 행

위를 위해 힘을 모은다. 피식민자의 첫 번째 저항의 모습은 토착민이라는 정체

성을 자랑스러워 하는 밍케와 냐이 온토소로에게서 드러난다. 그들은 어떤 경

우에는 유럽 옷보다 자바의 전통 옷을 선호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

밍케는 유럽식 교육을 받아들이고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해 근대화된 사상

까지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밍케는 유럽의 지배자에 순응하면

서 그에 거부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그것은 그의 양가적인 심리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순수 자바인이며 또한 자바인 귀족의 출신이라

는 특권적 위치로 인해 자바인의 권리와 가치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감정을 느

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그가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알며 네덜란드 옷을 입

으면서도 안넬리스 멜레마와 결혼하는 날에는 특별히 자바식 장정을 입으면서 

양식을 선호하지 않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는 유럽 여성처럼 똑바로 걸었다. 혼혈 여성, 토착민 첩들과 중국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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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 여성은 오래전부터 유명한 크바야(자바의 전통 옷)의 차림을 늘 입는다. 

일반 토착민은 많이 입지 않은 옷, 귀족의 토착민 여성과 딸들이 입는 옷이다.71) 

한편 밍케와 유사하게 냐이 온토소로 또한 토착민 여성에 비해 높은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평소에 자바의 전통 옷을 즐겨 입는다. 유럽식 지식

을 습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유럽식 옷을 택하는 경향이 많으나 그녀는 오히

려 유럽식 드레스나 옷을 선호하지 않으며 자바의 전통 옷을 입는다. 그녀는 

토착민 여성의 매력과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녀는 이러한 행위를 함으

로써 식민 지배자 네덜란드인들에게 자기가 노예처럼 짓밟힌 토착민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토착민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회

사를 운영하는 동안 유럽인 회계원 그리고 가족 의사 선생님과 관계를 맺으며 

존경을 받는다. 이는 그녀 자신이 지배자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식민 지

배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부루 4부작’ 작품은 밍케와 냐이 온토소로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 긍지를 느

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저항을 하는 것까지 그려낸다. 예컨대 밍케

가 선구자로서 지도하는 글쓰기와 조직을 통해서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밍케

는 지배자 언어에 능통하여 이를 이용해 글쓰기의 활동을 시작한다. 뒤로 가면

서 밍케의 토착민에 대한 민족의식이 강해지면서 네덜란드어가 아닌 대부분의 

토착민이 알고 있는 말레이어로 창작한다. 그것은 그가 말레이어를 민족의 성

격과, 밍케 자신의 사상72)에 가장 어울린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73) 사실 말레

이어는 말라카 해협의 사람들과 중국, 인도에서 온 상인들이 오래전부터 사용

했던 공통어였다. 그런데 18세기 당대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V.O.C)가 무역과 정부 분야에서 말레이어를 사용했다. 자바어를 잠시 사용하

기도 했으나 자바어의 언어 자체가 어려우므로 다시 말레이어를 사용하게 되었

다. 19세기 중에도 자바의 귀족들이 외국인과 더불어 소통했을 때 말레이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것의 사용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영어와 프랑스어권 나라와 

71) Pramoedya Ananta Toer, Anak Semua Bangsa(『모든 민족의 아이들』), p.231.
72) 이 소설에서 말레이어는 ‘자유를 가진’ 언어라고 불린다. 자바어처럼 억압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 사상과 어울리는 언어이다.  
73) 여기에 나타난 말레이어는 1920년에 인도네시아어로 규정된 언어이다. 1920년 ‘젊음의 

맹세’라는 행사에서 ‘인도네시아어’를 공통어로 규정한다. (Audrey Kahin, Historical 
Dictionary of Indonesia, Lanham, Md: Rowmand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15, 
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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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어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말레

이어가 도리어 인도네시아의 공통어로 자리 잡게 된다.74)

자바어가 어려운데다가 말레이어가 당시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사용한 공통

어이기 때문에 밍케는 글쓰기에 있어서 말레이어를 선택하게 된다. 그가 말레

이어를 택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자유의 본질과 어울리며 공통어라는 점에

서 상대를 억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 토착민이 쓰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밍케의 글쓰기 활동은 자기가 만든 첫 토착민 조직이었

던 이른바 귀족 협회였던 ‘샤리캇 프리야이(Syarikat Priyayi-귀족의 협회)’ 산

하에 동인지를 창간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 신문은 ‘메단(Medan)’이라고 불

리며 원래 문예지로부터 비롯했으나 인쇄업의 발달에 의해서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의 토착민 신문이 된다. 밍케는 토착민이 “유럽인 즉 네덜란드와 같거나, 

더 높거나 낮지 않은 위치에 설 수 있는”75)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이 신문을 

창간하였던 것이다. 그 후 ‘메단’은 네덜란드 총독부와 네덜란드의 심퍼사이저

인 토착민의 억압으로부터 일반 토착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언론으로 자리 잡게 

된다.

자랑스럽게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우리 민족, 토착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

만의 신문이 있다. 모든 불편을 불평하는 공간이다. 망설이지 마요. 전 세계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 지금 당신은 ‘메단’을 갖고 있다. 

의견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곳, 모든 사람이 감정과 공평을 나누기 위한 곳이

다. 나, 밍케가 세계의 재판으로 당신의 사건을 공개할 것이다.76)

‘메단’ 신문이 당시에 인도네시아 토착민에게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이유가 무

엇일까? 베네딕트 앤더슨에 의하면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문은 언어와 인쇄

된 자본주의가 혼합된 도구이며 민족주의를 일깨울 수 있는 도구이다.77) 밍케

는 유배를 당하기 전에 전 세계에 위치한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말레

이어의 중요함을 보급시키고자 한다. 밍케에게는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모든 

74) Koh Young Hun, 앞의 글, pp.6-7.
75) Pramoedya Ananta Toer, Jejak Langkah(『발자국』), p.270.
76) Ibid, p.366.
77)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y: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New York: Verso, 200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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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민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즉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민족을 통합함으로써 식민 지배자들에게 위협을 주려고 하는 것이

다. 이는 앤더슨의 주장과 비슷한 면을 지니며 네덜란드 총독부에 있어 만만치 

않은 위협이 된다. 왜냐하면 밍케가 유배를 당하고 나서도 메단 신문을 비롯해 

설립된 신문이 많아지고, 또한 말레이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씌어진 신

문들이 지속적으로 생긴다. 팡으마난 장교라는 인물은 선전(propaganda)의 활

동 중 저널리스트 활동 혹은 글쓰기 활동을 가장 적합하고 성공적인 활동으로 

인정한다.78)

그리고 글쓰기와 결부된 다른 하나의 저항 형식은 민족 조직의 형성이다. 이

러한 저항은 급진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그려진, 토착민이 

설립한 민족 조직은 밍케가 이끈 것이다. 그는 STOVIA 의학 대학교(네덜란드

가 운영하는 의학 대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밍케는 의사로 활동했던 자바인의 

강의를 듣는다. 이 의사는 민족의 조직에 대해 강연을 하며 그 학교에 다니는 

토착민의 의식을 깨우고자 한다. 밍케는 그 강연을 들었기에 원래 있었던 민족

의식이 꿈틀대면서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순간에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된다. 마침내 그는 토착민을 위한 ‘샤리캇 프리야이’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토착민이 식민 지배자로부터 받은 압박에서 보호를 받는다. 

밍케의 조직을 비롯하여 ‘귀족의 협회’가 수립된 이후 밍케의 의학 동료들이 

‘부디 우토모(Boedi Oetomo-고귀한 노력-Noble Endeavour)’라는 조직을 설립

하였다. 소설에서 ‘부디 우토모’ 조직은 교육을 받기가 불가능한 토착민을 위한 

학교를 설립한다는 성취를 거둔다. 그리고 당대 인도네시아에서 민족의 조직은 

‘부디 우토모’ 이후에도 지속해서 발전하게 된다. 밍케는 정부에 큰 위협이 되

어 유배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들은 없어지 않았으며 더 많은 조

직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여러 명의 토착민은 네덜란드 정

부에 새로운 일을 부담케 한다. 모든 토착민의 조직의 지도자들이 네덜란드어에 

능숙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총독부의 진실을 알게 된다. 네덜란드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더 생긴다면, 앞으로 10년 이후에 거기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

가면 어떻게 될까? 간단한 일이 아니다!79)

78) Pramoedya Ananta Toer, Rumah Kaca(『유리집』), p.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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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토착민이거나 인도네

시아에서 네덜란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지식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네덜란드 언어에 대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모방하

는 토착민이 조직을 만들고 이를 저항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에 위

협이 된다. 또한 이러한 저항은 반식민주의 기관의 설립으로 구체화된다. 특히 

몇 가지의 조직은 급진적인 방법을 통해 네덜란드 지배자를 반대하는 사상을 

가진다. 이것은 밍케의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싶다’80)는 의식과 연결될 수 있

다. 밍케의 급진적 저항은 그의 신념을 위한 노력이며, 따라서 그가 설립한 조

직은 자기의 민족이 자유의 권리를 쟁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저항의 형식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며 네덜란드 정부를 위협하는 행

위이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밍케를 포함한 조직의 지도자들을 감시하였고, 

더 큰 위협이 되는 지도자들에게는 유배의 처벌을 내린다. 밍케의 경우는 인도

네시아 동쪽에 있는 암본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지며 부디 우토모를 설립한 토착

민을 네덜란드로 유배를 하게 된다.

결국 프라무댜 작가가 ‘부루 4부작’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라는 공간은 식민 지배자를 포함한 유럽 사람들, 그리고 그들

과 더불어 생활한 인도네시아 사람이 혼성이 된 공간이다. 새로운 문화와 토착

민의 본래 문화들이 충돌하여 만들어지는 혼성성의 공간은 혼혈 인물들에게 정

체성의 위기를 가져온다. 혼혈인은 토착민이 되려는 의지가 강한 인물과 유럽

인 되기를 희망하는 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혼성성의  과정 속에

서도 피식민자가 식민지배자를 모방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모방했음에도 불구하

고 그들은 식민 지배자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 저항을 일으킨다. 이 사례

에 해당하는 인물은 밍케와 냐이 온토소로이다. 밍케와 냐이 온토소로로 표상

된 피식민자는 식민 지배자를 모방하는 행동을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저항

을 하게 된다. 특히 밍케와 다른 지식인의 경우는 그들이 습득한 유럽적 학문

을 통해 신문 혹은 정치적 조직과 만들어 지배자에 대항하고 그러한 저항의식

으로 시민을 이끌어간다. 모방하면서 저항을 하는 이러한 지식인들의 모습이 

피식민자의 양가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식민 지배자는 

79) Pramoedya Ananta Toer, ibid, p.250.
80) Pramoedya Ananta Toer, 『발자국(Jejak Langkah)』,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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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토착민에게 자신을 ‘모방하고 따르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 교육을 

제공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수행되는 감시는 지배자에게 내재하는 두려움의 

존재를 드러낸다. 따라서 프라무댜는 ‘부루 4부작’에서 탈식민적 글쓰기 전략으

로서 혼성성, 모방과 저항의 양상을 형상화했다.

2.2. 자바니즘과 반자바니즘 사이의 갈등을 통해 본 탈식

민적 글쓰기 전략

한편 프라무댜 소설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는 전통과 근대의 갈등이다. 그

의 소설은 식민지 시기에 유입된 새로운 문화와 근대성이 전통적인 것과 접촉

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룬다. 프라뮤댜는 자바 섬을 소설의 주된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작품에서 근대와 전통의 갈등은 자바의 문화에 초점을 맞

추어 다루어진다. 여기에서 자바의 문화를 따르는 사상은 작가 프라무댜에 의

해 ‘자바니즘(Javanism)’ 혹은 자바주의라고 불린다. 그에 의하면 자바니즘이란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무비판적으로 충실하고 순종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에 파

시즘으로 연결된다. 이것은 권위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행위인 동시에 세력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는 태도이다.81) 

자바가 이 소설에서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곳이 원래부터 중심 지

역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바에 있다는 

점은 네덜란드 식민지 초기 때부터 비롯했다.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V.O.C)는 

인도네시아 동쪽에 있는 지역을 지배하면서 1603년 서쪽에 위치한 자바 섬에 

있는 반튼(Banten)이라는 지역에서 무역 활동을 전개했다. 1611년에는 반튼과 

같은 자바 섬에 있는,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였던 자야크르타

(Jayakerta)라는 지역에서 위치를 잡았고, 당시 총독인 잔 피트르준 쿤(Jan 

Pieterszoon Coen)이 자야크르타를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본부로 규정했다. 거

기에 인도네시아 전체 중에서 가장 좋은 항구가 놓여 있었다.82) 자바를 전체적

으로 지배하고자 한 네덜란드는 자바에 있는 왕족과 갈등이 일으켰고 이에 많

81) Andre Vltchek and Rosie Indira, Exile: Conversations With Pramoedya Ananta 
Toer, Chicago: Haymarket Books, 2006, pp.85-86.

82) M.C. Ricklefs, A History of Modern Indonesia Since C.1200, Hampshire: Palgraves, 
2001,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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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쟁을 치렀다. 수많은 전쟁을 거친 이후 네덜란드는 1830년 무렵 성공적으

로 온 섬을 지배했으며 자바 토지에 대한 수탈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자바에

서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는 상당히 많은 자바의 귀족으로부터 지지

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네덜란드의 지배는 특히 자바 토착 귀족과의 관계를 토

대로 이루어졌다.83) 이러한 까닭에 자바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중심이 되었고 자바 문화도 다른 민족의 문화보다 잘 알려진다. 이것이 작가 

프라무댜가 이 소설을 집필한 이유이다. 그가 보기에 자바 귀족과 네덜란드 정

부와의 밀접한 관계는 식민지 시대를 돌파할 수 없게 하는 이유이며, 따라서 

이는 비판의 요소가 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전통의 문화를 대표한 자바니즘 또는 근대 문화

에 대한 태도의 형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또한 양가성을 지닐 가능성

이 크다. 원래 문화를 간직하면서 유럽인 즉 식민 지배자에 순응하는 태도, 또

는 원래 간직하던 풍습을 무시하면서 유럽인이 도입한 근대성의 가치를 전유하

는 태도가 그 예이다.

우선 이 소설에서 나타난 인물 중에서 전통적인 면을 중시하는 몇 명의 인물

이 등장한다. 이들 대부분 자바 사회 제도 안에 속한 귀족 신분을 가진 사람이

나 중산층에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당시 인도네시아 토착민에 비하면 네덜란

드 정부에서 더 높은 직책을 차지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

해 여기에 해당한 토착민들은 충실하며 힘이 없는 네덜란드 정부의 ‘도우미’ 혹

은 ‘노예’로 치부된다. 이는 ‘부루 4부작’의 세 번째 작품 『발자국(Rumah 

Kaca)』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프리야이(귀족)”는 네덜란드 정부 이하에 옹

호를 받은 생각을 하는 계급”이라는 밍케의 생각에서 잘 드러난다. 대부분 토

착민의 귀족이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명예나 직위를 얻고자 하는 의욕을 중시한

다. 왜냐하면 자바니즘의 제도 아래에서 지도자는 우월하고 전체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바의 귀족인들은 자신의 명예를 기대하면서 

권력이 센 사람을 추종하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자바 민족은 지속적인 후진성 

속에 남아 있게 된다. 이를테면 이 소설에서 보수적인 면을 소유하며 자바니즘

에 대한 순종하는 인물들은 보조네고로(Bojonegoro)라는 지역의 군수인 밍케의 

아버지, 냐이 온토소로의 아버지인 사스트로토모(Sastrotomo), 냐이 온토소로의 

친오빠인 사스트로 카시르(Sastro Kassier) 등을 들 수 있다.

83) Ibid, p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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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밍케의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그는 보조네고로라는 지역의 군수

이자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하인들은 무릎

으로 움직여야 하고 절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계급이 낮

은 사람은 앉거나 서 있을 때 군수와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다.

“네, 무릎으로 움직이세요, 도련님,” 저 대리인은 진흙땅으로 물소를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거의 십 미터 거리를 움직이면서 나는 언어 세 가

지로 욕을 했다.“84)

제시된 인용문에서는 밍케가 자기의 군수인 아버지를 만날 때 해야 하는 조

건들이 드러난다. 이러한 태도는 밍케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자바의 귀족이 소

유하는 명예가 남들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그는 네덜란드인에

게 순종적이며 직위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밍케의 아버지를 포함한 귀족들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세력이 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고자 한다. 

이러한 자바의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므로 유럽인에게 저항하고자 하는 생

각도 하지 못한다. 그들은 유럽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바 풍습의 규칙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태도에 의해서 인도네시아 전반 특히 자바가 지속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가 장기간에 식민지를 겪어야 했던 

이유는 인도네시아 문화 특히 자바 문화가 세력이 강한 사람들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유하는 문화는 지배자와 어울리지 않았다. 우리의 문화가 지배자의 

문화에 대립할 수가 없어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수 세기동안 지

배를 받게 된 이유였다.“85)

전통을 지향하는 태도를 지닌 두 번째의 인물은 냐이 온토소로의 아버지 사

스트로토모와 냐이 온토소로의 친오빠 사스트로 카시르이다. 이 두 인물은 네

덜란드 정부가 운영하는 시도아르조 지역의 설탕 공장에서 일한다. 당시 설탕 

공장은 경제적으로 아주 높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공장으로서 이곳에서 일하게 

84) Pramoedya Ananta Toer, Bumi Manusia(『인간의 대지』), p.131.
85) Andre Vltchek and Rosie Indira, op. cit.,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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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처음에 냐이 온토소로의 아버지 사스트로토모

는 일반 직원이었으나 돈과 관계된 회계원의 위치를 욕심낸다. 사스트로토모는 

공장에서 일하는 토착민 가운데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얻기 위해  

공장의 행정관으로 있는 네덜란드 직원 헤르만 멜레마에게 뇌물을 주게 된다. 

그가 주는 뇌물은 바로 냐이 온토소로였다. 그는 자신의 딸을 헤르만 멜레마에

게 팔아 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냐이 온토소로가 첩이 

된 큰 원인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다. 

앤, 그것이 바로 서글픈 의식, 한 소녀가 자기 아버지에 의해 팔려 가는 의식

이었단다. 딸을 판 사람은 사스트로토모, 팔린 딸은 바로 나 사니큼이었지.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자식을 팔아 

버린 사람에 대하여는 누구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런 감정이 들 것이다.86)

사스트로토모의 아들 사스트로 카시르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회계원이 되었

으나 더욱 많은 돈을 얻고자 당시 높은 네덜란드 직원 즉 플리켐보라는 사람한

테 그의 딸인 수라티를 팔고 말았다. 사니큼(Sanikem)이라는 본명을 가진 냐이 

온토소로의 이야기가 그녀의 조카도 유사한 운명을 맞이한다. “사스트로 카시르

는 사스트로토모를 따라 딸을 공장의 높은 행정 직원에게 팔았다.”87)

이처럼 밍케의 아버지 또한 사스트로토모와 사스트로 카시르는 직위를 중시

하여 명예를 얻는 방법에 관심을 가진다. 그는 다른 토착민보다 유럽과 더 친

밀해짐으로써 더욱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 원한다. 유럽은 힘이 강하기 때문

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 되며 유럽과 가깝게 된 인물은 그 아래 있는 사

람들의 순종을 얻게 된다. 이 소설에 이러한 인물들이 그려지는 것은 자바인들

이 지속적으로 후진성에서 탈출하기 불가능하다고 보는 작가의 의식이 개입되

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공간에서 나타나는 반(反)전통적인 태도는 피식민자 자바인의 양

가성을 보여준다. 원래 간직하던 문화 또는 전통을 혐오하며 반대하는 인물이 

자주 발견된다. 주인공 밍케는 물론이며 냐이 온토소로도 이러한 태도를 드러

86) Pramoedya Ananta Toer, Bumi Manusia(『인간의 대지』), p.87. (이 부분의 인용문은 
Bumi Manusia(『인간의 대지』)의 한국어판을 참조.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 정성호 (옮
김), 『밍케 1』, 오늘, 1997, 138면)

87) Pramoedya Ananta Toer, Anak Semua Bangsa(『모든 민족의 아이들』),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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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특히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바의 풍습을 비판하는 태도를 빈번하게 

드러낸다. 그들이 그것을 비판하는 이유는 자바의 풍습을 따르면 근대화된 시

대로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자바의 제도가 하층민과 여성을 낮게 보

기 때문이다. 자바니즘은 여성을 억압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이는 

자바니즘에 대한 비판, 말하자면 반자바니즘에 대한 지향을 견지하는 작가 프

라무댜의 사상을 드러내준다. 그에 따르면 “자바어는 계급제도를 지녀 자바니즘

이 파시즘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88) 

우선 밍케의 반자바니즘의 태도를 살펴보자면, 그것은 그가 안넬리스 멜레마

에게 자바어를 서로 사용하지 말자는 말을 전달할 때 나타난다. 밍케는 자바어

를 “복잡한 자바 삶 제도의 사회 계층에 몸을 바치게 강제하는 언어”89)라고 표

현한다. 말하자면 밍케는 자바에 대한 반감을 노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래 

자바어는 계층에 따라 복잡한 단계가 있으므로 인해 아주 강제적인 언어로 나

타난다. 

군수님의 자리 앞에서 나는 멈추었다. 풍습에 따라 바닥에 앉으면서 바닥을 

내려다봐야 한다. 나는 계속 세 개의 언어로 욕을 하였다.90)

또한 자바 풍습에 대해 반감을 느끼는 밍케의 태도는 세 가지로 드러난다. 

하나는 그가 군수인 아버지 만날 때 무릎으로 움직인 것을 극도로 반대하는 태

도이다. 아버지에게 접근하기 위해 무릎으로 움직일 때 그는 세 개의 언어로 

욕을 한다. 밍케는 이러한 태도가 유럽 지식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그의 명성을 

더럽힌 행동이라고 여겼으므로 이를 반대한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권리가 침

해 당했을 때 보인 태도이다. 그는 고향에 갔을 때 형이 자기의 필기 책을 몰

래 읽어보는 것을 본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허락 없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91) 마지막은 신발 없이 입어야 하

는 자바의 전통 옷에 대해 혐오감을 노출하는 태도이다.92) 자바인들이 계속해

서 자바의 풍습을 따르면서 자바 옷을 입는다면, 근대 시대에 진입하더라도 신

88) Andre Vltchek and Rosie Indira, op. cit., p.88.
89) Pramoedya Ananta Toer, Bumi Manusia(『인간의 대지』), p.65.
90) Ibid, p.132.
91) Ibid, p.140.
92) Pramoedya Ananta Toer, Jejak Langkah(『발자국』),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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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처럼 닳아빠진 후진성의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밍케는 자바인

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구나 유럽 교육을 받아 근대적 사

상을 갖게 된 밍케에게는 자바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 

한편 냐이 온토소로의 경우 자바 풍습에 대한 반감은 회사를 운영할 때 보인

다. 그녀는 순수 자바 여성인데도 유럽인의 첩이 되자 사상이 바뀐다. 그녀는 

근대적인 사상을 취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데 회사 직원이나 하인으로 하여금 

자바 풍습, 예컨대 상사나 방문객에 접근할 때 무릎으로 움직이는 풍습을 하지 

않도록 한다. 이에 직원들에게는 “토착민 주인에게 대할 때처럼 무릎을 꿇고 

다가오지 않”93)으며 “여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남자들 속에 섞여 일한다”94)고 

그려진다. 회사와 집 이외에서, 특히 재판에서 그녀는 자바어 사용을 거절하며 

오히려 네덜란드어 사용을 고집한다. “자바어는 계급 통합 헤게모니의 가치를 

보완하는 언어이며 복잡한 언어이다. 자바어는 사람의 다양한 급, 직위와 나이

에 따라 사용하는 말 단계가 있어 복잡한”95) 언어이다. 밍케와 냐이 온토소로

는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냐이 온토소로의 태도는 밍케와 유사하게 

자바어의 억제적인 언어인 것으로 의식하는 것에서 체현된다.

밍케와 냐이 온토소로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자바니즘, 즉 전통적인 것에 

대해 반대를 보이는 다른 인물도 존재한다. 그들은 토착민이 아닌 다른 민족이

지만 밍케와 냐이 온토소로와 유사한 양상을 드러내는데, 가령 네덜란드인과 

중국인의 경우가 그렇다. 우선 밍케가 아버지 취임식에 만난 부 이사관

(Resident Assistant) 헤르베르트 데라 크로아(Herbert de la Croix)라는 인물이 

있다. 그는 토착민에 대한 우려가 남다르게 깊은 네덜란드인이다. 그는 평소 밍

케를 존경하여 그를 초대하여 집에서 대접한다. 그는 토착민이 각성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자바 민족이 자신의 힘으로 민족 각성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

한 그는 밍케를 초대하여 밍케의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

야만 밍케가 자바의 민족을 비롯해 인도네시아를 지도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

93) Pramoedya Ananta Toer, Bumi Manusia(『인간의 대지』), p.20. (이 부분의 인용문은 
Bumi Manusia(『인간의 대지』)의 한국어판을 참조.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 정성호 (옮
김), 『밍케 1』, 오늘, 1997, 39면)

94) Ibid, p.27. (이 부분의 인용문은 Bumi Manusia(『인간의 대지』)의 한국어판을 참조.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 정성호 (옮김), 『밍케 1』, 오늘, 1997, 49면)

95) Razif Bahari, “Reading Pramoedya Ananta Toer’s Buru tetralogy: the genre of the 
novel, language and the colonial subject”, Review of Indonesian and Malaysian 
Affairs, 40, no.1, 2006,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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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하는 두 명의 중국인 인물이 존재한다. 그들은 코

우아서(Khouw Ah Soe)와 안상메이(An Sang Mei)라는 인물로서 중국의 젊은 

세대에 속한 자들이다. 중국의 구세대를 반대하는 그들은 인도네시아로 이주하

여 인도네시아 출신 중국 구세대와 젊은 세대를 개화시키고자 한다. 시대가 변

화했다고 믿은 젊은 세대의 인물들은 중국이 개화된 나라가 아니라는 깨우침을 

구세대에게 보급시키고자 한다. 중국은 근대 문화에 대한 인식과 근대의 인간

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밍케는 코우아서와 안상메이가 자기 민족을 계몽시

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한다. 그들의 의지는 밍케가 자바 민족을 계몽

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나와 마마(밍케의 장모 냐이 온토소로에게 부른 명칭)는 코우아서로부터 처음

으로 민족의 개화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이 근대 시기에 있는 개화하고 진보되고 

존경스러운 민족, 문화가 가득한 문명화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96)

이처럼 자기 민족에 대한 밍케와 중국 젊은 세대의 시각은 유사하다. 특히 

코우아서는 민족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그 민족에 속한 인원들이라고 말하는

데, 이에 따르면 민족을 위한 새로운 방향은 식민 지배자로부터 받은 근대지식

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근대 지식을 수용하되, 이것을 자기 민족의 장점과 

결부시킴으로써 민족을 이끌어야 한다. 실제 코우아서의 이러한 생각이 밍케의 

민족주주의 사상을 발전시키게 된다.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자바니즘을 따르는 인물들은 순수 자바의 귀족뿐이며 

근대성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다. 반면 자바니즘을 반대하는 편은 교육을 받

아 근대에 대한 지식을 얻은 지식인들이다. 이 소설에서 자바니즘에 반대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작가 프라무댜는 반자바니즘의 입장

을 대변한다. 전통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자바의 신념을 유지하며 보수적인 면

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후진성을 탈피할 가능성이 없다. 밍케를 예로 들자면 

그는 자바에 대한 관념과 가치를 떠나 근대적인 것을 붙잡으면서 민족을 이끄

는 목적에 도달한다. 따라서 프라무댜가 밍케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전통적인 

것, 특히 자바니즘적인 것에 대항하여 민족을 각성시키기 위한 설정은 그의 의

96) Ibid,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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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맞게 그려진 것이다.

2.3. 자바니즘을 대면하는 토착민 하층민의 표상 

‘부루 4부작’이 묘사하는 것은 하층민에 속하도록 강제받는 인도네시아 토착

민들의 현실이다. 다시 말해 네덜란드 지배자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토착민들, 그리고 자바의 문화로 인해 불공평한 삶을 살아야 하는 

토착민들이 초점이 된다. 특히 프라무댜가 강조하는 것은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없으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는 토착민 농부와 여자이다.

우선 하층민에 속한 농부를 살펴볼 것이다. 장모 냐이 온토소로의 고향으로 

갈 때 밍케는 툴랑안이라는 지역에서 트루노동소 농부를 접한다. 트루노동소는 

지배자 정권으로부터 불공평하고 좋지 않은 취급을 받는 농부를 대표하는 하나

의 예시이다. 그는 땅 문제 때문에 툴랑안에 위치한 설탕 공장의 지위 높은 직

원과 일반 직원과 자주 싸우게 된다. 육체적으로 강인한 그는 가끔 설탕 공장 

직원들과 폭력적으로 싸운다. 그는 적절하지 않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설탕 공

장 직원에게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빌려준다. 설탕 공장의 높은 지위에 있는 

대다수의 유럽인들이 트루노동소와 같은 농부들의 땅을 함부로 수탈하면서 소

유자가 자신의 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트루노동소는 그 지역에

서 거주하는 농부들이 당하는 취급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도련님, 저도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하는 재산은 다섯 가지

의 삼십오 헥타르입니다. 논밭 하나와 밭 두 개하고 이 집의 마당입니다. 이십일 

헥타르의 밭은 공장이 빌리고 사용해버렸어요. 좋게 빌리지 않고 강제적으로 빌

리라고 했어요. 18개월 동안 빌려야 한 대요. 18개월! 그러나 실제로 이 년이에

요. 밭에 있는 사탕수수가 다 없어져버릴 때 저에게 돌려줬어요. 임대료의 의미

가 무엇일까요? 계약과 달리 항상 적은 돈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저 개들이, 도

련님.... 다른 밭까지 빌리려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자르게 되고 사

탕수수를 심게 될 거예요!”

“그렇죠, 도련님. 저 사람들이 밭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기 싫어해요. 우리

가 비용 없이, 노력 없이 남은 사탕수수를 받으면, 저 사람들이 보기 싫어해요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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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노동소의 사건을 보면 식민지의 수탈은 농부로 대표하는 하층민이 주로 

당한다. 식민 지배자들이 자기 땅이 아닌 곳을 수탈하여 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이 소설이 다룬 툴랑안 지역은 설탕 공장이 위치하여 있으므로 경제의 중심 지

역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식민 지배자 또한 지배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진 

토착민들로부터 공평치 않은 대우를 받은 농부들은 당시 인도네시아에 궁핍한 

상태로 살아야 했다.

설립한 지 삼 개월이 되자 반둥, 나리판 1-길에 위치한 우리 사무국에 다른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 사람들은 압제, 소유권 박탈, 갈색과 백색 유

럽인으로부터 당한 폭력에 대한 불만을 불평하러 온 사람들이다.98)

농부를 제외하고, 다른 하층민 역시 이러한 대우를 받는다. 밍케는 ‘메단’ 신

문을 설립하고 나서 다양한 상황을 목격한다. 이 신문은 특히 토착 하층민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식민 지배자에게 불만을 가진 하층민들이 신

문 사무국으로 몰려갔다. 신문 사무국에서는 법과 관련한 것들을 처리하는 네

덜란드인이 있다. 그는 밍케 친구의 남편이자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토착 인

도네시아의 것들을 사랑하는 프리스보튼이라는 유럽인이다. 밍케와 프리스보튼

은 특히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토착 하층민을 위해 도움을 준다. 메단 신문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한다. 

스피박이 주장하듯이 식민지 시기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그늘에 가려져 있

는 것처럼 보이며 여성은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다. 남성 그리고 식민 지배자

의 우월성으로 인해 그들의 위치가 주변부로 밀리게 된 것이다. 프라무댜의 소

설에는 뚜렷한 역할을 가진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은 식민 지배자

는 물론이고 남성들로부터 좋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 부분에

서는 작가가 주요하게 말하고 싶었던 여성 인물, 특히 토착민 여성인물을 중심

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프라무댜의 소설 안에서 보수적인 자바 풍

습과 식민 지배자가 여성 인물들을 취급하는 방식이 어떠했는가를 알아 볼 것

이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토착민 여성인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뚜

97) Pramoedya Ananta Toer, ibid, pp.238-239.
98) Pramoedya Ananta Toer, Jejak Langkah(『발자국』),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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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한 역할을 소유하는 인물을 살펴볼 것이다. 밍케의 장모 냐이 온토소로, 그녀

의 조카 수라티(Surati), 그리고 유럽 학문을 받은 순다리(Sundari), ‘즈파라 소

녀(Gadis Jepara)'와 밍케의 모친이 그들이다.

냐이 온토소로와 수라티는 친척이다. 냐이 온토소로의 오빠인 사스트로 카시

르는 수라티의 아버지이다. 두 여성 인물의 유사성은,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부

친의 욕심으로 인해 설탕 공장에서 일하는 네덜란드 직원에게 팔린 소녀들이라

는 점에 있다. 두 여성의 부친은 더욱 높은 직책을 얻기 위해 공장 직원에게 

딸을 뇌물로 팔았다. 자바의 풍습에 따르면 순수 자바 여성은 가족 가운데 가

장 높은 지위를 지닌 부친이나 남편의 명을 거절하기가 불가능하다. 자바의 속

담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 한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설명하는 속담으

로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남편을 따른다”는 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내

는 “뒤의 친구”라는 또 다른 속담도 있다. 아내는 뒤에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라는 뜻이다.99) 여기서 “뒤”라는 말은 아이를 돌보고 요리하고 빨래 등을 포함

하는 가사일을 의미한다. 

순수 자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는 자, 특히 중산층 여성의 경

우 함부로 외출할 수 없으며, 그들은 가정에서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 위

한 여러 풍습을 배워야만 했다. 순수 자바 여성들이 대부분 가족이 정한 남자

와 결혼할 때까지 집에서만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핑잇(pingit)’이라고 

하며 이는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자바 양반의 계급을 보여주

기 위한 과정이다.100) 특히 귀족 가족의 젊은 미혼 여성들은 밖에서 감추기 위

해 집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냐이 온토소로와 수라티도 네덜란드인의 첩이 되

기 전에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 작가 프라무댜는 이러한 묘사를 통해 자

바 풍습으로부터 순수 자바 여성이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명예를 우선시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 두 인물로 재현하는 자바 

여성들이 그 이유로 그들의 위치가 더욱 더 낮아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냐이 오토소로와 수라티는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그들이 

받은 취급과 억압을 이겨냈다. 냐이 온토소로의 경우는 헤르만 멜레마라는 네

덜란드 직원의 첩이 되며 두 명의 아이를 낳았고 헤르만 멜레마라로부터 공식

99) Tanti Hermawati, “Budaya Jawa dan Kesetaraan Gender”, Jurnal Komunikasi Massa 
1, No.1, 2007, p.20. (“자바의 문화와 남녀 평등”)

100) Raden Adjeng Kartini, Letters of A Javanese Princess,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5, p.11.



- 44 -

적이지 않은 교육을 받았다. 그녀는 유럽 지식인과 결혼하게 되면서 네덜란드

어를 능통하게 하고 유럽 사상을 소유하는 여성으로 변모한다. 비록 첩이었을

지라도 그녀는 헤르만과 더불어 설립한 회사를 운영하는 능력이 풍부했음을 보

여준다.101) 심지어 헤르만 멜레마가 정신을 잃었을 때 그녀는 자발적으로 회사

를 운영해야 했다. 또한 헤르만 멜레마가 죽었을 때 그녀는 그를 살인한 혐의

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겪어야 했다. 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주인공 

밍케와 결혼한 딸 안넬리스 멜레마의 양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재판 또한 

진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순수 자바인이고 첩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상실하지 않고 지속해서 힘을 모아 위기에 대처한다.

“틀림없이 능통한 네덜란드어로 – 판사가 자바어로 말하기 위해 강제 이하 

– 낭랑한 소리로, 그녀가 말한다...

누가 나를 첩으로 만들었을까? 누가 그들을 첩으로 만들었지? 유럽에서 온 님

들, 존경하는 ‘님’들. 이 포럼에서 왜 우리를 비웃고 창피를 줄까? 님들이 제 딸

도 첩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102)

 그녀는 재판을 받았을 때 자바어로 말해야 한다는 명을 어기고, 오히려 네

덜란드어로 강하게 말하고자 한다. 그녀가 네덜란드어로 말하고자 한 것은 재

판에 참여한 대부분 유럽인들이 자기와 같은 토착민 여성들을 첩으로 만든 존

재였고, 그리하여 그들 앞에서 토착민 여성을 변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즉 그

녀는 토착민 혹은 토착민 여성은 지배자 남성에 의해 짓밝혀야 하는 주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냐이는 힘이 강하고 똑똑

하면서 자존심이 있는 여성으로 변모한다. 냐이는 남자에게 쉽게 순종하지 않

는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그녀는 외세의 도전에 대

면하는, 인도네시아 사회를 개화하는 인물로 고려된다.103) 

수라티의 경우는 자기 부친의 결정을 받아들였는데도 플리큰보(Vlekkenbaaij)

라는 높은 지위를 지닌 네덜란드 직원의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먼저 다른 곳

101) “냐이 온토소로는 농촌 회사 ‘부르드레 부에튼저르크(Boerderij Buitenzorg)’의 주인 헤
르만 멜레마의 첩이다. 그녀는 미인인데다가 그 회사 전체를 운영하여 그 지역에 아주 유
명한 첩이 되었다.” (Pramoedya Ananta Toer, Bumi Manusia(『인간의 대지』), p.12) 

102) Ibid, pp.321-322.
103) Koh Young Hun, Pramoedya Menggugat Melacak Jejak Indonesia,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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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고자 한다. 그녀는 전염병 홍역이 발발한 마을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

다가 플리큰보의 집으로 향한다. 그녀가 그 마을에 간 것은 자신이 “고모 냐이 

온토소로와 달리 선택권이 있”104)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 마을에 가

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겨난다. 거기에서 병을 앓아 죽거나 살아나서 플리큰

보에게 병을 감염시켜 같이 죽게 되는 것이다.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수라티는 

홍역을 앓았지만 죽지 않아 플리큰보의 집으로 떠나게 된다. 그의 집에 도착하

자마자 플리큰보는 그 소녀가 홍역을 앓은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잠시동안 함

께 살았으나 결국에는 홍역에 감염되어 죽고 만다. 수라티는 “첩으로 삶을 시

작하게 되었을 때 죽지 않”105)고 살아남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살아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홍역으로 인한 자국이 남게 되어 미인의 명칭을 상

실한다.

이처럼 냐이 온토소로와 수라티라는 인물을 통해 작가 프라무댜가 전달하고

자 하는 것은 식민지 시기 하위 계급에 속한 여성들, 즉 토착민 여성들이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억압에 저항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녀들이 겪은 과정은 비록 고통이 따르는 것이었지만 자기가 

바라는 자유를 얻어 생활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냐이의 경우는 마침내 본국을 

떠나 자유의 나라 즉 프랑스에서 머물게 되는 것과 달리 수라티는 홍역의 자국

과 평생을 보내야 하지만 네덜란드인의 첩이 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처럼 그

들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자유를 갖게 된 것이다.

냐이 온토소로와 수라티 이외에도, 이 소설은 작가 프라무댜가 카르티니(R.A. 

Kartini)106)라는 인도네시아의 여성 해방, 즉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인

물을 그려낸다. 이 인물은 즈파라라는 지역 출신으로 ‘즈파라 소녀(Gadis 

104) Pramoedya Ananta Toer, Anak Semua Bangsa(『모든 민족의 아이들』), p.218.
105) Ibid, p.228.
106) 카르티니 (R.A. Kartini, 1879-1904)는 인도네시아의 첫 여성주의자이다. 그녀는 즈파

라라는 자바의 한 지역에 있는 자바 양반 가족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전체 가족은 진보적
인 사상을 가졌다. 그녀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 네덜란드어를 유창하게 했다. 그녀
는 글을 창작하는 데 관심이 많아 자신이 쓴 글을 신문에 자주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네
덜란드 친구와 네덜란드어로 서신을 자주 주고받았다. 1903년에 아버지의 명을 따라 사별
한 름방이라는 지역의 군수와 결혼하게 되며 1904년에 아들을 낳은 4일 이후에 세상을 
떠났다. 1911년에 그녀가 보냈던 편지들을 『어두움에 빛이 난다 Habis Gelap Terbitlah 
Terang』라는 저서로 발행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금까지 그녀는 인도네시아 여성의 
영웅으로 널리 일컬어진다. (Barbara Celarent, "Letters from Kartini by Raden Ajeng 
Kartini, On Feminism and Nationalism by Raden Ajeng Kartini,"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1, no. 3, November 2015 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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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para)'로 불린다. 그녀는 일반 순수 자바 여성과 달리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

나 교육을 받아 네덜란드어를 배웠다. 밍케의 관점에서 ’즈파라 소녀‘는 근대적 

사상을 가진 여성이자 후진성에 머물고 있는 토착민 여성의 고뇌에 대한 관심

이 높은 여성으로 그려진다. 밍케는 그녀를 직접 만났을 때 깊은 인상을 받는

다. 글로 표현한 생각과 말로 표현한 의견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녀는 자바

의 여성이 여전히 후진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유부녀로서 자바 여성은 남

편의 노예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기 민족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

들이 압박감을 받으며 아이를 낳은 후에 특히 다시 남편의 노예로 돌아가”107)

는 것이 현실이며, 그들에게 남편의 명과 규칙을 거절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전혀 없다. 이에 그녀는 자바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어린 아이들부터 교육하고자” 하는 꿈을 갖는다. 어린 아이들만이 교육을 받아 

“행복을 성취해”108) 더욱 밝은 미래를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그녀

는 자신이 두려워했던 자바의 풍습에 따라 부친이 결정한 남자와 결혼하고 말

았고 계획한 꿈이 이루어지기기도 전에 아주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 

그 이후에 남편은 그녀의 이름으로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설립한다.109)

프라무댜는 주인공 밍케의 길을 따르는 토착민 여성 인물 또한 묘사한다. 순

다리(Sundari)는 인도네시아 토착민들에게 네덜란드어와 말레이어로 자기의 의

견을 드러내는 글을 신문에 보내는 여성이다.110) 지배자의 언어로 글을 썼다는 

것은 순다리가 교육을 받는 여성임을 말해준다. 그녀는 다른 곳에 위치한, 주인

공 밍케가 다닌 고등학교와 같은 성격인 H.B.S를 졸업했고 민족 조직에 적극적

인 사람으로서 민족당의 선전원이었다. 순다리는 즈파라 소녀 이후에 자기의 

의견을 말로 표현하는 두 번째의 토착민 여성으로 그려진다. 때문에 정부에게 

큰 위협으로 여겨져 장교 팡으마난 이하에게 감시를 당하기도 한다.111) 그녀의 

부친은 정부에서 일하는 밍케의 친구였고, 밍케가 그 가정의 집에 자주 방문하

므로 순다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가 그녀의 활동으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되자 정부는 그녀의 아버지를 협박한다. 부친은 딸을 강제로 

결혼시킬 것을 명령받지만 딸을 “자유로운 인간”112)으로서  양육하였고, 그 또

107) Pramoedya Ananta Toer, Jejak Langkah(『발자국』), p.105.
108) Ibid, p.148.
109) Ibid, p.610.
110) Pramoedya Ananta Toer, Rumah Kaca(『유리집』), p.356.
111) Ibid, 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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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딸과 유사한 사상을 가졌으므로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순다리의 부

친이 정부기관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바의 풍습을 완벽히 따르는 토착민

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녀는 자바 풍습에 의한 억압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

녀와 부친은 정부 눈을 피해 인도네시아를 떠나 네덜란드로 도망친다.

이틀 후에 순다리의 아버지가 자바은행(Javasche Bank)에서 모든 저금을 찾았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때부터 순다리는 공중 앞에서 사라지면서 신문에서도 

사라졌다.

...

순다리가 실제로 어디에 있다는 소식은 사 개월 이후에 알게 되었다. 그 소녀

는 네덜란드의 로트르담(Rotterdam)에 있다...113)

한편 교육을 받지 못해 개혁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 인물이 등장

하는데, 자바의 풍습을 여전히 따르는 순수 자바 여성들이 그들이다. 이 인물은 

밍케의 모친이다. 그녀는 자바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므로 군수인 남편과 마찬

가지로 자바의 풍습을 전체적으로 우선시한다. 그녀는 자바 밖에 존재하는 것

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바의 풍습을 여전히 우월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 밍케는 자바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만의 삶을 탐색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밍케는 모친을 여전히 존경하지만 자바의 의미를 중시하지 않는다. 

근대를 바라보고 그로부터 가능성을 모색한 밍케과는 달리 밍케의 모친은 전근

대에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모습을 통해 작가 프라무댜는 말을 

못하는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이러한 여성들이 전근대를 벗어나지 않는 

한 후진성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프라무댜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처럼 이 소설에서는 토착민, 농부와 같이 힘 없는 사람들을 하층민의 표상

으로 제시한다. 또한 여성의 인물도 이 범위에 속한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력이 없는 토착민과 농부는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농부의 경우 

자기가 소유하는 땅을 수탈당한다. 여성의 경우 인도네시아 사회의 관습, 즉 자

바 풍습으로 인해 자유로운 삶을 가지지 못했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었

다. 대부분 부친의 욕심으로 인해 네덜란드인의 첩으로 팔리게 된 경우가 적지 

112) Ibid, p.424.
113) Ibid, 444~4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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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마찬가지로 부친이 선택한 남자와 억지로 결혼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

다. 프라무댜의 소설에 등장하는 냐이 온토소로와 수라티는 부친의 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반면, 교육을 제대로 받은 카르티니는 도리어 부친의 권위를 

극복하지 못하여 아버지가 선택한 남자와 결혼하고 말았다. 그러나 자바 여성

을 후진성으로부터 건져내려는 그녀의 꿈은 남편을 통해 실현된다. 순다리의 

경우는 이들 중에서 가장 운이 좋았다. 자유로운 사상을 소유한 그녀의 부친은 

딸을 결혼시키지 않고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그녀를 탈출시킨다. 한편 밍케의 

모친은 자바 여성의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자바의 모든 풍습을 충실히 순종하는 

여성인데, 아들 밍케가 자바인의 정체성을 버리며 그녀를 떠나버린다. 요컨대 

프라무댜는 이러한 다양한 여성 인물들을 통해 전통과 근대의 갈등 아래 존재

하던 인도네시아 식민지 현실을 자기 나름대로 극복하고자 한 여성의 삶을 보

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분석한 여성 인물은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 여성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며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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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의 ‘부루 4부작’과 염상섭 소

설의 비교

3.1. 식민성의 탐구와 민족의식의 발견

염상섭의 『만세전』은 이인화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의 주인

공 이인화는 일본에서 공부하는 조선 유학생이다. 학년말 시험을 보고 있던 그

는 출산한 아내가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에 서울로 급히 돌아가게 되고, 그의 

여로 과정이 소설의 중심 이야기로 다뤄진다. 여정은 동경에서 서울까지 다양

한 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이인화가 목도하는 식민지 하 

조선인의 상황이 그려진다. 

이 작품은 이인화가 여정 중 거치는 경로를 통해 배경으로 그려진 식민지 조

선이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에 여로는 이인화라는 인물에게 깊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읽어볼 수 있다. 김윤식에 의하면 만세전에 나타난 이

인화의 여로는 길의 뜻을 가지면서 소설의 공간적 구조이며, 동시에 그 길이 

철도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염상섭 문학의 근대적 성격을 나타내는 요소로 해석

가능하다.114) 그런데 근대적인 성격 이외에도 이인화의 여로 과정에서 작가의 

또 다른 의도가 느껴진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는 작가 염상섭의 특수성

을 파악하는 일로 이어진다. 작가는 이인화가 여정 중 방문하는 곳이나 잠시 

머무는 장소 등을 통해 식민지 시기의 사회 모습을 묘사한다. 특히, 이러한 묘

사는 이인화가 일본에서 유학중인 조선인이며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 민족이라

는 타자로서의 지위를 통해 생생히 전달된다. 아울러 이인화의 여로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동경에서 조선으로 향하는 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여로가 첫 번째 부분으로 고려된다.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조선에 도착하여 부

산에서부터 김천까지의 기행, 즉 대전에 도착한 장면을 포함해 서울로 가는 기

행을 다룬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서울에서 머무는 동안의 이야기와 다시 동경

으로 향하는 여로에 대한 것이다. 각각의 여로에는 주인공 이인화의 경험담이 

담겨있다. 이 경험담은 당시 조선인이 겪어야 했던 식민지 시기의 경험들과 결

114) 김윤식, 『염상섭 연구』, 서울대학교출판사, 1987,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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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된 이야기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인화의 여로에서 몇 가지 주제를 발견

할 수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묘사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음주문화를 다루는 방식이다. 이러한 문화에 대

한 묘사는 작품 속 여로 과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일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의 첫 장면부터 조선을 배경으로 삼은 이후의 장면들에서도 빠지지 않

고 등장한다. 게다가 조선에서의 음주문화 묘사는 이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

제 의식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조선으로 출발하기 전 동경과 배에서 내리자마

자 식당을 찾게 되는 부산, 또 형이 거주하는 도시인 김천, 마지막으로 집이 있

는 서울에서 이인화가 마주하는 건 대개 술을 마시는 문화와 여자를 상대로 한 

행동들이다. 염상섭은 『만세전』뿐만 아니라 본고의 다음 부분에서 살펴볼 장

편소설 『삼대』에서도 이 주제를 다룬 바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주제에 대해 

작가 염상섭이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해볼 수 있다. 『만세전』

의 주인공 이인화는 이러한 문화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 중에도 술을 마시기 위해 항상 용돈의 일부를 따로 챙겨두곤 한다. 

그가 술을 즐겨 마시는 습관은 카페 여급인 정자라는 일본 여성을 위한 감정과 

연결해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정자가 일하는 카페에 자주 다니고 그곳에서 술

을 마신다. 이인화는 유부남이지만 아내와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상황에 처해 

있기에, 부부라는 이름만 남아 있고 아내를 향한 애정은 사라졌다고 고백한다. 

그는 아내가 위독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걱정하는 마음이 크게 생기지 않는 것

으로 보이며, 고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서두르진 않는다.  

삼사 일은 집구석에서 그럭저럭 세월을 보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 그리 분

주하신지 매일 아침만 자시면 김의관하고 나가셨다가 어슬어슬해서야 약주가 취

해 들어오시기도 하고 친구를 한 떼씩 몰아가지고 들어오시기도 하였다. 큰집 형

님한테 들으니까, 요사이 동우회의 연종 총회가 있어서 그렇다 한다.115)

“무얼 하긴 무얼 해, 김의관한테 빨리러 다니는 놈이지. 그러나 한잔 먹지 않

으려나?” 하며 큰집 형은 마루로 올라온다. 목이 촉촉해서 핑계핑계 먹자는 말이

다.

“또 먹어요? 형님이나 자슈.”

115) 염상섭, 『만세전』, 문학과지성사, 2005, 137면.



- 51 -

“언제 먹었나? 나는 한잔 했지만.”

나는 먹고도 싶지만 조선에 돌아오면 술이 금시로 느는 것이 걱정이었다. 조

선 와서 보아야 술이나 먹고 흐지부지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라고는 없는 것 같

기도 하지만, 생각하면 조선 사람이란 무엇에 써먹을 인종인지 모르겠다. 아침에

도 한잔, 낮에도 한잔, 저녁에도 한잔, 있는 놈은 있어 한잔, 없는 놈은 없어 한

잔이다. 그들이 찰나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노력이요, 그리하자면 술잔 이외에 다른 방도와 수단이 없다. 그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사실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다. 무덤으로 끌려간다고나 할까? 그러

나 공도묘지로는 끌리는 것이다.116)

이인화가 조선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행동은 술을 마시는 것이다. 부산에서 

한국식당을 찾지 못한 그는 한 일본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술을 곁들여 마신

다. 음주문화는 이인화가 부산을 떠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묘사된다. 그는 김천

에서 서울로 출발하기 전에도 형과 술을 마시며,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도 역시 

술을 마신다. 특히 서울이라는 장소에서는 동우회 활동을 하는 이인화의 아버

지가 늘 조선인 동료 또는 일본인 동료와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으로 그려진

다. 이인화는 함께 마시자는 그들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같은 음주 문화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그는 당대 음주 문화가 식민지 시기 

조선인이 겪는 불공평한 삶을 회피하는 일이라 여긴다. 작가 염상섭이 음주 문

화를 꾸준하게 그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음주 문화의 특성이 식민지 현

실을 외면하려는 습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포착한 것이다. 만세전에서 음주문

화는 이인화의 여로 중 한 도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머무는 장소

들에서 흔하게 목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전반적으

로 발견되는 문화로 보인다. 조선은 인도네시아와 달리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의 여러 도시는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고, 특히 

염상섭의 소설에서 음주문화는 그러한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등장한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주인공 이인화의 여로 과정에서 식민지 하 민족의 상

황에 대한 각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이인화의 의식은 조선으

로 향하는 배위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으며, 그가 부산에 도착할 때와 김천에

서 형을 만날 때에도 드러난다. 먼저 그의 의식은 조선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116) 위의 책, 145~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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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분명 우국지사가 아니며 조국의 현실에 관해 무

관심했다. 그런데 우연히 배 위에서 일본인의 대화를 듣게 되면서 그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요보’라고 불린 이인화의 민족은 노동자로 팔리고 있다. 심

지어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일본인들은 노동자로 파는 조선인은 “대만의 

‘생번’보다 낫다고”117) 말하는데, 이인화는 ‘가만히 앉'아 이러한 대화를 계속 

듣을 뿐이다. 그는 잠자코 불쌍한 노동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이인화는 

이후 대전에 도착할 때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하고 만다. 이 장면을 비롯하여, 

그가 식민지 하 조선인이 놓인 시대 상황에 대해 깨닫는 모습은 여정 내내 지

속적으로 등장한다. 

이인화가 목격하는 민족의 고통은 일본이 사고파는 조선 노동자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어 조선인이 처한 상황엔 희망이 없음을 직시한다. 이 

같은 깨달음은 그가 대전에 잠시 머무른 후,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 탄 다른 

승객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인화가 목격하는 상황은 아래 인용문에

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발자국 하나 말 한마디 제꺽 소리도 없이 얼어붙은 듯이 앉아 있는 승객들은, 

웅숭그려뜨리고 들어오는 나의 얼굴을 쳐다보며 여전히 오그라뜨리고 앉아 있다. 

결박을 지은 계집은 또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곁에 앉아 있는 순사까지 불쌍히 

보였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섰는 것이 보인다. 나는 까닭 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몸이 한층 더 부르르 떨렸다. 모든 기억이 꿈 같고 눈에 띄는 

것마다 가엾어 보였다. 눈물이 스며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승강대로 올라서며,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것이 생활이라는 것인가? 모두 뒈져버려라!‘

찻간 안으로 들어오며,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공동묘지다! 구더기가 우글우글하는 공동묘지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방 안부터 여부없는 공동묘지다. 공동묘지에 있으니까 공동묘지에 들어가

기를 싫어하는 것이다....’118)

117) 위의 책, 48면.
118) 위의 책, 126~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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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화가 대전에서 접한 조선의 모습은 ‘공동묘지’라고 불릴 정도로 참혹한 

나라다. 조선은 암흑기에 빠졌고, 민족의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러한 상

황으로 인해 일본이 조선인을 취급하는 방식이 불공평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무력한 상태의 조선인은 술을 마시는 것으로나마 풀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인

화는 조선인이 술을 빈번히 마시는 이유가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

고 본다. 앞서 말했듯, 이 소설에 음주문화가 여러 차례 그려지는 까닭은 작가 

염상섭이 식민지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회피하고자하는 태도를 지적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인화의 여정 중 발견되는 혼성성이

다. 당시 조선인의 상황은 생활방식의 극단적 변화를 겪으며 이루어진 것으로 

소설은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변모 과정은 지배국가인 일본의 문화와 피지배

국가인 조선의 문화가 충돌하며 발생한 것이다. 이인화가 한국에 도착한 후 보

게 된 부산의 풍경과 김천의 풍경은 이 같은 변모를 담아내고 있다. 부산과 김

천과 같이 생활양식의 변화를 겪은 도시의 묘사로 인해, 새로 진입한 문화와 

기존의 문화가 충돌한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도시는 혼성성을 

지닌 장소가 되며, 조선인은 일본인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만 한다. 1년 만에 조

선으로 돌아온 이인화의 시선에 비친 부산과 김천은 전에 비해 많이 변한 듯 

보인다. 특히 이인화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조선식 가옥이 아닌 일본식 가옥이 

가득한 도시 풍경이다. 

(1) 부두를 뒤에 두고 서편으로 꼽들어서 전찻길 난 데로만 큰길로 걸어갔으

나, 좌우편에 모두 이층집이 쭉 늘어섰을 뿐이요, 조선 집 같은 것이라고는 하나

도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삼거리에 서서 한참 사면팔방을 돌아다보다 못하여 

지나가는 지게꾼더러 조선 사람의 동리를 물었다. 지게꾼은 한참 머뭇거리며 생

각을 하더니 남쪽으로 뚫린 해변으로 나가는 길을 가리키면서 그리 들어가면 몇 

집 있다 한다. 나는 가리키는 대로 발길을 돌렸다. 비릿하기도 하고 고릿하기도 

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해산물 창고가 드문드문 늘어선 샛골짜기를 빠져서, 이리

저리 휘더듬어 들어가니까, 바닷가로 빠지는 지저분하고 좁다란 골목이 나타났

다. 함부로 세운 허술한 일본식 이층집이 좌우편에 오륙 채씩 늘어섰는 것이 조

선 사람의 집 같지는 않으나 이 문 저 문에서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조선 사람이

다....

...그러나 조선 사람 집 같은 것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간혹 납작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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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이 눈에 띄나 가까이 가서 보면 화방을 헐고 일본식 창틀을 박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우스운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시가이지만 큰길이고  좁은 길이고 

거리에 나다니는 사람의 수효로 보면 확실히 조선 사람이 반수 이상인 것이다. 

...이같이 해한 집 줄고 두 집 줄며 열 집 줄고 백 집 주는 동안에 쓰러져가는 

집은 헐려 어느 틈에 새 집이 서고, 단층집은 이층으로 변하며, 온돌이 다다미가 

되고 석유불이 전등불이 된다.119)

(2) 우리는 한참 동안 잠자코 걷다가, 형님 집으로 들어가는 동구까지 와서 전

에 보지 못하던 일본 사람의 상점이 길가로 하나 생기고, 골목 안으로 들어서서

도 두 집에나 일본 사람의 문패가 붙은 것을 보고,

“그동안에 꽤 변했군요!”

...

“얼마나 살라구! 여기두 얼마 있으면, 일본 사람 촌이 될 테니까, 이대로 붙들

고만 있다가 내년쯤 상당한 값에 팔아버리련다. 이래봬도 지금 시세루 여기가 제

일 비싸단다.”120)

인용문 (1)은 이인화가 목격하는 부산의 풍경을 담고 있다. 부산은 더 이상 

이형식이 만났던 계모의 성소가 아니라 “식민지적 침탈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이다.”121) 이러한 부산의 모습은 권력의 중심인 일본이 통제 대상인 조선

을 일본처럼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일본과 똑같이 바꾸

고자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조국에서 생활하는

데도 일본의 문화를 수용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과 일본의 문화가 충돌

하여 혼합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 일본이 식민 지배자로서 도시를 형

성하는 바람에 조선식 가옥은 도시의 중심이 아닌 해변과 가까운 가장자리, 비

린내가 심한 지역에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묘사는 당시 조선 사회가 처한 상

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조선인들은 그들을 억누르는 통치자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므로, 하찮은 자리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인용문 (2)에서는 부산을 

떠난 이인화가 형을 만나는 곳, 즉 김천에서 벌어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천에 있는 형의 집 근처도 부산과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촌’이 될 것이라 설명

된다. 조선인들은 조선의 풍경이 점점 바뀌어 갈 것임을 예감한다. 작가 염상섭

119) 위의 책, 75~77면.
120) 위의 책, 93면.
121) 김종욱, 「<만세전>의 시간-공간 구조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7, 199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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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인화로 하여금 여로를 통해 그가 지금껏 깨닫지 못했던 현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여행이나 여로는 여행자로 하여금 그가 기존에 신경쓰지 못한 것, 

혹은 관심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새로이 깨닫게 한다. 만세전의 이인화의 

경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1년 동안 식민지 하 민족의 생활방식이 크

게 변모하였음을 여로 과정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특히 이인화의 여정 중, 그가 부산에 막 도착한 무렵에 접하게 된 혼혈 아이

의 의미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소녀는 조선인 모친과 일본인 부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다. 혼혈인의 존재는 당시 사회가 혼성성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나라의 형질과 다른 나라의 형질이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녀는 어린 시절 부친이 그녀와 모친을 떠나면서 부친과

는 떨어져 살아왔다. 이후 소녀는 모친을 떠나 부산으로 왔고 여급이 되고 말

았다. 그녀가 모친을 떠난 이유는 모친을 포함한 조선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는 부친을 찾아 그와 더불어 살고 싶다는 생각에 

모친을 떠나온 것이다. 이 소녀의 부친으로 가는 경향을 가졌음에도 조선에 여

전히 살고 있으며 여급으로 살고 있는 삶의 사실은 그녀가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여겨지기가 쉽다. 그녀는 부친과 헤어진 삶을 살게 된 후에 소식을 서

로 전달하기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소설에서 소녀의 부친이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는 면밀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당대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 

결혼은 쉽게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그것이 소녀의 일본인 부친에게 영향을 끼

쳤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당시에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결

혼은 소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엔 일본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면 남자의 

가족이 되면서 일본 국적을 상실하는 법이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압

력 의 결과였을 것이다. 일본 사회는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을 못마땅해 했다.122) 

이에 작품 속 소녀의 부친이 한국인 아내와 딸을 떠나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 

원인으로 일본 사회로부터 받은 압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소녀가 모친을 떠났던 건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조선의 피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상관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혈 아이로서 그녀가 받았던 대우가 그

122) Mark, E. Caprio, "The Politics of Assimilating Korean into Japanese", in Michael 
J. Seth, Routledge handbook of modern Korean history, London: Routledge, 2016 ,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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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조선에 대해 혐오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여

급으로 함께 일하는 일본 소녀들이 혼혈 소녀를 비웃는 모습은 혼혈 소녀에게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놀림감 삼는 것으로 보인다. 혼혈의 정체

성을 지니면 좋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특히 이 소설에서 그려지듯, 

당시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지배국으로서의 우월함을 내세우며 조선인을 보다 

낮게 평가할 수 있었다. 혼혈 소녀가 처한 정체성의 위기는 이인화가 목격한 

조선 민족의 상황과 닮아있다. 조선인들은 ‘공동묘지’와 같은 곳에 살면서 고통

스럽게 삶을 이어가야 했다. 공동묘지와 같은 삶은 혼혈 소녀에게 조선이라는 

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한다. 소녀가 모친을 떠나 

왔다는 사실에서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를 떠나고 싶은 그녀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그녀가 부산에서 여급으로 살아가는 것은 일본인 부친을 찾으려는 첫 걸

음인 셈이다. 조선에 대한 소녀의 부정적 태도는 모친을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소녀는 이인화와 대화할 때 ‘금이 있어도’ 조선 남자는 싫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말에서도 그녀에게는 조선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추

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작품 『만세전』 속 여로 과정의 의미와 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프라무댜의 ‘부루 4부작’ 작품과 비교해보자면, 프라무댜의 소설에선 ‘여

로’가 지닌 의미는 딱히 고려되지 않은 듯 보인다. 물론 소설 속 이야기가 여러 

공간을 배경으로 이루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여로 과정이 작품 전체를 차

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여로가 프라무댜의 ‘부루 4부작’의 주제를 관통

하는 것은 아니다. ‘부루 4부작’의 두 번째 작품의 주인공 밍케는 여로를 통해 

식민성에 대해 깨닫고 강한 민족의식을 고취하게 되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그

렇다고 해서 민족의식을 각성하고자 작품 전체적으로 여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

은 아닌 듯 보인다. 단지 어떤 한 인물이 어떤 장소에서 머무는 동안에 우연찮

게 민족의식을 각성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 작품이 표현하고 있는 문화를 

비교해보면 염상섭은 조선 전체에 만연한 술 문화에 대해 다루나, 프라무댜는 

인도네시아 모든 민족의 문화를 다루지 않고 중심 섬 자바의 문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자바 문화를 떠나 혼성성을 지니게 된 식민지 

시기 인도네시아의 모습을 폭로했다. 그러나 염상섭처럼 도시 풍경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프라무댜는 민족의 혼성성에 대해 보다 강조했다. 특히 혼혈

인종의 이야기를 적잖게 그리고 있다. 그는 현지에서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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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착하고자 했다. 유럽, 중국, 아랍에서 온 인물들이나 혼혈인들이 토착민과 

더불어 사는 모습이 작품 곳곳에서 발견되는 건 그러한 의지의 결과물이다. 인

도네시아의 식민지 시기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보다 앞서 시작되었으므

로 이미 인도네시아 시민들은 혼성을 이룬 상태였다. 염상섭과 마찬가지로 프

라무댜 역시 혼혈인을 혼성성의 상징으로 묘사한다. 이 인물들은 모두 정체성 

위기를 맞이하고 각각의 성격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원하게 된다. 2장에서 살

펴보았듯이 프라무댜 소설 속 혼혈인은 토착민을 지지하는 인물과 식민 지배자 

네덜란드인이 되려는 욕망을 지닌 인물로 나눠진다. 네덜란드인이 되고자 하는 

혼혈인은 주로 적대자의 역할을 맡는 편이다. 무엇보다 이 소설의 혼혈 아이들

은 불완전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묘

사된다. 이로 인해 그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프라무댜의 ‘부루 4부작’은 지역 문화에 초점을 맞춘다. 염상섭 소설의 

경우 음주문화를 강조했다면 프라무댜는 인도네시아의 중심 지역인 자바 섬의 

문화, 즉 자바 문화를 다루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문화이다. 특히 인

도네시아 중심 섬인 자바 섬을 주배경으로 삼고 있기에 자바 문화에 집중한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부루 4부작’의 첫 번째 이야기인 Bumi Manusia(『인간의 

대지』)에서는 주인공 밍케의 아버지 취임식에서 자바 문화를 대표하는 자바 

전통 악기가 연주되며 행사에 참석한 유럽인 특히 네덜란드인이 네덜란드의 애

국가를 부르는 장면이 그려진다.123) 이 행사에 네덜란드인뿐만 아니라 ‘유럽인’

이 참석한 것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혼성성이 지닌 공간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

다. 이때 당시 이미 인도네시아는 300여 년에 걸쳐 유럽 제국의 통치를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프라무댜의 소설에서 도시 풍경이 중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작가가 자바 문

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총체적인 의미는 자바

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3.2장에 본격적으로 분석될 자바 문화는 과거부터 오

늘날까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문화로 알려져 있다. 자바는 네덜란드가 식민

지배를 시작하던 무렵부터 나라의 중심이 되었으므로 이 소설에서도 대표적인 

공간으로 거론된다.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자바 문화가 식민 지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자바 문화에는 지배층에게 순종해야 하는 교리가 있어, 자바 

문화를 중시하는 이들은 네덜란드 측 지배 계급 역시 따라야만 한다. 네덜란드 

123) Pramoedya Ananta Toer, Bumi Manusia(『인간의 대지』),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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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고, 자바 문화를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권력

을 소유한 네덜란드인의 입장에선 단지 자바 토칙민들이 그들을 따르면 충분하

기에, 자바의 풍습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의미있는 일이었다.  

이 같은 문화에 작가 프라무댜는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이다. 이는 특히 밍케

의 아버지의 군수 취임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바에서 고위 계급에 속한 밍

케 아버지는 네덜란드로부터 군수 직책을 얻게 된다. 그의 취임 행사는 가믈란 

같은 자바의 전통 악기 공연이 펼쳐진 후, 이어 행사 참석자들이 다함께 네덜

란드 애국가를 부르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는 네덜란드 정부가 자바로 대표되

는 인도네시아 토착민의 위치를 자신들의 위치와는 다른 것으로 구별짓고 싶어 

하는 것을 암시한다. 문화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민족은 분명 네덜란드와 차이

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한국에서 일본이 행한 방식

과는 다르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인을 자신들에게 완전히 동화하고 싶어 하

진 않는 것이다. 이처럼 염상섭과 프라무댜의 소설을 비교하면 공통점과 차이

점이 확인된다. 염상섭의 경우 여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주인공에게 

삶의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염상섭이 보여주었던 음주 문화는 

당시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던 문화이다.  

이 같은 문화 묘사에서 나아가 이인화가 여로를 통해 갖추게 되는 민족의식, 

당시 조선에 나타난 혼성성 등을 토대로 작품을 살펴보면 배제할 수 없는 특징

이 있다. 바로 모방의 전략이다. 작가 염상섭은 이를 글쓰기 전략으로 삼은 것

이다. 『만세전』에 나타난 모방의 과정은 조선인을 대표하는 인물 이인화와 

그가 접하게 되는 다른 인물을 통해 재현된다. 또한 이 과정은 동경에서부터 

조선까지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모방의 과정은 앞에서 언급했던 탈식

민주의 이론가 호미 바바의 주장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식민지 사회가 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다. 소설에서 모방을 행하는 인물은 대부분 조선인이다. 

가령 일본에서 거주하는 조선의 유학생, 즉 지식인 이인화는 모방을 하는 대표

적 인물이다. 그를 비롯하여 작품의 인물들이 보이는 모방의 예로는 외모, 생활

방식, 사상과 언어의 모방 등이 있다.

우선 피식민자 조선인들이 어떤 식으로 외모를 모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일본인을 모방하는 조선인 유학생의 사례로 이인화를 꼽을 수 있다. 이인

화는 7년 동안 일본에서 유학했으며,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조선인 유학생이라

고 묘사되어 있다. 일본의 교육으로 인해, 그는 식민지 지배자의 언어, 생활 방



- 59 -

식, 심지어 옷차림 혹은 외모마저 따르게 되었다. 이인화의 외양 묘사를 보면 

일본식 화복과 양복을 입는 것이 그에겐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의 여로와 결부

시켜 살펴보면, 그는 동경에서뿐만 아니라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내내 교복

을 입고 있다. 또, 그가 배를 타기 전 수화물 점검을 받는 모습에서 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양복이나 화복뿐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서울에 있는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조선옷을 입기 시작한다.

“이것 좀 열어보아도 상관없겠지요?”하고 열쇠를 내라고 청한다. 나는 곧 승낙

을 했다. ······가방은 양복쟁이의 손에서 용이히 열렸다.

어린아이 관(棺)같은 긴 모양의 트렁크를, 유리창 그림자가 환히 비치는 하물 

쌓인 밑에다가 열어놓고 들쑤시는 동안에, 그 옆에서 인버네스는 조그만 손가방

을 조사하고 앉았다. 나는 이편에 느런히 서 있는 학생복 입은 자와 함께, 두 사

람의 네 손길만 내려다보고 섰었다. 큰 트렁크를 맡은 자는 잠깐 쑤석쑤석하여보

더니 그 위에 얹어놓은 양복이며 화복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획획 집어서, 내 옆

에 선 형사에게 주섬주섬 던져주고 나서, 그 밑에 깔렸던 서류 뭉텅이와 서적 몇 

권을 분주히 들척거리고 앉았다. 조그만 트렁크 속에서 소득이 없었던지 그대로 

뚜껑을 닫아서 옆에 놓고 인버네스도 다시 큰 가방으로 달려들어서 들여다보고 

앉았다가, 양복쟁이의 분부대로 서적을 한 권씩 들어보아가며, 일일이 책명을 수

첩에 기입하며 앉았다.124)

이인화 같이 “일본 갔다 오신 분은 모든 그런 양복을”125) 입고 일본어에 능

숙하다. 유학생들은 당대 조선이 혼성성을 지닌 공간으로 변모하는 데 일조한

다. 일본이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식민 지배자가 피식민자로 하여금 자기

를 모방하도록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즉 당시의 유학 제도는 조선인이 일본

인을 모방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유학생들은 일본어를 익히고 일본 

교복을 입으며, 지배자의 행동을 모방해나간다. 일본에서 교육받은 이인화 역시 

자연스레 일본의 옷을 입는다. 일본인을 모방하면서 일본인처럼 되어가는 것이

다. 그가 입는 의복은 그가 다른 일본인들과 섞일 수 있도록 만든다. 따라서 그

는 조선인 유학생이 아니라 현지인처럼 되고 만다.

이인화는 특히 조선으로 향하는 배에 탄 동안 일본인과 섞이고자 일본식 교

124) 염상섭, 앞의 책, 61~62면.
125) 위의 책,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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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입는다. 누군가 그에게 자세히 묻지 않는 한, 조선인으로서의 그의 정체성

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교복을 입는 행동은 모방 방식 중 하나이자, 일본과 

조선 두 나라에서 일본 경찰의 억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인화

가 조선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양복을 입는 이유는 아직 자기의 가족이 거주

하는 서울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때의 이인화는 

조선의 현지인이 아니라, 방랑자인 셈이다. 또한, 그의 옷차림은 식민지 조선에

서 지배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가능하다. 소설 속 이인화가 그

랬듯,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학생들이 일본 학교의 교복

을 조선 땅에서도 입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이 같은 조선 유학생들의 정체

성은 쉽게 감추어졌다. 

···나는 한중턱에서 천천히 걸어나갔다. 층계에서 한 발을 내려디딜 때에는 뒤

에서 외투 자락을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열 발자국을 못 떼어놓아서 층

계의 맨 끝에는 골똘히 위만 쳐다보고 서 있는 네 눈에 있다. 그것을 육혈표도 

차례에 못간 순사보와 헌병 보조원의 눈이다. 그 사람들은 물론 조선 사람이

다.126)

두 사람이 잠자코 앉았으려니까 차는 심천(深川) 정거장엔지 도착한 모양이다. 

새로운 승객도 별로 없이 조용한 속에 순사가 두리번두리번하고 뚜벅 소리를 내

며 들어와서 저편 찻간으로 지나간 뒤에 조금 있으려니까, 누런 양복바지를 옹구

바지로 입고 작달막한 키에 구두 끝까지 철철 내려오는 기다란 환도를 끌면서 

조선 사람의 헌병 보조원이 또 들어왔다. 여러 사람의 눈은 또 일시에 구란만 한 

누렁저고리를 입은 조그마한 사람에게로 모였다. 누구를 찾는 것이 분명하다.127)

염상섭은 『만세전』을 통해 유학생뿐만 아니라 식민지 사회에서 일하는 여

러 조선인의 옷차림을 제시한다. 그 인물들은 친일 행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

다. 특히 그들은 일본인 아래서 직접 일을 하기에, 일본인과 비슷하게 옷을 입

어야 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에서 식민 지배자를 모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형

상화된다. 그들의 옷차림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덮기 위한 것이면서 지배

자와 섞일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러나 ‘육혈포’의 소유 여부에서 조선인 순사와 

126) 위의 책, 72면.
127) 위의 책, 122~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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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순사는 구별된다. 일본은 권력을 강조할 의도로 일본인 직원들, 심지어 

교사들까지 늘 칼을 가지고 다니도록 했다. 그러나 조선인 직원의 경우 무기를 

소유할 수 없었다.128) 소설 『만세전』에서 일본인 헌병이 육혈포를 지니고 있

다는 사실은 쉽게 발견되는 반면에, 조선 사람인 헌병 보조원 혹은 지위가 높

은 조선 사람의 경우는 육혈포를 갖고 있지 않다.129) 이 점에서 그들은 조선인

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 이인화의 형 역시 학교에서 일하지만 칼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그려진다. 이 같은 사례들은 일본이 조선을 통제하는 입장이라는 

현실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조선인들은 타자로서 위치 지워

진다.

『만세전』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모방은 사상과 생활방식의 모방이다. 특히 

주인공 이인화가 지닌 생각과 생활방식에서 모방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오랫

동안 일본에서 공부한 그는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 근대적 사고방식을 갖게 된

다. 이러한 생각은 조선에서 흔히 발견되는 전통적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 것이

다. 이에 대해 김윤식은 “7년동안 일본서 배운 것이란 주인공의 세계관 자체이

며 그것은 말을 바꾸면 철도로 대표되는 근대적 성격”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가 여로 과정에서 목격한 상황을 무덤과 구데기로 표현한 자체가 근대적 성

격인 것으로 보인다.130) 또한, 이인화가 서울에 있는 아내에 대해 애틋한 감정

이 없는 이유도 이와 같은 근대적 사고방식 때문일 것이다.

‘싫든 좋든 하여간, 근 육칠 년간이나, 소위 부부란 이름을 띠고 지내왔는

데······ 당장 숨을 몬다는 급전을 받고 나서도, 아무 생각도 머리에 돌지 않는 것

은, 마음이 악독해 그러하단 말인가. 속담의 상말로, 기가 너무 막혀서 막힌 둥 

만 둥해서 그런가······? 아니, 그러면 누구에게 반해서나 그런다 할까? 그럼 누구

에게······?

그러나 면상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면도칼 소리, 아니 그보다도 그 이발장이의 

맥박 소리만도 못 되는, 뱃속에서 묻고 뱃속에서 대답하는 혼잣소리건만, ‘누구에

게?’내거 물을 제, 나는 감히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럴 용기가 없었다고 하는 

128) Michael, J. Seth, A Concise History of Korea: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16, p.284.

129) 형님은 망토 밑으로 들여다보이는 도금을 물린 검정 환도 끝이 다리에 터덜거리며 부
딪는 것을 왼손으로 꼭 붙들고 땅이 꺼질 듯이 살금살금 걸어 나오다가, 천천히 그동안 
결과를 이야기하여 들려준다. (염상섭, 앞의 책, 89~90면)

130) 김윤식, 앞의 책,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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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뱃속 저 뒤에서는 정자! 정자!하는 것 같았다. 그

러나 죽을 힘을 다 들여서 ‘정자다’라고 대답을 해본 뒤에는 또다시 질색을 하며 

머리를 내둘렀다. 실상 말하면 정자가 아니라는 것도, 정자라고 대답하니만치 본

심에서 나온 대답이었었다. 그러면 서도 자기가 지금 머리를 깎으려고 들어온 동

기가 애초에 어디 있었더냐는 것은, 분명히 의식도 하고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정자가 고등여학교를 3년이나 수업하였다는 것, 소설이나 잡지 권을 

탐독한다는 것이, P자로서는 경앙(景仰)하는 동시에 한손 접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나는 어느 때든지, 두 계집애를 다 데리고 이야기하지 않는 때가 없었다. 

131)

이인화는 조선으로 가야 함에도, 출발을 계속 미루었다.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급히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러한 이인화의 태도에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떨어져 살아 온 아내에 대한 감

정이 이미 상실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게다가 그가 자주 만나던 일본인 여

급 정자에 대한 애정이 더해지면서, 아픈 아내에 대한 걱정은 어디서도 느껴지

지 않는다. 분명 소설의 첫 부분에서, 그는 정자를 향한 애정이 아내에게 느끼

는 감정보다 더욱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정자라는 일본여성은 고등여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인물인 만큼, 이른바 ‘모던걸’로 해석가능하다. 교토에서 보다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정자의 의지에서도, 그녀가 근대적 여성임을 추측할 수 있

다. 근대적 여성 정자를 향한 이인화의 감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그의 아내는 가족의 결정으로 그와 결혼한 것이었다. 그녀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지닌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여성

이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이인화는 아내에 대한 감정을 잃

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으로 인해 바뀐 이인화의 사고방식은 사실 지배 국가인 일본의 사상을 

모방한 것이다. 그는 조선으로 돌아와서도 이러한 시각을 유지해나간다. 예컨

대, 그의 형과 다른 조선인은 일제가 시도하는 ‘공동묘지법’에 반대하지는 반면, 

이인화는 공동묘지법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 반대하진 않는다. 김천에서 만난 

형은 위독한 아내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 공동묘지가 아닌 개인 사유의 땅

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의 형은 결코 공동묘지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격

131) 염상섭, 앞의 책, 12~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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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물이다. 또한 형은 부모님을 위한 땅 역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는 당시 조선 사회에서 부모가 세상을 떠날 경우, 공동묘지에 묻는 것은 효도

가 아니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상을 위해서도 묘지를 마련해야 하는 

게 효도라고 여겨졌다. 조선인들이 지니고 있던 이러한 태도는 오랜 전통 중 

하나였다. 이는 당시 인물들의 보수적인 태도로 읽어볼 수 있다. 그러나 『만세

전』의 주인공 이인화는 부모나 친척 또는 조상의 묘지를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부모와 조상을 위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장사를 잘 지내고 무덤을 잘 

만드는 것이 효라고는 못하겠지요. 그리고 조상의 부모를 잘 거두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산소치례를 하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그뿐 아니라 부모를 생각하여 

조부모의 산소를 돌보고 조부모를 위하여 증조의 묘를 찾는다 하면 어찌하여 5

대조를 위하여 10대조의 묘를 찾지 않고 10대조를 위하여 백대조의 묘를 찾아올

라가지 않는가요?”132) 

이에 이인화는 형이 말하는 공동묘지에 대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그

는 김천을 떠나 서울행 기차를 탈 때도 이 주제에 관해 다른 승객들과 논쟁을 

벌인다. 여기서 대부분의 승객들은 그의 형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공동묘지에 대한 이인화의 시각은 서울에 도착한 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마침내 그는 아내를 사유지에 묻

는 대신 공동묘지에 묻는 것을 택한다. 

이인화가 지닌 근대적 사고방식은 여성관과 공동묘지에 대한 생각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인이 일본인을 모방하는 태도는 부산과 

김천에서의 상황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부산의 중심부에서 거주하는 조선인들은 

매우 적은 수에 불과하다. 부산과 김천 두 도시는 갈수록 일본 중심부처럼 변

모해가고, 때문에 해당 지역의 조선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일본식 생활방식을 따

라해야 한다. 이인화는 조선식 가옥과 식당에서도 심지어 조선 사람들을 찾기

가 어려운 것은 실은 조선인들이 일본인의 외모와 생활방식을 따라했기 때문이

라는 것을 깨닫는다. 

132) 위의 책,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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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이인화와 다른 인물이 행하는 모방은 외모와 사상 혹은 생활방식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 총독부는 일본어를 전파하고자 했고, 자연스레 당시 조선

인은 지배 국가의 언어를 모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일본에서 유학한 조선인 

학생들은 완벽하게 언어의 모방을 행했다. 이인화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

는 동경을 비롯해 조선에 도착하여 서울행 기차를 타서도 일본어를 사용하곤 

한다. 이는 언어의 모방으로 고려된다. 이 소설에서 언어를 모방하는 인물은 이

인화 외에도 여럿 발견된다. 이들이 보이는 언어 모방을 세분화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형식으로 나뉘고 있다.

일본에서 유학중인 이인화는 일상에서 일본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일본

을 모방하는 하나의 형식이다. 그는 7년 동안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식 교복을 

입고 일본어를 배웠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때에도 자연스레 일본말을 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소설 『만세전』의 첫 부분에서 이인화는 하숙집 주인을 

비롯해 교수님은 물론, P자상과 정자상이라고 불리는 여급과 대화할 때도 일본

어를 사용한다. 당시 일본에서 조선인은 일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타자’

의 정체성을 지닌 조선인들에겐 지배자의 행동을 모방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

기 때문이다. 특히 P자 또는 정자와 대화할 때, 이인화는 그들을 ‘상’이라는 일

본식 명칭을 붙여 부르곤 한다. 이러한 그의 대화 방식은 이인화가 일본에서 

장기간 살아온 것을 증명한다. 이인화가 보이는 모방은 일본에 있을 때부터 나

타난 것이다. 다음 인용문은 소설에 첫 부분이자 조선으로 돌아가는 여로가 시

작되기 직전의 상황이다.

 

“에그,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그려! 왜 그리 한 번도 안 오세요.” 

밖에서 들어온 사람의 눈에는 그림자만 얼쑹얼쑹하는 컴컴스레한 주방 문 곁

에 서서, 탁자를 훔치던 손을 쉬고, 하얀 둥근 상만 이리로 돌리며, 인사를 하는 

것은 P자였다.

나는 난로 앞으로 교의를 끌어당겨놓고 앉으면서,

“그럼 시험 안 보고 술 먹으러 다닐까. 그러나 오늘은 정자가 어디 갔나?” 하

며 물었다.

그저 오매불망 정자올시다그려. 시험 문제를 내건 칠판 뒤에도 정자상의 얼굴

이 왔다 갔다 하지요? 하하하.“

“그리고 그 뒤에서는 P자상의 이런 눈이 반짝이구······” 허묘 나는 눈을 흘기

는 흉내를 내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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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애매한 소린 마세요. 두 분이 보따리를 싸시거나, 정사(情死)를 하시거

나 내게 무슨 상관이나 있나요? 정자상! 정자상!”133)

이인화는 일본인과의 대화가 아니더라도 같은 민족의 사람들과 소통할 때 역

시 일본어를 사용한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조선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발생한

다. 배가 출발하기 전, 이인화는 일본인들로 꽉 차 있는 목욕탕에 들어가게 된

다. 일본인들은 그들 중에 조선인 한 명이 섞여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다. 

당시 일본인과 조선인은 같은 피부 색깔을 소유하고 있기에, 외모적으로 차이

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인화가 밖으로 나가려 할 때, 한 형사가 그를 찾

아와 그의 이름을 일본어로 물어본다. 그 순간, 목욕탕에 있던 일본인들은 그 

안에 조선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인화를 찾는 형사의 일본어에서

는 조선인의 어조가 느껴진다. 그러나 이인화는 형사의 정체성을 알고 있음에

도, 형사의 물음에 일본어로 대답한다. 두 사람은 목욕탕 안에 있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일본어로 대화를 나

눈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언어 모방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타자’의 정체성을 가진 조선인들이 일본어를 사용하

여 스스로를 일본인과 섞이게끔 언어를 모방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다음 인

용문에서 확인되듯, 이인화 역시 자신과 조선인 형사가 일본인들 앞에서 “희극

을 연작하는 앵무새”처럼 행동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실례올시다만, 여기 이인화란 이가 계십니까?”하고 묻는다.

“네에, 나요. 왜 그러우?”

나는 궐자의 앞으로 두어 발짝 나서며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궐자는 한참 찾

아다니다가 겨우 만난 것이 반갑다는 듯이 빙글빙글 웃으며, 문을 활짝 열어젖히

고 서서 이리 좀 나오라고 명령하듯이 소리를 친다. 학생복에 망토를 두른 체격

이며, 제딴은 유창하게 한답시는 일어의 어조가, 묻지 않아도 조선 사람이 분명

하다. 그래도 짓궂게 일어를 사용하고 도리어 자기의 본색이 탄로될까 봐 염려하

는 듯한 침착지 못한 행색이, 나의 눈에는 더욱 수상쩍기도 하고, 근질근질해 보

이기도 하였다. 나의 성명과 그 사람의 어조를 듣고, 우리가 조선 사람인 것을 

짐작한 여러 일인의 시선은, 나에게서 그자에게, 그자에게서 나에게로 올지 갈지 

하는 모양이었다. 말하자면 우리 두 사람은, 일본 사람 앞에서 희극을 연작하는 

133) 위의 책, 1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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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의 격이었다.134)

일본에서 아무리 오래 지내고 일본어를 할 줄 알아도, 그들의 이름은 조선식 

이름이며 그들의 말투에는 여전히 모국어의 어조가 남아있다. 그들이 애써 앵

무새처럼 행동하는 것은 지배자인 일본인들과 닮으려 노력하는 것으로 여겨진

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들이 지닌 본래의 정체성을 덮어진다. 이인화와 형사

는 서로가 조선인인 걸 알면서도, 모국어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받길 요구한다. 다시 말해 이인화와 형사가 행하는 언어 모방은 조선인

이 일본인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언어 모방 형식은 유학생이 아닌 일본인 아래서 일하는 조선인들이 

보이는 언어 모방이다. 가령 배 위에서 이인화와 대화를 나누는 형사의 경우, 

이인화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본어로 말을 건다. 게다가 모

국어 어조가 있는 것이 노출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인화와 일본어로 소통한

다. 또, 이인화가 대전에 도착했을 때 마주친 역부 역시 이인화가 한국어로 말

을 걸었음에도 일본어로 대답한다. 이인화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역

부가 조선인이라 추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부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

을 표출하고 싶지 않기에 일본어로 대답한다.

그러나 문밖으로 나간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앞에는 수건으로 질끈 

동인 헌 우산 한 개가 의자의 구석에 기대섰다. 나는 유리창을 올리고 캄캄한 밖

을 내다보며 소리르 쳤으나 벌써 간 곳이 없었다. 난로에 석탄을 넣으러 들어온 

역부에게 그 우산을 내주었다. 그러나 누구의 것이냐고 서툰 일본말로 묻기에, 

나는 벌써 조선 사람인 줄 알아채고 일부러 조선말로 대답을 했더니,

“나니 (무엇이야)? 나니?” 하며 여전히 못 알아들은 체하고 일본말로 묻는 데

에는 어이가 없었다.135)

조선인들이 행하는 언어 모방은 그들의 정체성을 가리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

에 그들의 위치나 직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언어 모방의 과정을 

통해 ‘친일’이라는 특성을 공개하면서, 일본인에게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134) 위의 책, 56~57면.
135) 위의 책,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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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담바구야, 담바구야, 동래(東萊)나 우루산의 담바구야······”

“잘 하는구먼. 그러나 너희들은 몇 해나 되었니? 여기 온 지가.”

한 년이 담바고타령의 입내를 우습게 내며 콧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며 물었

다. 이것이 조선에 와 있는 일본 사람에게는 남녀를 물론하고 누구더러든지 물어

보는 나의 첫인사다. 그것은 얼마나 조선 사람에게 대하여 오만한 체를 하며 건

방진 체를 하는가 그 정도를 촌탁해보기 위해 그리하는 것이다.136)

『만세전』에 나타난 마지막 언어 모방은 한국어 모방에 관한 것이다. 조선

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어가 주요 언어이기에, 조선으로 이민 온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워 사용하는 위와 같은 장면이 펼쳐진다. 이인화가 조선의 일본식

당에서 마주친 일본 소녀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소녀들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와 1년 동안 거주한 일본인이다. 위 인용문에서 확인되듯이, 그녀들의 한국어 

능력은 ‘담바구야’ 노래를 불렀을 때 파악된다. 따라서 작가 염상섭은 식민 지

배자와 피식민자들이 서로의 언어를 모방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조선

이 지닌 혼성성을 입증한다. 

이처럼 주인공 이인화와 조선인 형사의 대화, 역부의 대답, 또 조선에서 일하

는 일본인 소녀의 노래를 통하여 작가가 그려내고자 한 언어 모방의 기능에 대

해 알 수 있다. 언어 모방은 인물들이 다른 문화와 혼합될 수 있는 것으로 기

능한다. 특히 일본어 모방의 기능은 ‘타자’로서의 정체성을 덮기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일본 측 기관에 친일적 성격을 밝히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이인화를 비롯한 몇몇 인물은 조선인이 일본인과 동일한 위치에 서야한다는 의

지를 내보인다.

이를 프라무댜의 소설과 비교해보면 프라무댜의 소설에 나타난 모방 역시 특

권을 지닌 인물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염상섭의 소설과 닮아있다. 

그것은 고등 교육을 받거나 유럽인들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등의 특권이다. 

특히 염상섭의 소설과 비슷한 점은 프라무댜 소설의 주인공 밍케 역시 인도네

시아의 네덜란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자연스레 유

럽식 옷을 입고 있다는 점이다. 밍케 이외에도 네덜란드 정부 아래서 일하는 

136) 위의 책,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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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토착민들도 유럽식 옷을 입는 것으로 묘사된다. 예컨대 장교 팡으마난이 

이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하위층 직원이나 소외된 

지역의 정부 기관 직원 등은 유럽식 옷이 아닌 인도네시아의 전통 의상을 주로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주인공 밍케의 아버지나 냐이 온토소로의 아버지 

등의 인물들은 유럽식 교육을 받지 않았기에 유럽 옷을 입는 습관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된다.

두 작품의 주인공 이인화와 밍케의 공통점은 식민 지배자로부터 교육을 받았

다는 데 있다. 물론 밍케는 직접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서 교육을 받은 것은 아

니라는 점에서 분명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역시 이인화와 마찬가

지로 식민지배국의 교육을 받는 타자의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더욱 심도있게 

비교해보면 이인화와 밍케는 각각의 국가에서 중산층 이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인화의 가족의 경우, 교장인 그의 형과 정치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아버지

는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로 인해 이인화는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밍케의 경우, 인도네시아 자바 민

족 중에도 귀족 계층에 속하며 아버지가 군수라는 직책을 맡았기에 네덜란드 

학교에서 유럽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

그러나 두 인물 모두 지배자로부터 교육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차이점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이인화는 지배국에서 직

접 교육을 받는 다면, 밍케는 네덜란드에서 직접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염

상섭의 『만세전』은 이인화 뿐만 아니라 그 같은 기회를 얻은 조선인 학생이 

상당수인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당대 유학생 현황은 일본이 조선인에게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일본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동화를 제도화한 것이다.137)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조선의 문화와 교

육 제도를 존중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이 운영하는 정부 기관 

등에서 타이피스트 같은 단순 업무만 담당할 수 있었다. 일본은 조선인을 대상

으로 식민지 지배를 수월하게 할 정도의 교육만 시행했고, 조선인에게 고등 교

육은 제공되지 않았다.138) 그런데 『만세전』의 이인화는 가족이 일본과 친밀

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일본에서 직접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된다. 반면에, 인도

137) Hong, Moon-Jong, Ed.D, Japanese Colonial Education Policy in Korea,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92, p.5.

138) 위의 글,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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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 토착민에게 네덜란드에서 유학할 기회는 흔치 않은 것이었다. 그나마 

조선의 경우는 인도네시아 보다는 지배 국가로 직접 갈 수 있는 기회가 활발했

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인화의 유학 생활은 염상섭의 실제 경험

을 반영한 것이다. 염상섭은 실제 일본유학을 경험한 바가 있다. 김윤식에 의하

면 그의 맏형 염창섭은 일본에 육군이 되어 육군대위의 직책에 올라갔다. 염상

섭은 그의 형 덕분에 일본에서 유학할 수 있었다.139) 이인화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형의 이바지로 인해 유학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작가 염상섭의 경

험을 토대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와 달리, 조선인은 지

배 국가에서 직접 공부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식민지 시기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직업학교에만 다니었으며 높은 계급 혹

은 귀족들이 유럽식 교육을 접촉할 기회를 얻었다. 아주 작은 개수의 인도네시

아인이 네덜란드에서 유학하게 된 기회를 받았다.140) 이인화와 비교하자면 높

은 계급에 속한 인도네시아인을 대표하는 밍케는 인도네시아에서 유럽식 교육

을 접촉할 수 있더라도 네덜란드에 유학하지 않은 것을 묘사한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 토착민들이 네덜란드인과 외모적으로 결코 비슷하지 않아 타자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인화와 마찬가지로 밍케 역시 교육을 통해 근대적 사고방식을 소유

하게 된다. 밍케의 경우는 근대적 교육으로 인해 억압적인 자바 문화에 대한 

혐오감을 지니게 된다. 그는 특히 식민 지배자로부터 자기민족을 해방시키려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자바 문화는 그의 방식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 

밍케가 본 근대적 사상은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스스로 그들이 처한 상황을 파

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식민 지배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두 작품에 드러나는 언어 모방을 살펴보면, 염상섭과 프라무댜 모두 식

민 지배자의 언어를 모방하는 인물을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라무

댜의 소설에서 밍케는 네덜란드어에 능통하며, 일상생활에서도 네덜란드어를 사

용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심지어 그는 네덜란드어로 글을 창작하고, 이 글은 신

문에 실린다. 작품에서 네덜란드어는 밍케로 하여금 강한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139) 김윤식, 앞의 책, 11~12면.
140) Adrian Vickers, A History of Modern Indone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40-41.



- 70 -

다. 마침내 밍케는 저항적인 조직을 꾸려 토착민을 대상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데, 이 신문은 말레이어를 채택한다. 인도네시아의 공통어인 말레이어는 당대 

토착민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언어이므로 밍케는 이를 택한 것이다. 밍케 뿐

만 아니라, 그의 장모 냐이 온토소로도 유창하게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것으

로 그려진다. 그들의 네덜란드어 실력은 토착민이 원어민처럼 네덜란드어를 말

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지배자로부터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다. 당시에 조선에서의 일본어와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네덜란드어가 널리 퍼

지지 않았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소수에 불과했다. 

두 작가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염상섭 작품에서의 일본어 사용은 심지어 

일본 정부 아래서 일하는 조선인 직원들 사이에서도 등장한다. 서울행 기차 안

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인화가 만난 역부는 일본 기관

에서 높은 직위를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어로 말한다. 이는 당대 조선에서 

지배국인 일본이 조선어를 배제하고 일본어를 가르쳤기에 가능한 것이다. 한편, 

프라무댜 소설에서는, 네덜란드인은 네덜란드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아는 토착민

에게 말할 때만 네덜란드어를 사용한다. 말하자면 네덜란드어 교육을 받은 토

착민에게만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염상섭의 소설 속 일본인들

은 이인화 뿐 아니라, 그의 형과 대화할 때도 일본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염상

섭 소설은 일본어가 조선 전체에 퍼져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

징적이다. 

나아가 이인화의 여정 중간 중간에 나타나는 문화, 혼성성과 모방을 집중적

으로 살펴본 후에 ‘타자’로서 받는 대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부분은 하층민이 아닌 지식인 계층을 대표하는 이인화의 경험을 토대로 보

려 한다. 이인화가 받은 대우는 식민지 사회가 지닌 양가성 때문에 발생한다. 

식민 지배자는 피식민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면서도, 여전히 피

식민자를 감시하고 관찰한다. 이러한 식민자의 양가성은 피식민자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강화된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피식민자로 하여금 지배 국가를 

모방하게 하는데, 일본이 유학생을 대상으로 더욱 강하게 교육하는 데 비해 네

덜란드는 인도네시아에서 중간층 이상에 속한 학생을 대상으로 모방 교육을 시

도한다. 두 작품에서 모방을 행하는 대표적 인물 이인화와 밍케는 지배자의 옷

과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식민자의 양가성은 피

식민자를 대상으로 감시나 관찰을 수행하는데서 드러난다. 호미 바바가 말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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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의 행위는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식민 지배국은 토착민들로 하여금 

모방을 권장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병행한다. 프라

무댜의 소설에서 팡으마난과 같이 동조자적 성격을 지닌 피식민자가 존재한다

는 사실은 양 국가의 상황이 비슷했음을 암시한다. 피식민자가 타자로서 받을 

수 있는 대우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일제 식민지 하 조선의 상황과 연결시켜 

보자면, 친일파로서 받는 대우 혹은 그것이 아닌 경우다. 이러한 양가성은 이인

화라는 인물에게 그가 여전히 ‘타자’로서의 위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우치게 

한다. 

이인화는 일본으로 유학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조선인이면서도, 지배자에

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선 타자로 고려된다. 그는 지속적으로 일본 

형사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다. 특히 그가 조선으로 갈 때마다 감시는 심해진다. 

그는 일본에서 사는 7년 동안 꾸준히 감시당했음을 폭로한다.  

동경서 하관까지 올 동안은 일부러 일본 사람 행세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도 

또 애를 써서 조선 사람 행세를 할 필요도 없는 고로, 그럭저럭 마음을 놓고 지

낼 수가 있지만, 연락선에 들어오기만 하면 웬 셈인지 공기가 험악해지는 것 같

고 어떠한 기분이 덜미를 잡는 것 같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휴대품

까지 수색을 당하고 나니 불쾌한 기분이 한층 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을 감고 

두러누워서도 분한 생각이 목줄띠까지 치밀어 올라와서 무심코 입술을 악물어보

았다. 그러나 사면을 돌아다보아야 분풀이를 할 데라고는 없다. 설혹 처지가 같

고 경우가 같은 동행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소연을 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 하

면 여기는 배 속이니까 그렇다는 말이다. 나를 한손 접고 내려다보는 나보다 훨

씬 나은 양반들이 타신 배이기 때문이다.141)

나는 선실로 들어갈 생각도 없이 으스름한 갑판 위에, 찬바람을 쐬어가며 웅

숭그리고 섰었다. 격심한 노역과 추위에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들어가는 항구는, 

소리 없이 암흑 속에 누웠을 뿐이요, 전시(全市)의 안식을 직키는 야광주는, 벌

써부터 졸린 듯이 점점 불빛이 적어가고 수효가 줄어가면서 깜박깜박 졸고 있다. 

나는 인간계를 떠나서 방랑의 몸이 된 자와 같이, 그 불빛의 낱낱이 어떠한 평화

로운 가정의 대문을 지키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을 할제, 선뜩선뜩하게 별보다도 

점점 멀리 흐려가는 불빛이 따뜻이 보였다. 나의 머릿속은 단지 혼돈하였을 뿐이

141) 염상섭, 앞의 책,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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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눈은 화끈화끈할 뿐이다.

외투 포켓에다가 두 손을 찌르고 어느 때까지 우두커니 섰는 내눈에는, 어느

덧 뜨끈뜨끈한 눈물이 비어져 나와서, 상기가 된 좌우 뺨으로 흘러내렸다. 찬바

람에 산뜩산뜩 스며들어가는 것을, 나는 씻으려고도 안 하고 여전히 섰었다.142)

이인화는 일본식 교육을 받아 모방하고, 생활방식도 바꿨으나 여전히 일본인

이 아닌 타자로 간주된다. 일본에 있을 때 그가 받은 감시는 매우 억압적이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겉으로 보았을 때,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지배자는 더욱 심

하게 감시한다. 예를 들어, 이인화가 받은 감시로는 목적지에 대해 질문을 받거

나 소지품을 검사받는 일 등이 있다. 일본에 있는 유학생 신분이더라도, 지배자

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유학생이라는 정체성은 결국엔 일본인

과 동일한 입장이 될 수는 없으므로, 그는 감시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인화

는 혼란스러워지고 격한 감정을 느낀다.

하관에 도착하면 그 머릿살 아픈 으레 하는 승강이를 받기가 싫기에, 배로 바

로 들어갈까 했으나, 배에는 아직 들이지 않는 모양. 나는 하는 수 없이 대합실

로 들어갔다. 벤또나 살까 하고 매점 앞에 가서 서 있으려니까, 어느 틈에 벌써 

눈치를 챘던지, 인버네스를 입은 낯선 친구가 와서, 모자를 벗으며 국적이 어디

냐고 묻는다. 나는 암말 안 하고 한참 쳐다보다가, 명함을 꺼내서 내밀고 훌쩍 

가게로 돌아서버렸다.

“본적은?”

내 명함을 받아 들고, 내가 흥정을 다 하기까지, 기다리고 있던 인버네스는 또 

괴롭게 군다. 나는 그래도 역시 잠자코, 그 명함을 도로 빼앗아서 주소를 기입해

서 주고 나서, 사놓았던 물건을 들고 짐 놓은 자리로 와서 앉았다. 궐자는 또 쫓

아와서,

“연세는? 학교는? 무슨 일로? 어디까지......” 하며, 짓궂게 승강이를 부린다. 

나는 실없이 화가 나서, 그까짓 건 물어 무엇에 쓰려느냐고 소리를 지르려다가, 

외마디소리로 간단간단히 대답을 해주고, 부리나케 짐을 들고 대합실 밖으로 나

와버렸다.143) 

위의 인용문은 그가 조선으로 떠나기 전부터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받은 감시

142) 위의 책, 64면.
143) 위의 책,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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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다. 감시는 제국주의가 권력을 유지하는 전략 중 하나다. 즉 감시를 통해, 

식민자는 피식민자의 정체성을 고착화할 수 있다.144) 이인화를 끈질기게 감시

하는 형사의 모습에서 지배자는 결코 피지배자를 놓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조선에 도착한 후에도 이인화는 집까지 가는 동안 감시당한다. 한편 소설

에서 이인화의 형은 일본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그려진다. 형 덕분

에 이인화를 둘러싼 일본 형사의 감시는 약해진다. 김천 역에서 형이 이인화를 

마중나간 순간부터 이인화는 감시를 겪지 않아도 된다. 또한 서울행 기차를 기

다릴 때 역 사무실로 초대받는 것 역시 형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특권을 의미

한다.

“형님은 짐을 들려가지고 가려고 심부름꾼 아이까지 데리고 나왔었다. 출구 앞

에 섰던 아이놈에게 가방을 내주고 우리들이 나가려니까, 그 밑에 바짝 다가섰던 

헌병 보조원이 내 뒤로 내린 양복쟁이와 수군수군하다가 형님을 보고,

“계씨가 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떠나시나요?” 하며 물었다. 형님은 웃는 낯으

로,

“네, 네!” 하고 거의 기계적으로 오른손이 모자의 챙에 올라가 붙었다. 그 모

양이 나에게 우습게 보이면서도 가엾었다. 어떻든 형님 덕에 나는 별로 승각이를 

안 당하고 무사히 빠져나왔다.145)

“오늘 밤에는 꽤 쌓일걸!”

형님은 이런 소리를 하며 앞서갔다. 정거장 안에 들어서니까, 순사보 한 사람

이 형님하고 인사를 하며 나를 아래위로 한번 홅어보았으나, 별로 조사를 하자고

는 안 한다. 지워가지고 온 짐을 맡기고 나서, 별형님과 아는 일본 사람 사무원

이 들어오라고 권하는 대로 우리는 사무실로 들어가서 난로 앞에 섰었다. 이삼 

사무원은 우리를 돌아다보며 앉은 채 묵례를 한다. 우리들더러 들어오라고 한 사

무원은,

“매우 춥지요? 동기 방학에 나오시는군요.” 하며 나의 옆에 와서 말을 붙이며 

불을 쬔다.146)

이를 통해 염상섭은 이인화와 형이 받는 대우의 차이점을 폭로하면서 그 의

144) Bill Ashcroft,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op. cit., p.226.
145) 염상섭, 앞의 책, 89면.
146) 위의 책, 107~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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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화처럼 친일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

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감시받을 수 있으나, 그의 형처럼 일본인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엔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프라무댜의 소설에서는 밍케와 다른 인물들 모두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다. 밍케는 귀족의 아들이면서 네덜란드어에 유창한 지식인이지만, 토착민이라

는 이유로 재판에서 차별받게 된다. 냐이 온토소로도 마찬가지이다. 그녀는 풍

족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네덜란드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으나, 당시의 법 

앞에선 그녀 역시 토착민이며, 게다가 첩의 신분이기에 그녀는 유럽인과의 재

판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녀는 법 앞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이 같은 불합리는 밍케의 학교생활에서도 드러난다. 밍케가 다니

는 유럽 학교에서 인도네시아 토착민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소수에 불

과하기에, 그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특히 밍케는 유럽인과 다른 피부색깔

을 가졌다며 선생님에게 차별받는다. ‘밍케’라는 별칭은 그가 받은 차별을 적나

라하게 보여준다. 사실 ‘밍케’는 그의 본명이 아니다. 어느 날 한 네덜란드 선생

님이 밍케에게 원숭이, 즉 ‘monkey’와 비슷하다며 ‘밍케’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밍케’라고 불러온 것이다.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이 

같은 상황은 네덜란드인이 지배자로서 토착민을 함부로 대했음을 암시한다. 밍

케는 인도네시아 토착민이기에 네덜란드인과 피부 색깔이 달랐다. 당시 네덜란

드인들이 외모 언급을 통해, 인도네시아 토착민을 괴롭히고 차별한 사례는 빈

번히 발견된다.

게다가 밍케 역시 이인화와 마찬가지로 지배 국가로부터 감시받는다. 물론 

이인화가 소설 초반부부터 언제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밍케는 조직을 

이끌며 저항 행위를 하면서부터 감시받기 시작한다. 밍케를 감시하는 건 아이

러니하게도 같은 토착민 출신인 팡으마난이라는 장교다. 장교 팡으마난은 그를 

따라다니는 것을 비롯해 밍케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결국 그는 평소 

밍케를 질투하던 밍케의 동료 로베르트 수르호프에게 도움을 요청해 밍케와 그

를 둘러싼 조직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한다. 팡으마난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다

른 조직 지도자를 추방하기까지 한다. 이는 조선과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식

민 지배 전략의 차이점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경우, 작품 내내 치밀하게 감시와 

관찰을 실행한다면, 이와 달리 네덜란드는 처음엔 노골적이지 않았으나 갈수록 

끈질기게 괴롭혀 추방까지 행하는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당시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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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민이 이끄는 저항 조직이 널리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밍케와 조직의 지

도자를 강하게 처벌했다. 일본은 지배를 수월하게 하고자, 조선인으로 하여금 

자신들과 동화되게 만들려 했다. 일제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일어난 저항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3.1운동이다. 그러나 『만세전』의 주인공 이인화는 적

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인물로 묘사되며, 그는 단지 감시에 고통스러워하는 

수동적 인물일 뿐이다. 

염상섭의 소설에 나타난 특징은 친일파 인물과 친일파가 아닌 인물이 받는 

대우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당대 조선의 현실을 

배경으로 소설에서 면밀히 묘사된다. 작가 염상섭은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일

본을 지지하는 친일파가 상당수에 달했음을 포착한 것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감시 전략은 식민자가 피식민자의 저항을 우려하여 이 가능

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볼 수 있다. 염상섭과 프라무댜 

작품의 유사성은 주인공이 모방 행동을 통해 식민지 현실에 대해 깨닫게 된다

는 데 있다. 이인화와 밍케를 중심으로 한 각각의 이야기는 식민지로서 겪는 

불합리한 상황을 담아내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  

『만세전』에서 이인화는 일본에서 직접 근대적 교육을 받아 일본 생활방식

을 모방하곤 한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지배자는 피식민자, 특히 그중 

지식인이 저항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하며 피식민자를 지속적으로 감시

한다. 이러한 지배자의 태도에서 그들이 지닌 양가성을 읽어낼 수 있다. 이인화

가 받는 감시는 그로 하여금 억압받는다는 고통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그가 받은 교육을 통해 근대적 사상을 발전시키게 한다. 이를 통해, 이인

화는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민족의식을 지니게 된다. 특히 이인화는 기존엔 민

족의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는데, 여로 과정을 통해 당시 조선 민

족이 처한 상황이 암흑기나 다름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자신은 우국지

사가 아니라는 이인화의 고백은 다음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47)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다. 자기가 망국 민족의 일 분자라

147) 『만세전』의 주인공 이인화는 여로를 통해 개인주의의 발견에 견지한다는 것을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했던 연구는 다음과 같다.

나병철, 「식민지 시기 문학의 민족의식과 탈식민주의 - 염상섭의 민족의식과 타자성의 
경험- 」, 『현대문학의 연구』 13, 1999, pp.95-142.

최인숙, 『염상섭 문학의 개인주의』,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13.



- 76 -

는 사실은 자기도 간혹은 명료히 의식하는 바요, 따라서 고통을 감하는 때가 없

는 것은 아니나, 이때껏 망국 민족의 일 분자가 된 지 벌써 7년 동안이나 되는 

오늘날까지는, 사실 무관심으로 지냈고, 또 사위가 그려하게, 나에게는 관대하게 

내버려두었었다. 도리어 소학교 시대에는, 일본 교사와 충돌을 하여 퇴학을 하고, 

사립학교로 전학을 한다는 둥, 순결한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하였지

만, 차차 지각이 나자마자 동경으로 건너간 뒤에는, 간혹 심사 틀리는 일을 당하

거나, 1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 하관에서나 부산. 경성에서 조사를 당할 때

에는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만 그때분이요, 그리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

으킬 기회가 적었었다.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란 것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하는 

것이요, 또한 할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7년이나 가까이 동경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 관념을 굳게 의식하게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 정치 문제에 대해 무취미한 나는, 이때껏 별로 그런 문제로 머

리를 썩여본 일이 전연히 없었다 해도 가할 만했다.148)

 

그러나 1년 2년 세월이 갈수록,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해가지 않을 수가 없었

다.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 이지적

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 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소소한 언사와 행동으로 말미암마,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비등케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 구해야

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긴요한 동인이 될 뿐이다.

지금도 목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것은 

독약이 고구(苦口)나 이어병(利於病)이라는 격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

람이 듣고,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다.149)

더 나아가 이인화는 일본의 감시로 인해 조선인이 반발심을 가질 수 있지 않

을까 희망을 품는다. 조선인들이 일본인의 이야기를 듣고 강한 반감을 갖게 되

면, 오히려 스스로 민족적 타락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인화가 가진 이러한 생각에는 비록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함께 저항하면 좋겠다’는 기대가 담겨 있다. 

1장에서 설명했듯이 이 소설에는 식민 지배의 양가성이 담겨 있다. 작가 염

상섭이 이인화라는 인물이 일본인의 감시가 조선인의 저항으로 이어지길 바라

148) 염상섭, 앞의 책, 48~49면.
149) 위의 책,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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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습을 제시하는데서도 그러한 특징이 드러난다. 이인화는 조선으로 떠나기 

직전에 조선인 경찰관에 이끌려 파출소를 방문한다. 경찰이 이인화의 짐에서 

찾아낸 것은 “사회주의라는 ‘사’라는 자나 레닌이라는 ‘레’ 자와 독립이라는 

‘독’이라는 자”150)로 쓰여 있는 서적이다. 그것은 이인화의 전공과 관련된 물건

이기도 하지만, 이 물건에는 이인화가 품고있는 저항의 의지가 담겨있기도 하

다. 그가 받는 교육은 식민 지배를 단순히 따르는 것을 넘어 저항의 의지를 품

도록 유도한다. 이는 자연스레 지배자를 향한 대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인화를 비롯한 조선 유학생들은 일본 경찰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작가는 이인화의 전공을 이용해 이인화가 소유하고 있던 책의 의미를 감추고

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화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진 않지만, 그가 품고 있던 

서적의 제목을 통해 그가 저항 의지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암시

한다. 특히 이를 소설의 첫 부분과 연계해 보면 소설의 이야기는 만세 운동을 

직접 경험한 자가 쓴 것처럼 보인다. 『만세전』의 첫 부분에는 ‘조선에 만세가 

일어나던 전해의 겨울’151)이라는 서술이 등장하지만, 사실 작품의 실제 창작 시

기는 3.1운동 이후이다. 실제로 염상섭은 오사카에서 조선의 독립선언을 이끈 

일이 있다. 그는 3.1운동 소식을 듣고, 일본에서 거주하는 유학생과 조선인 노

동자를 모아 독립운동을 벌였으며, 경찰에 잡혀 옥고를 치루기도 했다.152) 이러

한 염상섭의 이력을 통해, 그가 『만세전』이라는 작품을 집필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경험을 소설의 배경과 연결시켜 보면, 주인공 이인화가 일

본으로 돌아가 저항의 방식으로 독립 운동을 펼칠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염상섭은 이인화라는 인물을 통해 나름의 저항을 묘사하는 것

으로 보인다. 이인화로 대표되는 당대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따르는 듯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들로부터 받은 근대적 교육을 이용해 저항해 

나갈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식민지 조선에서 모방과 저항이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은 피식민자가 지닌 양가성으로 읽어볼 수 있다.

‘부루 4부작’의 밍케는 이인화와 비슷하게 친한 사람들로부터 ‘민족을 모르는 

자식’153)이라는 평가를 받곤 한다. 밍케의 친구들인 쟝 마레(Jean Marais)와 코

150) 위의 책, 63면.
151) 위의 책, 7면.
152) 김윤식, 앞의 책, 53~56면.
153) Pramoedya Ananta Toer, Anak Semua Bangsa(『모든 민족의 아이들』),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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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는 밍케의 글쓰기 활동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므로, 밍케가 네덜란드어를 

모르는 토착민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인화와 밍케는 이야

기가 진행될수록 식민 지배자가 제공하는 교육 제도를 통해, 민족이 처한 현실

에 대해 깨달아간다. 두 작품에서 교육과 여로는 그들로 하여금 민족의식을 지

니도록 만드는 의미를 지닌다. 

프라무댜의 ‘부루 4부작’에서 밍케는 이인화가 그랬듯, 여정 중 식민지 하 민

족의 현실을 깨달아 간다. 여로를 통해 이인화와 밍케는 기존에 보지 못한 것

들을 목격하게 된다.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해가는 과정

을 통해 무언가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밍케는 네덜란드어로 글쓰는 일에도 능숙한 인도네시아 토착민이다. 그는 네

덜란드어로 글을 써 신문에 게재하기도 한다. 밍케가 민족을 모르는 사람이라 

불리게 된 건 토착민에게 익숙한 말레이어를 쓰지 않고, 지배자의 언어인 네덜

란드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인도네시아 토착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

는 인도네시아의 공통어인 말레이어였다. 그러나 작가인 밍케는 이 언어 대신 

지배자의 언어로 글을 쓴다. 이로 인해 밍케의 친구들이 밍케가 민족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인물이라 여긴다. 그의 친구들은 밍케의 민족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그의 글쓰기에 대해 얘기한다. 특히 밍케의 친한 친구 중 하나인 프랑스 출신

의 인물 쟝 마레에 말에서 그런 의도가 드러난다.

“내가 느낀 아쉬움이 있다. 아마도 다른 천 명이 같은 생각도 한다: 너는 왜 

네덜란드어만 쓰는 것인가? 하필 왜 네덜란드인에게만 대화를 하고 그들만 너의 

글을 이해할까? 너의 어머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에게 고마워야 할 일이 없다. 

그들에게 늘 글을 쓰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일까?”

“... 너는 자기 민족을 모르는 것이다.” “말레이어를 이해하는 독자들 통해 문

맹자들도 이해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이고 자기의 공평성도 그렇

다...”154)

작가 프라무댜가 소설에서 언어의 사용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제국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자신들의 언어를 공식 언어로 규정한 것과 

달리, 네덜란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오랜 기간 네덜란드의 지

154) Ibid, pp.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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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에 있었음에도 네덜란드어를 공식어로 사용하지 않은 나라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네덜란드어를 교육하는 제도를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배국으로서의 우월함을 유지하길 원했으므로 언어를 통해 인

도네시아 토착민과 자신들을 구별짓고자 했다. 

조선의 경우, 식민지 시기 일본어가 공식어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

아와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 ‘부루 4부작’에서 작가 프라무댜는 언어의 역할

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는 밍케라는 인물을 통해 토착민의 언어가 인도네시아

의 수많은 민족과 섬을 통합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설파한다.

그러나 밍케는 이러한 친구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어로 글을 쓰지 않는

다. 하지만 분명 밍케는 이인화처럼 여로 과정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하고, 강한 

민족의식을 지니게 된다. 특히 이는 장모 냐이 온토소로의 고향인 툴랑안

(Tulangan)이라는 지역에 가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트루노동소

(Trunodongso)라는 농부를 만나게 되면서, 밍케의 민족의식은 더욱 향상한다. 

농부 계층인 트루노동소는 식민 지배자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 트루노

동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다른 농부들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야

만 한다. 그의 사유지는 그 지역의 네덜란드인과 유럽 출신인 뿐만 아니라 ‘갈

색 유럽인’이라 불리는 식민 지배에 동조하는 토착민에게까지 수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에 트루노동소는 그들을 만나러 가야만 한다. 네덜란드인은 설탕 

공장을 운영하겠다며 토지를 싼 값으로 빌리는 것은 물론, 약속한 기간보다 훨

씬 긴 시간 동안 땅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그 땅을 망가뜨리기까지 한다. 트루

노동소를 비롯한 농부들은 돈과 권력이 없고, 육체적인 힘 밖에 소유하지 못했

기에 지배자로부터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프라무댜의 소설에는 『만세전』과 유사하게 주인공의 민족의식을 각성시키

는 하층민의 상황이 묘사된다. 앞서 말한 트루노동소 역시 하층민 농부다. 토착

민 농부들이 불합리한 지배 구조에 맞설 수 있는 건 육체적인 힘밖에 없다. 이

들을 억압하는 건 네덜란드인 뿐만 아니라 “공장의 귀족”155)을 포함한 네덜란

드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 토착민들이다. 밍케는 트루노동소 

같은 하층민에게 자유가 없는 현실을 목격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밍케는 트루노동소의 이야기를 신문에 실으

려고 한다.

155) Ibid,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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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나중에,” 라고 내가 말하며, “신문에 실릴 것입니다. 지식인과 저 높

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것입니다. 아마도 총독, 군수, 거주 행정관 등이 읽을 

것이며 처리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트루노동소라는 농부 한 명이 있고 자기가 

소유하는 땅과 밭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 땅마다 삼십오 센트만 받을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든 글을 통해 농부들의 고통스러움을 풀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린 도움이 성공하기를...”156)

밍케가 트루노동소의 이야기를 받아 적으면서 그의 민족의식이 차차 깨어난

다. 그는 지배자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인도네시아 토착민의 모습에서 

식민지 하 고통에 대해 깨닫고, 자신의 글을 신문에 실음으로써 이를 알리고자 

한다. 그러나 평소 밍케의 글을 싣던 신문에는 트루노동소에 대한 글을 실을 

수 없다. 그 신문은 네덜란드인이 운영하는 설탕 공장측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몸소 느낀 밍케는 자유를 원하며, 마침내 네

덜란드어를 버리고 자유로운 말레이어를 쓰고자 마음먹게 된다. 

한편, 하층민 농부 트루노동소는 네덜란드 정부 직원들과 공장 측 토착민의 

위협에서 도망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자신의 땅에서 도망쳐야 하는 상황

은 당시 인도네시아 하층민의 위치를 암시한다. 밍케는 식민 지배자의 잔혹함

을 알게 되면서 식민지배 자체가 억압적인 행위임을 깨닫는다. 그는 더 이상 

네덜란드어를 쓰지 않는다. 이제 그는 글을 쓰는 데 있어, 말레이어가 민족의 

성격과 자신이 지닌 사상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밍케는 민족을 통합하고자 단체를 설립하면서, 토착민을 위한 신문 ‘메

단’을 만든다. 특히 ‘메단’의 언어를 말레이어로 정함으로써, 이 신문은 트루노

동소와 같이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보호의 도구가 된다.157) 소설 초반에 밍케

는 네덜란드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등 식민 지배자를 모방하는데, 이후 그는 

네덜란드에게서 받은 교육을 이용해 그에 저항할 조직과 신문을 만들어낸다. 

이 때문에 밍케는 『만세전』의 이인화처럼 감시당한다. 그러나 밍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민족단체와 신문이라는 두 가지 도구를 통해 민족을 이끌어 나가

156) Ibid, pp.249-250.
157) “메단은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인도네시아)에 토착민을 위한 은인이 된다.” 

(Pramoedya Ananta Toer, Jejak Langkah(『발자국』),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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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자처한다. 

이인화와 밍케의 상황을 살펴보면 모방을 권장하는 지배자의 ‘교육 제도’야

말로 두 인물로 하여금 더욱 저항적인 생각을 지니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

적하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는 여로의 역할 역시 간과할 수가 없다. 두 인물 모

두 여정을 통해 민족의식을 키워나가게 된다. 이에 이 인물들은 마음 속 깊이 

저항의지를 품게 된다. 이렇듯 모방과 저항이 더불어 나타나는 것이 피식민자

의 양가성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차이점도 있다. 프라무댜의 소설에서 

주인공이 보이는 저항은 매우 극단적으로 그려지며 결국 주인공 밍케는 유배된

다. 아무래도 프라무댜 소설은 식민지 당시 집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저항의 형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한편 염상섭의 경우 프라무

댜보다 소극적으로 저항의 형식을 그려낸다. 당시 조선에서는 반식민지적 행동

을 보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염상섭은 식민지 시기에 소설을 

창작했으므로, 식민지 배경의 작품에서 저항 운동을 노골적으로 묘사할 수 없

었다. 작가 염상섭은 소설에서 저항의 의도를 조심스레 표현하려 한 것으로 파

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교육’이라는 제도를 지배자가 운영하는 

것이면서도 지배자에 대항하는 의식을 키워낼 수 있는 것으로 그려낸다는 점에

서 공통점을 지닌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두 작품 속 조선과 인도네시아는 혼성성을 지닌 

공간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피식민자는 식민 지배자를 모방

하고자 한다. 그러나 식민 지배자는 피식민자를 자신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았고, 이에 피식민자가 저항의지를 품게 될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이에 식민

자는 피식민자를 감시한다. 두 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적 글쓰기 전략의 특징은 

모방, 저항 또한 감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두 작품의 주인공인 이인화와 밍케

는 두 국가의 피식민자를 대표하며, 그들은 지배국가의 생활 양식을 모방하는 

동시에 저항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차이점은 이인화의 저항

은 밍케의 것처럼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본고가 살펴본 두 작품의 차이점은 두 민족의 차이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조선의 경우 인도네시아처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는 아닌 것이 특징적

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부에서의 갈등은 대체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외부, 즉 지배자 일본과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물론 『만세전』의 주인공 이

인화는 일본을 위해 일하는 조선인으로부터 감시를 당하는 것으로 그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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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조선인끼리의 갈등은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게다가 문화적으로 보아도, 

조선은 언어 사용에서 내부 갈등을 겪을 일이 없다. 지역에 따라 억양은 다르

지만 하나의 언어, 즉 한국어가 나라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

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 다양한 민족과 언어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 갈등은 물론, 내부 갈등 역시 흔히 발견되었다. 프라무댜의 소설에서 인도

네시아 중심 문화인 자바 문화에 반대하는 주인공 밍케와 자바 문화를 순종적

으로 따르는 인물 사이의 갈등이 내부 갈등의 예로 거론될 수 있다. 또한 언어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예컨대, 밍케가 글쓰기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밍케와 주변인물의 갈등을 유발한다.

3.2. 전통과 근대에 대한 지향

이 장에서는 염상섭의 『삼대』(1931)에 나타난 양가성을 프라무댜의 ‘부루 

4부작’ 작품의 특징과 비교하고자 한다. 소설 『삼대』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

로 한 중산층 집안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

룬 작품이다. 『삼대』의 주요 인물은 조씨 가문의 조의관, 그의 아들 조상훈, 

손자 조덕기로 삼대에 걸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소설의 

가장 큰 주제로는 전통을 쫓는 사람, 즉 보수주의자와 그 반대로 근대적 사고

를 지니기 시작하는 인물 간의 갈등을 꼽을 수 있다. 1930년대 한국, 즉 식민

지 하 조선은 ‘혼성성’의 공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식민지 지배로 인해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서, 새 문화가 기존의 전통 문화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

레 ‘양가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염상섭의 『삼대』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벌

어진 상황을 면밀히 그려내고 있기에, 이 작품에서도 양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설에는 전통을 지키려는 인물과 전통을 버리고 근대 문화를 추구하는 인

물이 함께 등장한다. 이와 비슷하게 프라무댜의 ‘부루 4부작’에서도 전통을 추

구하는 자바의 풍습, 이른바 자바니즘을 지향하는 인물과 그에 반대하는 인물

이 모두 등장한다.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두 작품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염상섭의 『삼대』에서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대표적 인물은 조의관이

다. 조의관은 조씨 가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영감이다. 이러한 인물의 성격으



- 83 -

로 미루어보았을 때, 그가 보수적인 사상을 지니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

다. 그는 분명 봉건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특히 제사와 관련하여 조의관

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보인다. 제사를 찬양하는 모습에서 그의 성격이 드러난

다. 그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을 모시고자 한다. 소설 첫 부분부터 나

타나듯, 조의관은 자신의 부친을 위한 제사를 준비하려 한다. 또, 그는 부친의 

제사 뿐만 아니라 새해의 다례까지 지내야 하기 때문에, 몸이 아픈 와중에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다. 

“응? 오늘이 벌써 그믐이냐? 그럼 내일 다례 지낼 분별은 해놓았니?” 하고 놀

라서 물었다.

“이 우환 중에 올해만은 안 잡숫기로 어떻겠습니까?”

덕기가 이런 소리를 하니까 조부는 소리를 지르고, 내가 살아서도 이런 제야 

죽은 뒤에는 어쩌려느냐고 야단을 치는 바람에 예예 하고 나온 것이다.158) 

위의 인용문을 통해 조의관이 얼마나 전통과 관련된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관습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반감을 지니고 있는데, 조의관의 

아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아들이 근대적 성격을 지닌 종교를 믿는 다는 사실에 

그는 아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낸다. 당시 기독교는 대표적인 근대 문화 중 

하나였으며, 보수주의자인 조의관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처럼 아들

을 증오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가 봉건주의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의관의 보수적인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는 그가 끈질기게 명

예를 붙잡고 있는 데서 드러난다. 그가 보이는 권력욕은 전통 사회에서의 명예

와 결부된다. 한 사회에서 맡은 위치가 높을수록 그의 권력 역시 클 것이다. 명

예를 추구하는 조의관의 탐욕은 그가 가문을 위한다며 양반 가문의 족보를 사

오는 데서도 드러난다. 풍족한 재산을 이용해 더욱 높은 계층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과 가문이 사회에서 보다 높은 위치에 있길 바란다.  

....맨 나중으로 하는 오입이 이번 이 대동보소를 맡은 것인데 이번에는 좀 단

158) 염상섭, 『염상섭 전집 4 삼대』, 민음사, 1987,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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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거려서 2만 냥의 열 곱 20만 냥이나 쓴 것이다. 그것도 어엿이 자기 집 자

기 종파의 족보를 꾸민다면야 설혹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덮어

놓고 오입이라고 해서는 말이 아니요 인사가 아니겠지만, 상훈이를 보아서는 대

동보소라는 것부터 굳이 반대는 안 한다 해도 그리 긴한 것이 없는데 게다가 

××씨의 족보의 한몫 비집고 끼려고―덤붙이가 되려고 4천 원 템이나 생돈을 

내놓는다는 것은 적어도 오입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돈 주고 양반을 사!’

이것이 상훈이에게는 일종의 굴욕이었다.159) 

조의관은 적지 않은 돈으로 족보를 꾸며낸다. 이 같은 조의관의 행동은 프라

무댜의 ‘부루 4부작’ 속 밍케 아버지의 행동과 거의 유사하다. 밍케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인도네시아 자바의 귀족층은 대부분 전통적인 자바니즘 사상을 유지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두 작품은 전

통에 대하여 순종적 태도를 보이는 인물은 중산층 혹은 귀족이라는 점에서 유

사하다. 예컨대 조의관은 가문의 명예를 중시한다. 밍케의 아버지 그런 것으로 

보인다. 밍케의 아버지를 포함한 프라무댜의 소설에 등장하는 중산층들은 더욱 

높은 위치를 추구하며 명예를 중시한다. 때문에 그들은 네덜란드인이나 유럽인

에 저항할 의지가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 네덜란드과 유럽인은 식민 지배자이

기에 그들이 따라야 할 높은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염상섭과 프라무댜의 소설은 분명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둘 다 전통

을 중시하면서도, 각각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다르다. 먼저, 『삼대』의 조부 

조의관은 제사를 중시한다. 염상섭의 소설에 나타난 조의관의 경우, 앞서 언급

했듯 제사나 다례와 같은 전통 문화에 초점을 맞춰 보수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 풍습이

다. 이에 대해 작가 염상섭이 비판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비해 프라무댜의 소설은 높은 사람을 대하는 하층민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다. 밍케의 아버지는 군수로서 높은 직책을 갖추고 있기에, 하인 같은 낮은 

계층의 인물은 그와 같은 위치에 서있을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당시 인도

네시아에는 높은 계층의 사람에게 순종해야만 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자바 문화를 작가가 비판하려는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설명했듯이 자

159) 위의 책, 8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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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는 네덜란드 식민지 초기부터 한 국가의 중심지역이 되었다. 따라서 자바 문

화는 다른 민족의 문화에 비해 우월한 듯 보이며, 인도네시아의 제도에 총체적

으로 영향을 끼친다. 대부분의 자바인들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따르면서, 동시에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토착민들을 함부로 대했다. 하층민들은 저항할 능력이 

없기에 짓밟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작가 프라무댜는 윗사람에게 무조건 굴복

해야 하는 이런 문화가 불합리한 것이라 본 것이다. 

한편, 『삼대』에서 조의관은 제사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

산을 지키는 일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프라무댜 소설 속 인물과 다르다. 재산

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조의관에게 재산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조의관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은 그의 재산을 호시

탐탐 노리기만 한다. 마침내 조의관이 갑작스럽게 다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수원집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은 조의관의 재산을 빼돌리고자 모의한다. 따라서 

작가 염상섭은 이 소설에서 권력 혹은 재산만 중요시 하는 인물들을 비판적으

로 다루고 있다. 한편, 프라무댜의 작품에서는 밍케의 아버지가 재산이나 돈을 

중요시하는 인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그는 순전히 명예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혼성성의 공간에서는 전통 문화 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흐

름이 나타난다. 염상섭의 소설에서도 전통보다 근대적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인

물들이 등장한다. 이런 인물들은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며, 재산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인물의 예로는 조덕기의 부친 조상훈, 그리고 

조부와 재혼한 수원집이다.

조상훈에 대해 살펴보자면 그는 전통적인 것을 지켜내는 일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인물이다. 그는 “이태 동안이나 미국 다녀온 사람”160)이며, 자연스레 

근대주의적 사고를 취하게 되었다. 특히 그의 종교적 믿음은 그가 이러한 태도

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기독교 신자인데, 때문에 제사를 

통해 조상을 모셔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게다가 그는 교회에서 열성적으로 활

동하는 독실한 신자이다. 이 같은 특징들로 미루어보아, 조상훈은 매우 근대적

인 사고를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제사를 거부하는 조상훈의 사고방식은 

모친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조의관

은 아들 조상훈을 향해 ‘애미도 모르는 자식’161)이라 말한다. 이로써 조상훈은 

160) 위의 책, 59면.
161) 위의 책,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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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에서 점점 더 애매한 위치로 밀려나게 된다. 그는 아버지는 물론 아들에게

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돈만 쫓는 인물이다. 

덕기는 부친의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역시 구

습상 부친에게 반대할 수도 없고 또 제 주제에 길게 논란할 수도 없는 터여서 

그만두었다. 그뿐 아니라 부친이, 생각하였던 것보다는 현대 사상 경향이나 사회 

현상에 경향이나 사회 현상에 대하여 아주 어둡고 무관심한 것이 아닌 것을 발

견한 것이 반갑기도 하고, 부자 간의 이런 토론은 처음이었으나 그로 말미암마 

부친과 자기 사이가 좀 가까워진 것 같은 기쁨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웃고만 말

았지만, 어쨌든 부친은 봉건시대(封建時代)에서 지금 시대(現時代) 로 건너오는 

외나무다리의 중턱에 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마치 집안에서도 조부와 덕기 자신

의 중간에 끼여서 조부 편이 될 수도 없고 아들인 덕기 자신의 편도 못 되는 것

과 같은 어지중간에 선 처지라고 세삼스러이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만큼 사회적

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는 자기의 사상 내용으로나 가장 불안정한 번민기(煩悶
期)에 있는 처지인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162)

조상훈은 기독교 신자이면서도 돈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는 자본주의와 

관련된 성향이라 볼 수 있다. 그는 지속적으로 도박판에 낄 뿐 아니라, 홍경애

와 김의경이라는 여자들과 연애를 즐긴다. 마침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엔 물려받은 유산으로 집을 기생집으로 바꾸고 만다. 조상훈은 매당집이라는 

인물의 조종 하에 물질주의에 점점 더 깊게 빠져들게 된다. 자연스레 그는 전

통 문화를 배격하고, 물질주의 또는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돈에만 관심을 보인

다. 게다가 여자에 빠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그의 생활방식은 그가 믿는 기독교

의 가르침과 상반된 것이다. 이렇듯 작가 염상섭은 조상훈이라는 인물을 부정

적으로 그리고 있다. 조상훈은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다 결국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기도 한다.

다음 두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수원집이다. 수원집이 조의관과 결혼하려는 건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원집은 전통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하므로 

유교 사상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이 없다. 사실 수원집은 조의관이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재혼할 수 없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조건

을 거절하며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한다. 돈을 받아내고자, 주변 사람들과 모의

162) 위의 책, 36면.



- 87 -

하는 상황은 다음 인용문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처럼 그녀는 돈을 매우 중시

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녀가 조의관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조덕기 모친이 말했던 인용에서 알 수 있다.

“아무려면 내가 공연한 소리를 했겠니? 제삿날만 하더라도 그 부산통에 어멈

과 틈틈이 수군거리다가 남들은 바빠서 쩔쩔매는데 친정에서 누군가 올라와서 

무슨 여관에선가 앓아 누웠는데 곧 가 보아야 할 일이 있다고 영감님이  계신 

틈을 타서 휘 나가 버리니 제 어멈이 숨을 몬대도 그럴 수 없는데 그게 말이냐? 

···· 아무리 정성이 없고 할 줄 모르는 일이라 하기로 대낮까지 경대를 버티고 앉

았던 사람이 겨우 나물거리를 뒤적거리는 체 하다고 쓸어 맽겨 놓고 휘 나가는 

그런 버릇은 어디 있고 원체 그 어멈이 최참봉의 천으로 들어온 거라는데 들어

온 지 며칠이 못 되어서 부동이 되어 숙덕거리고 또 게다가 나갈 제 대문 안에

서 최참봉과 수근거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쨌든 저희들끼리 무슨 냉통들이 있

는 것이 뻔한 게 아니냐마는 할아버니께서야 그런 걸 아시기나 한다든!”163)

조상훈과 수원집 같은 인물들은 물질주의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염상섭은 19세기 이후 조선에 나타난 자본주의 흐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본주의가 인간들로 하여금 배금주의를 포

함한 물질주의적 욕망을 지니게 하고, 이러한 생활 방식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164) 염상섭의 이러한 시각은 조상훈과 수원집에 

관한 묘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설 속에서 두 인물은 매우 부정적으로 그

려지고 있다. 두 인물처럼 물질주의에 깊이 빠지는 일은 오히려 행복해질 수 

없는 길이라고 염상섭은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너의 말을 들으면 자바인이 되는 것을 더 싫어하나봐, 아들아.”

“자바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머니?”165)

한편 프라무댜의 ‘부루 4부작’에서는 전통에 대한 반감을 보이는 인물이 존재

하긴 하지만, 조상훈과 수원집처럼 물질주의적 경향을 지닌 인물은 보이지 않

163) 위의 책, 96면.
164) 김재용, 「세계문학으로서의 염상섭 문학」, 42면.
165) Pramoedya Ananta Toer, Anak Semua Bangsa(『모든 민족의 아이들』),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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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 소설에서 근대화를 지향하는 인물은 밍케와 냐이 온토소로이다. 두 인

물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바니즘에 대한 반감은 보이고 있지만, 근대주의와 더

불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2장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밍케는 그

저 아버지를 대우할 때 자바의 풍습을 따라야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을 뿐이

다. 유럽식 근대 교육을 받은 그에게 있어 자바의 풍습을 따르는 것은 그가 습

득한 새로운 지식의 무용성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높은 사람 앞에서 

무릎으로 움직이는 것과 경의를 표하는 것은 자신을 과하게 낮추는 태도나 마

찬가지다. 밍케가 보기에 이는 사라져야할 관습이다. 또한 밍케는 자바인이 사

용하는 자바어에 대한 반감을 보이기도 한다. 그에 의하면 자바어는 ‘복잡한 자

바 삶의 제도가 사회 계층에 몸을 바치게 강제하는’166) 언어이다. 때문에 그는 

첫 번째 아내인 안넬리스 멜레마와 대화할 때도 자바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

로 묘사된다. 자바어, 그리고 자바의 모든 풍습에 반감을 가진 밍케는 “자바인 

되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인물이다. 결국 밍케는 자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근대로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 

밍케 이외에도 냐이 온토소로 역시 전통 문화를 중시하지 않는다. 2장에 확

인해보았듯이, 그녀는 유럽 여성과 유사한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타인을 대할 때, 그녀는 자바 관습을 따르지 않고 유럽의 방식으로 

행동한다. 

그러나 이들은 근대적 사고를 지닌 듯 보이면서도, 물질주의에 굴복하진 않

는다. 밍케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다른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며 부모님과 떨

어져 살아야 했다. 그런데 밍케는 돈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본래 자바 귀

족 사이에서는 부친의 직업이 아들에게 이어진다는 풍습이 있었다. 밍케의 아

버지가 군수이므로 원래대로라면 밍케 역시 군수 직책을 맡아야 했다. 그러나 

밍케는 “군수가 될 의지가 없다”167)고 강조하며 군수로서 받을 특권에도 전혀 

관심이 없음을 밝힌다. 특히 밍케가 집에서 받은 편지에 답장을 보내지 않는 

행동은 그가 귀족으로서의 편한 생활을 버리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후 자

바의 풍습에 대한 밍케의 반발심은 더욱 강해진다. 밍케는 군수로서의 편한 생

활보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겪는 식민지 상황의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그가 

조직을 꾸리고, 토착민을 위한 신문을 발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66) Pramoedya Ananta Toer, Bumi Manusia(『인간의 대지』), p.65.
167) Ibid,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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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이 온토소로의 경우, 회사를 운영하여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녀는 자

신을 위해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형편이 어려운 주변 사람

들을 돕기 위해 돈을 쓴다. 처음부터 냐이 온토소로는 딸 안넬리스 멜레마와 

연인관계인 밍케를 돕기 위해 자금을 제공한다. 또, 그녀는 농부 트루노동소와 

그의 가족이 도피할 때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등 여러모로 도움을 제공

한다. 이 같은 이야기로 미루어보아, 그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으로 보

인다. 물론 그녀가 즐겨 입는 옷은 일반 자바 여성이 입는 전통 의상이 아닌 

고금 의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물질주의나 자본주의에 의해 타

락한 것은 아니다. 냐이 온토소로는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재산을 아낌없이 

나눠준다. 

이러한 밍케와 냐이 온토소로의 태도는 작가 프라무댜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

다. 프라무댜는 이타적인 인간성에 초점을 맞춰 식민지 시기의 해결책을 모색

하고자 했고, 밍케와 냐이 온토로소로 대표되는 인물들을 통해 그의 이상을 작

품 속에서 실현한 것이다. 밍케와 냐이 온토소로는 작가 프라무댜가 지닌 휴머

니즘 사상을 반영한다. 이는 작가의 실제 삶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그 역시 

살면서 여러 차례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은 바 있기에, 그는 휴머니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작품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혁명

적인 영웅(revolutionary hero)”의 역할을 맡은 인물을 자주 등장시켰다.168) 자

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 냐이 온토소로와 밍케는 “혁명적인 영웅”에 해당

한다. 이러한 인물들은 시민들을 계몽시켜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염상섭의 『삼대』는 프라무댜의 소설과 비교했을 때 근대적 사고를 지닌 인

물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조상훈과 수원집을 포함한 몇

몇 인물들은 물질주의에 타락해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한다. 또한 이전에 살펴

본 『만세전』에서 다루어진 음주 문화나 계집질에 빠진 남성 인물의 모습에서

도 근대주의적 생활 방식이 염상섭 소설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작가는 근대 

문화를 추구하는 인물들이 당시의 해결책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굶으며 먹으며 동경바닥에서 일년간 뒹구는 동안에는 생활이 그러니만

168) Koh Young Hun, op. cit., pp.34-35, 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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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사상이나 기분이 더욱 과격하여졌었다. 부친과의 거리가 천리 만리 떨어진 것

은 말할 것도 없고 할 수 없이 경도까지 노자를 만들어 가지고 덕기에게 귀국을 

시켜 달라고 왔을 때 덕기도 자기와도 사상으로 거리가 여간 멀어지지 않은 것

을 보고 놀랐었다.169)

세 번째 특징적인 인물은 공산주의자이다.『삼대』에서 공산주의자를 대표하

는 것은 조덕기의 절친 김병화라는 인물이다. 소설의 첫 부분부터 등장한 김병

화는 작품에서 의미심장하게 다루어진다. 조덕기는 김병화를 ‘빨갱이’라고 부른

다. 본래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점차 기독교의 교리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그는 더 이상 종교에 순응하지 않는다. 이에 그는 홀로 

진로를 결정하고 이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을 빚게 된다. 마침내 김병화는 집을 

나오게 된다. 이후 그는 공산주의에 빠져 근대적인 성격을 지닌 기독교는 물론, 

전근대 혹은 전통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반감을 표한다.170) 이처럼 이 작품에서 

공산주의는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모두와 맞지 않는 사상으로 묘사된다. 

김병화는 홍경애의 친척 피혁과 함께 공산주의 사상을 토대로 일제에 저항하

는 독립 운동을 일으킨다. 여기에는 홍경애와 이필순네 가족도 관여하였다. 또

한 그는 피혁으로부터 공산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반식민 운동을 행하기 위한 

자금을 받기도 한다. 그 돈으로 김병화는 남몰래 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위해 ‘산

해진’이라는 일본 반찬 가게를 사들인다. 그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조덕기에게 밝힌다. 김병화와 그의 주변인물들은 노골적

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나 늘 경찰관에게서 늘 감시받곤 한다. 이 소

설에서 공산주의자의 결말은 그리 밝게 그려지지 않는다. 김병화의 동료이자 

공산주의자인 장훈이라는 인물이 경찰에 붙잡힌 뒤 스스로 혀를 잘라 목숨을 

끊는 모습171)에서, 공산주의자의 막막한 현실을 느낄 수 있다. 

『삼대』에 드러나는 염상섭의 특수성은 공산주의 운동을 반식민 운동으로 

169) 염상섭, 앞의 책, 44면.
170) “자네, 증조부 뵈었나?······콧배기도 못 본 증조부 제사에 자네가 꼭 참례를 해야 제사

를 받으시겠다고 천당인지 극락세계에선지 라디오가 왔던가?”하며 병화가 웃으려니까 덕
기도 마주 웃으면서, “에이 미친 사람!”하고 눈을 찌푸려 보인다. (염상섭, 위의 책, 40면)
집에 돌아와서는 두 달도 못 되어서 부친과 충돌이 생겼다. 밥상 받고 기도 아니하는 데
서부터 충돌이 생겼던 것이다. 아비 말 안 듣고 신앙도 빠뜨리고 다니는 자식은 어서 되
져 버리든지 나가 버리든지 하라고 야단을 친 것이었다. (위의 책, 44면)

171) 위의 책, 395~3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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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소설 나타나는 반식민 운동의 도구는 오로지 공산

주의자의 운동 뿐이다. 특히 작가 염상섭은 김병화라는 인물을 통해 공산주의

자 운동가들이 힘을 모으는 방법과 반식민 운동을 이끄는 과정을 면밀히 그려

내고 있다. 프라무댜의 소설과 비교해보면 프라무댜는 계층간의 갈등을 ‘부루 4

부작’에 묘사한다는 평가를 받긴 하나, 노골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노출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조덕기다. 그는 조의관과 조상훈의 중간 쯤에 위

치한 인물이다. 그는 중산층 집안의 손자로, 일본에서 유학 중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한 조덕기는 일본어에 능숙할 뿐 아니라 좋은 성격을 지닌 것으

로 묘사된다. 그런 성격으로 인해 그는 조부와 부친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

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부는 조덕기를 훨씬 더 가깝게 느낀다. 조덕기가 부

모와 함께 살지 않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조부의 큰 집에서 사는 것

도 이 때문이다. 조덕기의 조부 조의관은 부친 보다 조덕기에 더 많은 애정을 

표현한다. 그러나 조덕기가 아버지 조상훈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조덕기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자연스레 근대 문화에 익숙해진다. 그가 지닌 

근대적인 사고방식은 아내를 보고 신여성에 대해 떠올리는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아내는 ‘소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구식 가정에서 자라난’ 172)여성이

다. 그는 “요새의 신여성 같았으면야 풍파가 나도 몇 번 났을지 모르겠다고 생

각하면, 신지식 없다고 싫어하던 것이 이제는 도리어 잘되었다”173)고 생각한다. 

제국주의 나라에서 교육받아 근대주의적 사상이 지니게 된 그는 이렇게 생각하

는 것이다. 만약 그가 조선에서 전통만을 추구하는 그의 조부와 계속 살았더라

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지니게 되었을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그러나 조덕기는 근대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다 해도, 아버지 조상훈처럼 돈 

혹은 여자와 관련한 것에 관심을 두지는 않는다. 조의관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손자 덕기에게 재산을 맡기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탐욕을 지니진 않는다. 조덕

기의 이러한 성격을 통해 염상섭은 그가 식민지 상황에서 “나름대로 주체적 근

대를 모색하며 극복하는” 인물임을 암시한다.174) 조덕기는 전통 문화에 대해서

도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동시에 반감을 표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아무 

172) 위의 책, 33면.
173) 위의 책, 같은 면.
174) 김재용, 「염상섭의 민족의식과 비서구 식민지의 근대성」, 『한국언어문학』 41, 

1998, 178~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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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없고 반대하지도 않는 조덕기의 태도는 조부가 제사를 준비할 때 잘 드

러난다. 조덕기는 제사를 준비하라는 말을 듣지만, 밤늦게 집에 들어온다. 또한, 

조부가 입원했을 때 다례를 지내야 한다는 말에도 “우한 중에 올해만은 안 잡

숫기로 어떻겠”175)냐고 답하기도 한다. 조덕기는 조부와 달리 오랜 관습을 중

요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여성에 대한 그의 생각이나 제사

를 중시하지 않는 태도는 작가 염상섭의 경향을 반영한다. 염상섭은 전통주의

자 혹은 보수주의자 어느 쪽도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그는 근대적 문화

에 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았다.176) 

염상섭이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는 조덕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는 근대 

문화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이는 우선 

조덕기가 이필순을 향해 어떤 감정을 지니고 있는 지에서 드러난다. 조덕기는 

작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땐 조부와 부친과 다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나, 

일정 부분에선 부친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이는 여자와 관련된 것이다. 그는 이

필순이라는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부친과 홍경애의 

관계와 비슷하다. 조덕기의 부친이 홍경애와 가까워진 것은 홍경애의 부친이 

병을 앓아 죽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면서다. 조덕기도 마찬가지로 필

순의 가족을 돕고자 하며, 필순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필순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마음먹는다. 뿐만 아니라 필순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대접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덕기는 부친과 같은 길을 걷고 싶어하진 않는다. 그

는 필순을 제2의 경애로 만들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덕기는 모친의 히스테리가 또 된 시초가 동했구나 하며 잠자코 듣고만 있으

나, “너 아버지 내력”이란 말에 가슴이 쿡 찔리며 불현 듯이 반감이 새이는 것이

었다. 그 아버지의 자시기지마는, 아버지 같다는 것은 듣기 싫었다. 덕기는 자기

가 부친같이 계집에 눈이 벌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177) 

“경애 아버지의 약값 대다가 그렇게 되듯, 너도 그애 아버지의 약값, 입원료나 

무리꾸럭을 해줄거라!·······”

모친의 이 말은 염통을 꼭 찌르는 것이었다. 이때껏 무심하였더니만큼 덕기는 

깜짝 놀란 것이다. 거기에는 무슨 숙명적 무서운 인과가 엉크러진 것 같이 겁이 

175) 염상섭, 앞의 책, 263면.
176) 김재용, 앞의 글, 171면.
177) 염상섭, 앞의 책, 3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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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쩍 나는 것이었다.

―필순이를 “제이 홍경애”를 만들 수는 없다! 

덕기는 속으로 뇌었다.

―필순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이다! 

덕기는 어느덧 자기 눈에도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참았다.178)

조덕기는 조부 조의관과 아버지 조상훈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태도는 조덕기가 그들과 동일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들과는 다른 방

식으로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한다. 덕기의 해결책이란 그가 탐욕과 성욕

의 덫에 빠져버리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

은 재산을 맡게 될 때 드러난다. 조덕기의 조부는 죽기 전에 덕기에게 금고 열

쇠를 맡긴다. 조덕기는 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금고의 열쇠를 맡을 능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조덕기는 부친인 조상훈

이 아직 건강하게 살아 있기 때문에 금고의 열쇠를 자신이 아닌 부친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조덕기는 재산 혹은 권력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조덕기의 성격은 조부의 부탁을 겸손하게 거절하는 모습

에서도 잘 드러난다. 오히려 조부는 이처럼 겸손한 덕기의 성격 때문에 그에게 

열쇠를 맡기고 싶어 한다. 

 “네 말대로 되었으면 작히나 좋으랴만 다시 일어난대도 나는 폐인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어쨌든 이 금고 열쇠를 맡아라. 어떤 놈이 무어라고 하든지 소용없

다. 이 열쇠 하나를 네게 맡기려고 그렇게 급히 부른 것이다. 이것만 맡겨놓으면 

인제는 나도 마음 놓고 눈을 감겠다.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는 네 마음대로 한만

히 열어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금고 속에는 네 도장까지 있다마는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네 도장이라도 네 손으로 써서는 아니 된다. 이 열쇠는 맡아 두었다가 내

가 천행으로 일어나면 그대로 내게 다시다오.”

...

“아직 제가 맡을 것이야 있습니까? 저는 할아버지 병환만 웬만하시면 곧 다시 

갈 텐데요! 그리고 아범을 제쳐놓고 제가 어떻게 맡습니까?”

덕기로서는 도리로 보아도 그렇지만 공부를 집어치우고 살림꾼으로 들어앉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179) 

178) 위의 책, 372~3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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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기가 조씨 가문의 상속인이 되고, 금고의 열쇠를 지키는 일이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들은 수월하게 해결된다. 그가 일처리를 잘 한다는 사실

은 조부가 세상을 떠난 직후 부친과 수원집이 그들의 몫을 요청하는 것에 대처

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그는 현명하게 재산을 분배하나, 부친과 수원

집으로부터 끊임없는 요구를 받아 결국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넘기게 된다. 호

화로운 재산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서 조덕기는 그들과 다르다. 

이러한 태도는 조부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긴 이유이기도 했으며, 그가 조부와 

부친의 중간 지점이 된 이유이기도 했다. 이처럼 조덕기는 전통과 근대의 변동 

속에서 중간파의 역할을 유지함으로써 자기만의 해결책을 모색하며 실질적인 

해법을 추구한다. 조덕기라는 인물을 통해 염상섭은 전통과 근대의 갈등을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조덕기는 공산주의자인 친구 김병화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다. 소설의 

첫 장부터 그는 김병화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행동으로 지지한다. 그의 이러

한 태도가 가장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김병화가 공산주의자 운동가 피혁으

로부터 돈을 받아 일본식 반찬 가게를 살 때다. 그는 경찰관에게 피혁의 이름

을 밝히는 대신 조덕기의 이름을 말한다. 조덕기는 물론 이에 대해 동의하고 

김병화의 계획을 따른다. 김병화와 주변 인물들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경찰에게 

수사를 받아야 했을 때도 조덕기는 끊임없이 김병화를 돕는다. 김병화가 자금

을 지원받는 사건은 염상섭이 1922년에 실제로 벌어진 상황을 포착해 쓴 것이

다. 김윤식에 의하면 1922년에 “공산주의사상가인 여운형이 레닌을 만났고, 소

련정부로부터 공산주의운동자금이 조선에 스며든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180)이 

있었으며, 기자로 생활했던 염상섭은 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이라고 했다. 작가는 날카로운 관점으로 실제 사건을 포착해 소설에 반영하고 

있다. 

... 즉, 덕기 조부의 독살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 주범이 조덕기라면 분명히 

그 교사자(敎唆者)는 김병화라는 단안(斷案)이다. 첫째, 부호 자제와 공산주의자

가 그렇게 친할 제야 아무 의미 없는, 동문수학하였다는 관계뿐이 아닐 것, 둘

179) 위의 책, 253면.
180) 김윤식, 앞의 책, 5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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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경도부 경찰부에 의뢰하여 조사해본 결과 특별히 불온한 점은 인정치 않으

나, 덕기의 하숙에 두고 나온 책장에 맑쓰와 레닌에 관한 저서가 유난히 많다는 

점, 셋째, 덕기가 돈 천 원을 주어서 장사를 시키는 점, 넷째, 작년 겨울에 한참 

동안 두 청년이 짝을 지어 빡커쓰 드나들었는데, 그 여주인도 다소간 분홍빛이 

끼었다는 저! 등등으로 보아서 조덕기는 그 소위 심퍼사이저어(동정자)인 것이

다....181)

김병화를 돕는 조덕기의 태도를 통해 그가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금천 경찰관의 묘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덕기의 하숙집이 

점검받았을 때 공산주의에 관한 상당수의 저서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조덕기는 

공산주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병화가 반찬 가게 ‘산

해진’을 사들인 이유는 공산주의 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과 결부되는데, 

공산주의자는 대개 반식민 운동을 이끌었다. 김병화가 펼치는 반식민 운동에 

자연스레 조덕기도 관여하게 된다. 조덕기의 이러한 태도는 식민지 조선이 공

산주의 운동을 통해 식민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

다. 이 소설에 나타나는 식민지배에 대한 저항은 김병화와 다른 공산주의자가 

이끄는 운동을 예로 들 있다. 따라서 조덕기가 소유한 사상은 당대 발생하는 

가정 내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중간이라는 그의 위치는 양가성을 띤 해결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컨대 

보수적인 것에 대한 반감을 노출하지 않으나 그것을 따르지 않은 태도에서 조

덕기는 보수주의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공산주의를 개인적으로 따

르지 않지만 그는 공산주의 운동가를 지지하는 것은 조덕기가 지닌 양가적 태

도로 읽어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조의관과 조상훈을 통해 밝혀진 당시 문제에 대해 양가

성을 지닌 조덕기라는 인물이 해결책을 소유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프라무댜의 ‘부루 4부작’ 작품과 비교하자면, 밍케라는 인물과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왜냐면, 밍케 역시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당시 인도네시아

의 식민지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우선 조덕기

와 밍케의 전반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두 인물은 각 지배국을 모방하는 인물로 

보일 수 있다. 두 인물은 식민 지배자로부터 교육을 받는 피식민자이다. 조덕기

181) 염상섭, 앞의 책, 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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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밍케는 지배자의 언어에 능통하며, 지배자의 옷차림에도 익숙하다는 점에서 

모방을 행하는 인물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두 인물의 성향에서는 다른 점이 나

타난다. 조덕기는 전통과 근대 사이에 끼어 있는 중간 지점의 인물인 데 비해, 

밍케는 전통에 대한 혐오감을 강하게 표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덕기는 신여성에 관심을 갖는데, 밍케 또한 마찬가지

로 전통 자바 문화를 따르는 순수 자바인 여성과 결혼할 마음이 없다. 밍케는 

“유럽적 사상은 다소간 우리에 있어 많은 것에 대한 사상을 바꾸며 우리가 맞

춰야 할 조건도 주”182)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바의 관습에 매달리는 자바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조덕기와 밍케가 지배자가 

제공한 학문을 습득하는 동시에 여러 분야에 관한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얻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덕기는 전통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데 비해, 밍

케는 자바어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하여 전통적인 자바 문화를 중요시하지 않

는 태도를 보인다. 자바 풍습에는 높은 계층의 사람과 낮은 계층의 사람을 구

별해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밍케의 사상과 맞지 않는 것이다. 자바를 우

월하다고 여기지 않는 밍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통을 유지할 경우, 인도네시아

의 발전이 어려워져 “신발처럼 밟힐 것”183)이라고 믿는다. 이는 작가 프라무댜

의 관점을 반영한다. 프라무댜가 자바니즘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은 다음 인용

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자바주의예요. 윗사람의 명령에는 항상 복종해야 한다는 불문율이죠.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16세기에 우리 수장들의 저항을 약탈하기 위해 네덜

라드에서 항해해 온 이들은 마을 수장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 금과 은

을 안겼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위 권력에 대해 갖는 깊은 존경심 때문에 감히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바주의입니다! 온 나라가 약탈을 당했는데, 

외국 침략자들과 지방 엘리트들은 이익을 얻었죠."184)

인용문을 통해 프라무댜가 자바의 엘리트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온 

나라를 수탈하는 지배자를 따르는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182) Pramoedya Ananta Toer, Anak Semua Bangsa(『모든 민족의 아이들』), p.176.
183) Pramoedya Ananta Toer,  Jejak Langkah(『발자국』), p.11.
184) 안드레 블첵, 로시 인디라 (지음), 여운경 (옮김), 앞의 책, 100~101면.



- 97 -

다. 특히 그들은 지배자들에 의해 아랫사람이 고통에 처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바의 생활 방식은 온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

다. 따라서 밍케는 민족을 위한 조직을 만들 때 자기 민족인 자바만을 위한 것

으로 설립하지 않고 인도네시아의 모든 민족을 위해 조직을 만든다. 그는 공식 

언어 또한 자바어로 규정하지 않고, 온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말레이어를 택

한다. 마침내 그는 식민지 당시 인도네시아 전체를 혼합할 수 있도록 이중적인 

민족(double nation) 사상에 기본을 둔 ‘샤리캇 프리야이’를 설립했다.

이처럼 프라무댜는 밍케를 통해서 식민지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운동

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염상섭의 경우, 조덕기라를 인물을 통해 당대 식민지 

조선에서 벌어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렴풋이 보여준다. 염상섭의 

다른 특징으로는 본고에서 다루었듯 두 소설에서 유사한 문화가 발견되고 있다

는 사실이다. 그의 소설 속 남성인물들은 여성과 어울리는 것과 음주 문화를 

지속적으로 즐긴다. 염상섭은 그러한 인물들이 타락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강조한다. 따라서 그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공산주의자에 대해 지지하는 듯 보이지만, 노골적으로 후원하지는 않았다

는 데서 작가의 양가적인 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염상섭과 프라무댜의 각 

작품에서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혼성성의 공간으로

서 근대와 전통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킨다. 두 작품 속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작가들은 식민지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나름의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렇듯, 이장에서 살펴본 소설 염상섭의 『삼대』와 프라무댜의 ‘부루 4부작’

에 나타난 전통과 근대의 충돌에 대한 주제가 같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럼에도 

두 소설은 차이점도 지니고 있다.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염상섭의 『삼대』에

서의 갈등은 한 가정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강조되어 묘사된다. 한 가정

의 내부 갈등은 조씨 가문에 벌어진 갈등이며 조부-부친-손자와 그들을 둘러

싼 주변 인물들을 포함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중산층 가족의 재산과 관련

된 것이다. 이 소설에 나타난 외부 갈등의 경우는 일본 지배자와 한국인 특히 

반식민 운동을 하는 한국인들 간의 갈등뿐이다. 그런데 프라무댜의 ‘부루 4부

작’에 발견되는 갈등은 인도네시아의 자바 문화에 관련된 갈등이다. 주인공 밍

케는 이 문화가 인도네시아의 모든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 전통

을 따르는 이들과 갈등을 일으킨다. 이처럼 두 작품의 갈등이 다른 특징을 지

니고 있는 것은 한국은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가 내 갈등이 드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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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는데 반해, 인도네시아에는 다양한 문화가 있으므로 내부 갈등을 흔히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3.3. 식민지로 인해 억압된 하층민의 표상

이장에서는 두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하층민의 표상을 살펴볼 것이다. 하층

민은 식민지 시기 억압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다. 염상섭 소설의 인

물 중 하층민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가난한 사람, 소작농, 노동자와 여성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만세전』에서는 하층민 형 인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만세전』에서 배에 올라탄 이인화는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게 된

다. 이때 일본인들이 ‘생번’으로 간주한 조선 노동자는 식민지 시기 하층민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후에도 이인화가 여정 중 만나는 갓 장사꾼, 기차에서 

목격한 빈곤한 사람들, 여성 인물 등을 통해 작가는 하층민의 표상을 꾸준히 

묘사하고 있다. 대만의 ‘생번’보다 낫다는 조선 노동자는 일본인들로부터 인간

이 아닌 듯 여겨지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일본인들은 조선 노동자를 부리

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제의하는 것처럼 그들을 속이면서 적은 돈으로 강도 높

은 노동을 시킨다. 이 소설에서 식민지 조선의 노동자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다른 하층민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인화가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된 갓 장사꾼은 일본인들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 그 역시 하층민의 범

위에 속한다. 갓 장사꾼은 일본어를 모르는 조선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속한 

사람들이 머리를 계속 안 깎는 원인은 나쁜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일본

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머리를 깎으면 “관청에 가든지 순사를 만나야 하”는 귀

찮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심지어 “가는 데마다 시달리고 조금만 하면 

뺨따귀나 얻어맞고, 유치장 구경을 한 달에 한 번쯤을 해”185)야만 한다. 이같이 

부당한 대우는 일본어를 모르는 한국 하층민만 겪는 것이 아니다. 하층민의 범

위에 속한 사람들은 최저 생활의 농부, 장사꾼 혹은 중심이 아닌 곳에서 일하

는 가난한 사람들 등이 있다.186) 지배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안 좋은 취

급을 받는 이들은 감시를 당하기도 한다. 하층민의 정체성을 소유한다면 이러

185) 염상섭, 『만세전』, 117~118면.
186) Gayatri Chakravorty Spivak, 앞의 글, pp.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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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많다. 

발자국 하나 말 한마디 제꺽 소리도 없이 얼어붙은 듯이 앉아 있는 승객들은, 

웅숭그려뜨리고 들어오는 나의 얼굴을 쳐다보며 여전히 오그라뜨리고 앉아 있다. 

결박을 지은 계집은 또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곁에 앉아 있는 순사까지 불쌍히 

보였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섰는 것이 보인다. 나는 까닭 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몸이 한층 더 부르르 떨렸다. 모든 기억이 꿈 같고 눈에 띄는 

것마다 가엾어 보였다. 눈물이 스며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승강대로 올라서며,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이렇게 부르짖었다.187)

이인화는 기차 안에서 갓 장사꾼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목격한다. 

대전에 잠시 머무는 동안 기차 안에 ‘얼어붙은’ 것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은 불

쌍히 보인다. 그들은 식민지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얼어붙은’ 듯 살아야 한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 대

해 이인화는 ‘공동묘지’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여기서 공동묘지는 

암울한 식민지 상황을 암시한다.

『삼대』에 나타난 하층민의 묘사 역시 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소설의 경우, 홍경애와 이필순의 가족을 하층민의 예시로 다루었다. 두 가정 모

두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며,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묘

사된다. 특히 홍경애와 이필순의 아버지는 독립 운동에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운동가였다. 그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했기에, 체포당한 적도 있다. 이들은 가난

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간다. 그들은 마침내 고통 속

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한편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하위계층, 이른바 서발턴층에 속한 여성의 목소

리는 남성, 특히 식민지배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당시 여성의 위치는 남성보

다 아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염상섭과 프라무댜의 소설이 여성을 묘

사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이 있다. 두 작가의 소설에서 식민지 시기 

여성의 삶은 복잡한 문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같은 유사성을 갖췄음

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상황에 맞서는 여성의 태도에서 차이점이 드러난

187) 염상섭, 앞의 책,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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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이러한 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분석해볼 것이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프라무댜의 소설에서는 같은 상황을 거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여성 인물들의 태도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달리 염상섭의 

『만세전』과 『삼대』에서는 여성 인물들이 거의 유사한 태도를 보인다. 이들

은 당시에 한국의 풍습과 문화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특

히 두 소설에 등장한 주인공의 아내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만세전』의 경

우, 주인공 이인화의 위독한 아내와 이인화 형의 아내는 비슷한 상황을 통해 

구식 가족의 조선 여성들을 재현한다. 또한 『삼대』의 경우, 조덕기의 아내는 

구식 가정에 태어난 여성으로 『만세전』에 나타나는 아내와 비슷한 상황에 처

한다. 남편이 다른 여성을 향한 감정이 드러낸다거나 혹은 다른 여성과 결혼하

는 상황이다.

이인화 아내의 경우, 이인화와의 결혼은 가족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녀

의 사례로 미루어 보아, 당시엔 결혼이 가족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한 

풍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인화와 그녀는 서로 감정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인화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결혼 생활을 당연히 여긴 여자로서 아내는 어느 정도 이인화에게 

애정이 지녔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인화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지 감정이 없는 것으로 표현한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낳은 무

렵에 중병을 앓게 된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병을 이기지 못해 고

통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싫든 좋든 하여간, 근 육칠 년간이나, 소위 부부란 이름을 띠고 지내왔는데.... 

당장 숨을 몬다는 급전을 받고 나서도, 아무 생각도 머리에 돌지 않는 것은, 마

음이 악독해 그러하단 말인가. 속담의 상말로, 기가 너무 막혀서 막힌 둥 만 둥

해서 그런가....? 아니, 그러면 누구에게 반해서나 그런다 할까? 그럼 누구에

게....?188)

어머니 말씀마따나 시집이라고 왔어야 나하고 살아본 동안이 날짜로 다져도 

며칠이 못 될 것이다. 내가 열섹, 당자가 열다섯에 비둘기장 같은 신랑벙을 꾸몄

으니까 10년 동안이나 시집살이를 한 셈이다. 그러나 내가 열다섯 살에 일본으

188) 위의 책,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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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망하였으니까 실상은 부부라고 말뿐이다. 섣달 그믐날에 시집온 새색시가 

정월 초하룻날에 앉아서 시집온 지 이태나 되었다는 셈밖에 안 된다.189)

이인화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남편으로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조선으로 당장 떠나야겠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다른 여자에 끌려 조선으로 출발하는 것을 미루려 한다. 아내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남편임에도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은 전통적인 생활방식으로 인해 여성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당대 현실을 보여준다. 구식 가정에 태어나 가족이 결정한 것에 순종하는 여성

의 모습이 이인화의 아내에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작은형수라니요?”

하고 되물으니까, 윗목에 섰던 형수가,

“그동안에 난 죽었답니다.”

하며 풀 없는 웃음을 일부러 보였다. 형수는 그동안에 유난히 늙은 것 같았다. 

눈가가 유난히 퍼레지고 이마와 눈귀에 주름이 현연히 보았다.190)

또한, 이인화의 아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 인물로는 이인화 형의 첫 

번째 아내를 꼽을 수 있다. 이인화의 형은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첩으로 삼았

다. 그 여자는 그의 가족과 관계있는 다른 가족의 딸이다. 그녀의 가정은 부친

으로 인해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이인화의 형은 그녀의 가

족을 돕겠다며 그녀를 첩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

듯, 이인화의 형수는 그동안 유난히 “늙은 것 같”이 보인다. 이는 그녀에게 남

편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일이 힘든 것임을 암시한다. “그동안 죽었다”는 그녀의 

말은 그녀를 죽어가는 이인화의 아내와 닮아 보이게 한다. 이 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아픔”은 구식 생활을 지켜야만 하는 식민지 조선 여성의 고뇌로 읽을 

수 있다. 

『만세전』에 등장한 조선 여성은 대부분 주인공이나 주인공과 관련한 남자

의 아내로 포착된다. 이들은 모두 남편과의 관계에서 애정을 지닌 것처럼 보이

지는 않으며, 오히려 아픔 혹은 죽음과 관련해 슬픈 결말을 맞이한다. 이는 염

189) 위의 책, 151면.
190) 위의 책, 9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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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섭이 당대 여성이 구식 가정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야 했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한편 『삼대』에는 구식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 인

물로 주인공 조덕기의 아내를 확인할 수 있다. 조덕기와 아내 역시 가족의 뜻

에 따라 결혼하게 되었다. 조씨 가문의 아들이자 손자인 덕기와 결혼한 아내는 

조덕기의 온 가족이 함께 머무는 집에서 생활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소설에 

나타나는 주요 갈등에는 조덕기의 아내 역시 관여될 수밖에 없다. 그녀에게는 

가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조덕기 조부의 후처 

수원집과 다른 여성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자, 조덕기의 아내 역시 이 갈등

에 엮이게 된다. 장손의 아내로서 그녀가 대면해야 하는 상황들은 소설 곳곳에

서 드러나고 있다. 

“세상에 첩 얻는 남자가 하나둘이겠읍니까마는, 첩을 두기루 제 죄 될거야 무

어 있습니까 얻으면 얻나 보다 하죠” 

하고 덕기 처는 생긋 웃어 버린다. 원체 제 성격이 유해서도 그렇겠지마는, 시

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심한 데에 역심이 나는지 한칭 더뛰는 소리를 한다.

“무어 어째? 넌 첩을 얻으라고 축수를 하니? 그거 알 수 없다! 넌 무슨 성미

냐?·······”

하며 싱머니는 눈이 커대진다.

“······그거 알 수 없구나? 무슨 딴 배짱이 있기에 그렇지?”191)

또한 조덕기는 『만세전』의 이인화와 마찬가지로 다른 여자에게 애정을 품

는다. 이필순이라는 인물은 조덕기의 마음을 흔든 여성으로 등장한다. 조덕기는 

필순을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는데, 이때 조덕기의 모친은 아들을 향해 부친

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조덕기의 아내는 부부관계에 다른 여자가 끼어 

듣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남편의 다른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을 

수용하는 그녀의 태도는 앞서 살펴본 이인화의 형수의 태도와 비슷하다. 염상

섭의 『만세전』과 『삼대』에서 가족이 정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만 하는 여

성 인물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들

의 남편과 달리, 그들에게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여성에게 불공평한 당대 문화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191) 염상섭, 『염상섭 전집 4 삼대』, 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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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염상섭은 여성 인물에 관해 위와 같이 묘사함으로써, 당시 조선 여성들

이 불공평하고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식 가정에 태어난 여성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자유가 없

다.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구식 가정의 여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교육의 기회는 제한된 것이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는 봉건적인 풍습, 높은 비용으로 인해 딸을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흔치 않았

다.192) 당시 고등 교육을 받은 여성은 중산층이나 상층 계급에 속해있음을 의

미한다.193) 그러다 보니 대다수 여성의 경우 교육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일이 드물었고, 자유롭지 못한 당시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

이곤 했다. 앞서 2장에서 분석한 프라무댜 소설에서 구식 가정에 태어난 여성 

인물들은 식민지 조선의 여성과 여러모로 유사한 경우가 많았다. 냐이 온토소

로와 수라티의 경우는 가족이 정한 대로 살아야 했으며 원하지 않는 상대와 결

혼해야 했다. 두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의 가족들은 근대화된 사고방식을 갖추지 

못했기에 비슷한 억압을 행한 것이다. 

프라무댜와 염상섭 소설의 유사성은 여성을 위한 교육을 우선시하지 않는 피

식민자 구식 가정을 다루는 데 있다. 두 나라의 여성은 관습에 따라 가문에서 

정한 남성과 결혼해야만 했다. 두 작품 속 여성들은 모두 집안의 결정을 따라

야만 한다는 데서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점이 있다. 프라무댜의 소설에서 

냐이 온토소로와 수라티로 대표되는 여성 인물은 아버지가 택한 지배국 남성의 

첩으로 팔리게 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달리 염상섭의 소설에서는 여

성 인물들이 같은 민족의 남성과 결혼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난 이유

는 염상섭이 속한 조선의 경우, 일본인과의 결혼을 강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식민 지배자 일본인과 피식민자 한국인이 결혼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었

다. 『만세전』에서 혼혈 아이가 등장하긴 하나 작가는 양 국가 사이에서 태어

난 아이의 입장에 대해 집중했다. 부모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것은 않았다. 혼혈 아이의 부모는 단지 일본인 부친과 한국인 모친이라

는 것과 부친이 그 아이를 떠난 정도로 설명된다. 작가 염상섭의 다른 소설에

서도 혼혈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발견되었다. 이 이야기 역시 혼혈 아이에만 

192) Sonja M. Kim, ‘Women, gender, and social change in colonial Korea’, p.143. In 
Michael J. Seth, A History of Korea From Antiquity to the Present.

193) Choi, H., 'Women's Literacy and New Womanhood in Late Choson Korea',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6, 2009, pp.88-115. In Sonja M. Kim, ibid,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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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은 혼성성을 지닌 사회에서 다

문화 부모 사이에 태어나 정체성 위기를 겪어야 하는 아이의 입장에 대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소설에는 한국인, 일본인 부부 관계에 초점

을 맞춘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 이 소설들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인과 같은 

한국인의 결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특히 염상섭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식민지 시기 여성은 자유로울 권리를 소유할 수 없었으며, 아무런 결정을 내

릴 힘이 없었다. 특히 결혼에 관해서는 더더욱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다. 염

상섭의 소설에서는 환경에 따라 여성의 상황이 정해진다. 『삼대』의 등장인물

인 이필순과 홍경애는 운동가의 딸로 묘사되데, 때문에 그들은 살면서 많은 어

려움을 겪어야 했다. 홍경애는 카페에서 여급으로 일하고, 이필순은 공장에서 

일한다. 두 여성이 하층민의 일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도와주는 중산층 아들에게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

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여성으로서 상대적 약자 위치에 놓여 있는데다가 하층

민에 속하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반영한다.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하층민 표상을 프라무댜 소설에 나타난 것과 비교하

면, 염상섭의 작품은 빈곤한 사람들의 모든 유형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지닌다는 걸 알 수 있다. 그의 소설에서는 소작농, 노동자, 알려지지 않은 가난

한 운동가 등 다양한 하층민 표상이 펼쳐지는데 비해, 프라무댜는 하층민의 예

시로 토착민을 주로 묘사한다. 특히 빈곤한 토착민으로는 농부 트루노동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인도네시아 하층민의 표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그

러면서도 프라무댜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표상에 보다 집중한다. 

하층민으로서의 여성 표상을 중심으로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염상섭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구식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로 여성을 묘사한다. 그들의 특징은 자

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데 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은 주체

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었으며, 결혼 역시 집에서 정해준 상대와 해야 

했다. 프라무댜의 작품은 식민지 시기 여성이 “첩”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 토착민의 첩이 아닌 식민 지배자의 첩이 

된다. 프라무댜가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자바 문화를 비판하기 위해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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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고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저명한 작가, 염상섭과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의 

문학 작품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표이다. 본고에서 다루었던 두 작가

의 작품은 식민지를 배경으로 삼은 작품이며, 이는 염상섭의 명작 『만세전』

(1924)과 『삼대』(1931)이다.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의 경우는 그의 주요 작품 

‘부루 4부작’인 Bumi Manusia(『인간의 대지』)(1980), Anak Semua Bangsa

(『모든 민족의 아이들』)(1980), Jejak Langkah(『발자국』)(1985) 과 Rumah 

Kaca(『유리집』)(1988)를 택했다. 

2장에서는 우선 프라무댜의 ‘부루 4부작’을 살펴보았는데, 식민지 시기에 인

도네시아에 새로운 문화와 토착민들의 기존 문화가 충돌하여 혼성성이 형성된

다는 주제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여기서 피식민자가 식민지배자를 모방하는 행

위가 나타났다. 그들이 모방을 했으나 식민 지배자로부터 여전히 불합리한 대

우를 받게 되자, 이는 저항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어졌다. 식민 지배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토착민들에게 자신들을 ‘모방하고 따르라’는 의지로 그들을 위해 교

육을 제공하였으나, 그 이면에는 감시가 뒤따랐다. 

이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주제는 문화의 충돌로 인한 인물간의 

갈등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문화로 알려진 자바니즘을 따르는 인물들과 

그 문화를 중시하지 않은 인물 간의 갈등이다. 이 문화를 반대하는 측은 작가 

프라무댜의 자바의 문화에 대한 생각을 반영했다. 전통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자바의 신념을 유지하며 보수적인 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후진성을 탈피할 가

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하층민에 대한 주제가 ‘부루 4부작’에도 거론되

었다. 작가 프라무댜는 이 소설에도 농부를 포함한 무력한 토착민, 토착민 여성 

인물을 포함한 하층민에 관한 문제를 거론했다. 농부의 경우, 식민지배자와 지

배자를 지지하는 토착민 세력들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여성 인물이 자바 풍습으로 인해 자유롭지 않은 생활을 살아야 했다. 그

러나 이들이 자신들만의 방법을 모색하여 하위계급에 위치되지 않도록 노력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염상섭과 프라무댜의 작품을 비교해보았다. 두 작가의 

소설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혼성성 발생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한국의 경

우는 일본에 갔다 온 유학생의 모습과 도시적인 풍경이 그 예이다. 반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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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시아는 민족의 혼성성과 문화에 대한 묘사가 더욱 더 강요되었다. 또한 식민

지배 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통해 주인공은 민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저

항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감시 또한 당하게 된다. 한

국은 당시에 저항이 발생하는 강도가 높지 않아 감시의 강도 또한 세지 않았

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감시의 강도가 처음에는 세지 않았으나, 갈수록 그 

강도가 높아져 결국 주인공을 유배 보내기에 이른다. 

또한 한국에 전통문화와 근대문화 사이의 가치충돌이 염상섭의『삼대』에 잘 

포착되었다. 여기서 나타난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인물은 특히 풍습과 명예 모

두를 중요시 하지만, 그에 비해 프라무댜의 소설에는 명예만을 중시한다. 염상

섭의『삼대』에는 근대문화를 지향하는 인물은 근대적 사상을 중시하면서 물질

주의에 타락하게 된다. 프라무댜의 소설의 경우, 근대문화를 지향하는 인물이 

존재하지만 물질주의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염상섭 소설과의 차이점이다. 

프라무댜의 소설에는 이러한 인물이 물질주의에 타락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다른이에게 후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염상섭은 ‘조덕

기’라는 인물을 통해 식민지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는 

전통문화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근대문화에 대해서도 뚜렷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산주의자 세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근

대로 넘어서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 프라무댜의 소설에는 밍케라는 인물이 

조덕기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인물이다. 밍케는 민족 조직 활동을 함으로써 인

도네시아 시민들이 식민지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양 작가의 작품에 담긴 하층민의 표상이 발견될 수 있었다. 염상

섭의 소설에 그려진 하층민의 표상을 프라무댜 소설에 나타난 것과 비교해보

면, 염상섭은 빈곤한 사람의 모든 측면을 그렸으나 프라무댜의 경우에는 토착

민, 그 중에서도 토착민 농부의 사례를 주로 다루었다. 또한 양 작가의 하층민

에 속하는 여성 인물의 표상을 비교해보았다. 두 나라의 여성은 구식 가정에 

태어나 가족이 결정한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조건을 따라야 한다. 프라무댜의 

소설에는 어떤 여성 인물은 아버지가 택한 남자들의 첩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달리 염상섭의 소설에는 같은 민족, 즉 같은 나라에

서 온 남자와 결혼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 작가의 작품을 비교해본 후에 주인공을 비롯해 다른 인물을 통해 양 국가

에 벌어진 모방, 저항의 가능성과 문화의 갈등, 또한 하위층의 문제에 대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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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게 되었다. 염상섭과 프라무댜는 다른 문화권에서 활동을 했으나 각 작품

에서 유사한 주제를 폭로한 것이 흥미롭다. 이러한 유사한 점이 발견되지만 양 

작가만의 고유특징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문화와 관련하여, 염상섭의 경우, 

당시 식민 지배를 받던 한국의 상황 속에 술 문화와 여자와 관련된 주제가 두

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점은 인도네시아 작품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이다. 또한 식민지와 관련한 경우는 염상섭은 친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말하자면 염상섭은 친일파가 아닌 사람과 친일파를 동시에 다루었으므로 두 측

면의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밝혀주었다. 프라무댜의 경우는 반식민지의 측면이 

보다 뚜렷하게 거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작가의 신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프라무댜가 보여준 당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 상황은 국가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이 동시에 복잡하게 벌어지는 모습들이다.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지배

자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인도네시아 시민들 간에도 갈

등이 일어났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는 아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는 민족이 다양하지 않으므로 같은 민족 간의 내부 갈등

은 보이지 않았다. 한국 민족은 이미 통합된 상태에 있어 하나로 통합할 필요

가 없는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민족을 통합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식민 

지배를 겪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학 작품의 비교 연구 분야에 새로운 관점을 마

련하기 위해 염상섭과 프라무댜의 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적 글쓰기 전략에 대해 

비교해보았다. 앞으로도 양 국가의 문학 작품 비교 연구 분야가 보다 활성화 

되리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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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Postcolonial Writing Strategies

in Yom Sang-seop and 

Pramoedya Ananta Toer's Novels

Febriani Elfida Trihtaran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Korean writer Yom Sang-seop's novels 

Before the Liberation (1924) and Three Generations (1931) alongside 

Indonesian writer, Pramoedya Ananta Toer's Buru Quartet, which consists 

of This Earth of Mankind (1980), Child of All Nations (1980), Footsteps 

(1985) and House of Glass (1988). Korea and Indonesia do not belong to 

the same cultural sphere, but they share a history of colonization by 

imperial countries. Therefore it will be meaningful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f these two authors, whose literary works are set in 

the colonial period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By using the postcolonial 

theory of Homi Bhabha and Gayatri Chakravorty Spivak, I will analyze 

both writers' postcolonial writing strategies as they appear in these novels. 

The novels chosen in this study share similar postcolonial elements, such as 

mimicry, resistance, cultural difference, and subalternity. 

In chapter two, I analyze Pramoedya's Buru Quartet. In this tetralogy, 

Indonesia’s colonial period forms a hybrid space where new cultures and 

indigenous cultures blend. In this process, even though the coloniz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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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c the colonizers, they still receive unequal treatment. This treatment 

sparks the colonized people's sense of resistance that will lead to resistance 

formations. The colonizer provides education for the colonized in order to 

make them ‘mimic and follow,’ but at the same time they conduct 

surveillance of the colonized. 

Another postcolonial topic that appears in the tetralogy is cultural 

conflict, particularly between those who follow Javanese culture and those 

against it. In the novel, Pramoedya suggests that those who are obedient to 

traditional culture, for example Javanese culture, will not be able to escape 

underdevelopment. In addition to this, the last postcolonial topic that 

appears in Buru Quartet is the subaltern. The problems of the farmers, 

helpless indigenous people and indigenous women can be found in the 

quartet. The farmers in the tetralogy are described as receiving unjust 

treatment from the colonizers as well as from indigenous authorities, while 

the women are portrayed as living an oppressed life as a result of 

complicated Javanese customs.

In chapter three, Yom Sang-seop and Pramoedya’s  works are analyzed 

and compared. In the comparison of Before Liberation and Buru Quartet, 

Japan and the Netherlands’ education systems for the colonized display 

differences. Furthermore, by analyzing the main characters of both works, I 

show that these characters are able to heighten their awareness of their 

nation and people through the colonial education that they receive. This 

national consciousness leads them to conduct a form of resistance. 

However, they are also surveilled through this system. In Korea, acts of 

resistance were not widespread at that time so the surveillance is also not 

very extreme. On the other hand, surveillance in Indonesia is at first not 

very active but becomes more widespread and even leads to the act of 

sending the surveilled into exile. 

In the same chapter, Yom Sang-seop’s Three Generations is shown to 

capture the situation of conflict arising between traditional culture and 

modern culture. In this novel, the characters who stick to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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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consider customs and honor very important. Meanwhile similar 

characters in Pramoedya’s novels consider only honor to be important. In 

Yom Sang-seop’s novel, those who aim for modernity will hold modern 

ideas and also fall into consumerism.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riters is that in Pramoedya’s novels, while characters with modern ideas 

do exist, they are not immersed in the world of consumerism. Yom 

Sang-seop seeks a solution to escape from colonization through the 

character Jo Deok-gi. This character is not interested in traditional culture, 

but at the same time he also does not show a significant interest in 

modern culture. On the other hand he supports socialism, which can be 

considered an attempt to pass through modernity. In the novels of 

Pramoedya, Minke is a character with a similar situation to Jo Deok-gi. 

Through national organization activities, Minke shows the possibility that 

Indonesia can break free from colonization.

Finally, the representations of the lower classes in the works of both 

writers is also discussed in chapter three. After comparing the 

representations of the lower classes portrayed in the novels of Yom 

Sang-seop with those of the novels of Pramoedya, it can be seen that 

Yom Sang-seop depicts all aspects of the lower classes, while Pramoedya 

focuses mainly on indigenous people, and especially indigenous farmers. In 

addition, the representations of women who belong to the lower classes of 

both writers are also compared. Women in both countries are typically 

born into an old-fashioned family in which they must marry a man who 

their family has chose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works of the two writer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ostcolonial writing strategies revealed in the novels are 

similar. Although these similarities are apparent, unique characteristics of 

both writers are also captured. Particularly in relation to culture, in the 

case of Yom Sang-seop, the topics of drinking culture and women appear 

significantly in the context of the colonial period of Korea, but these were 

not easily found in the Indonesian works. Furthermore, in relation to the 



- 116 -

colonial period, Yom Sang-seop deals with stories about pro-Japanese 

Koreans, while in Pramoedya’s case, the anti-colonial position is portrayed 

more clearly, such that the belief of the author can be sensed. In addition, 

in the midst of Indonesia’s colonial period there were various forms of 

internal conflict within the country that the author portrays. Indonesians 

did not only have a conflict with the colonizers but also amongst 

themselves. The reason this conflict happened was that Indonesia consists 

of diverse ethnicities. In the case of Korea, the internal conflict does not 

occur because Korea is an ethnically homogeneous nation. At that time, 

Korea had been a unified country, so it was not necessary to be integrated 

into a single nation, whereas Indonesia had to unify its diverse ethnicities. 

keywords : Yom Sang-seop, Pramoedya Ananta Toer, Postcolonial 

Writing, Mimicry, Resistance, Cultural Conflict, 

Hybridity, Subal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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