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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Eun Joo. “Birth of the Modern Woman in Africa: Ngugi wa Thiong’o’s Devil on the Cros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2 (2019): 61-81. This story is presented as an oral narration 

by a self-declared traditional artist who also gives himself the grand titles “Gicaandi player” and “Prophet 

of Justice”. In his first Kikuyu novel, Ngugi creates a modern woman named Jaciinta Wariinga who is 

very different from his earlier novels’ traditional female characters. In various ways, Wariinga is symbolic 

of the enslaved. Ngugi reveals major problems of the society and analyzes the process of her reformation. 

The author wants Wariinga to speak for Kikuyu readers by claiming that women’s restoration promotes 

the social development and that workers and peasants must not be oppressed any longer. Ngugi’s 

representation of Wariinga is a fundamental plea that women in modern Africa have a right to respect and 

equality. Wariinga is a “resistance heroine” and she overcomes the challenges which confront her. Her 

experience at the Devil’s Feast changes her from a spectator to a player in the struggle. Wariinga’s 

passivity gives way to a conscious initiator and facilitator of change. So, two years after the Devil’s Feast 

at Ilmorog, we encounter the new, dynamic, and self-reliant Wariinga who has become a beautiful and 

fine looking woma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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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응구기 와 시옹오(Ngugi wa Thiong’o)의 소설은 식민지를 거쳐 근대화로 가

는 긴 여정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의 소설에는 식민주의, 탈식민주의, 신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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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경험 및 저항의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프란츠 파농(Franz Fanon)은 

아프리카가 경제 거대제국과 서구 부르주아지에 의해 “유럽의 쓰레기장”(180)이 

되어버렸다는 말로 그 아픔의 크기를 시사한 바 있다. ‘근대화’라는 명목 아래 제

국주의의 착취 대상이 된 식민 사회는 나라가 독립된 후에도 그 왜곡된 사회구조

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제국주의의 폭력적 경험이 잔재로 남아 또 다른 폭

력으로 재현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는 “제국주의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폭력이 톱니바퀴처

럼 맞물려 돌아가기”(왕은철 265) 때문이다. 제국이 지배하는 식민 상황에서 그 

나라의 근대화 과정이 “배태되고 배양”(Fanon 56)되기 때문에 탈식민화 과정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응구기가 이러한 폭력에 환멸을 느끼고 키쿠유 부족의 노동자와 농민이 읽을 

수 있는 키쿠유어로 글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유럽이 아니라 아프리카 중심의 문

학을 하게 된 계기는 ‘감옥 생활’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응구기는 감옥에 

수감 되었다. 그는 거기서 소설을 쓴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작가로서 

오히려 그것이 이득이었다고 �마음의 탈식민지화�(Decolonising the Mind)에서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감옥 16호 방은 ‘글쓰기에 딱 좋은 장소’였던 것이다. 응

구기는 “나는 화장지에 의존해 글을 썼다. 이 사실을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웃거

나 의아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화장지에다 쓴다는 것에 무슨 비밀

이 있는 것은 아니다. 카미티에서는 죄수에게 벌을 준다는 의미로 질이 아주 거

친 화장지를 주었다. 그러나 몸에 나쁜 것이 펜에는 좋은 것이다”(Decolonising

74)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응구기는 감옥에서 화장지 위에 자신의 다섯 번째 소

설이자 키쿠유(Kikuyu)어로 된 첫 번째 소설을 썼다.

응구기가 감옥에서 키쿠유어로 썼던 첫 번째 소설이 �십자가 위의 악마�

(Devil on the Cross)이다. 이 작품은 그의 네 번째 소설 �피의 꽃잎들�(Petals 

of Blood )을 마지막으로 응구기가 작가로서 유럽 문학에 발을 들여놓은 지 17

년 만에 처음으로 키쿠유어로 쓴 소설이다. 케냐 부족어의 하나인 키쿠유어로 문

학을 한다는 것, 즉 아프리카 언어로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케냐 민중과 아프

리카 민중이 벌이는 반제국주의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밝히고 그

들을 위한 작품을 써나가겠다는 선언과 같다. 즉 그들의 언어로, 그들을 위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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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응구기는 “언어의 노예가 정신의 노예”(56)라는 

것을 깨닫고 노동자와 농민들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전환함으로서 펜으로 

투쟁해야 할 지식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다. 

�십자가 위의 악마�는 “정의의 예언자(Prophet of Justice)”, “기칸디 예술가

(Gicaandi Player)”라고 불리는 화자를 내세워 끝 모를 어둠에 숨겨져 있는 수치

와 부끄러움을 지닌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두 번 다시는 그러한 슬픔

과 눈물을 반복하지 않도록 여성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폭로해줄 것을 그에게 

요청한다. 신의 계시를 받은 지혜의 인물로 등장하는 화자는 여성들의 감추어진 

아픔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명을 느낀다. 이처럼 소설 속 화자는 작가와 동일시될 

수 있다. 전유의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응구기는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와 작품 

속 화자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같다는 점을 독자에게 암시하고 있다. 화

자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소설의 시작에서 언급된다. 그 이야기는 “너무

나 창피스럽고 치욕스럽기 때문에 깜깜한 어둠 속 깊숙이 숨겨 영원히 나오지 못

하도록 해야 하고, 너무나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눈물 흘

리는 일이 없도록 그냥 가슴속 깊이 꾹꾹 눌러놓아야”(7) 한다. 그러나 응구기는 

“앞마당에 깊은 구멍이 있는데 그걸 풀이나 낙엽 등속으로 대충 덮어놓고는 이

제 우리 눈에 구멍이 보이지 않으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7) 그 구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메워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고통받는 민중을 대표하는 주인공 제신타 와링가(Jacinta 

Warringa)의 어머니가 화자를 찾아와 숨겨진 모든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화자는 어둠에 감추어진 이야기를 드러내게 된다. 식민의 역사를 치유하

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울부짖는 애원과 슬픔

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기”(7) 때문이다.

�십자가 위의 악마�는 고통받는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인 젊은 흑인 여성, 와

링가가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응구기는 와링가를 통해 당시 케냐 여성들이 

처해 있는 무력하고 난처한 상황이 사회적인 문제임을 지적한다. 사회적 문제의 

희생자인 여성들의 “고통과 슬픔, 눈물과 얼룩진 목소리”(16)를 세상에 알림으로

써 그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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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앞길에 있는 구덩이를 알아차리고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

행하면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그루터기를 볼 수 있는 삶은 행복하다. 걸려 넘어

지는 일이 없도록 그것들을 뽑아버리거나 비켜 갈 수 있을 테니까.

Happy is the man who is able to discern the pitfalls in his path, for he can 

avoid them. Happy is the traveller who is able to see the tree stumps in his 

way, for he can pull them up or walk around them so that they do not make 

him stumble. (7)

사회의 만연한 악으로부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덩이를 피하고, 그루터

기를 뽑아내는”(7) 여성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여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바로 서는 것이 곧 작가가 생각하는 ‘여성의 재창

조’이다. 근대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종의 인간을 다른 종의 인간으

로 바꾸는 것”(Fanon 55)이 필요하다. 파농이 ‘인간의 종’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응구기도 소설 속에서 새로운 ‘여성의 종’의 탄생을 제시한다. 새로운 여

성상의 창조가 필요한 이유를 응구기는 그의 산문집 �구속자�(Detained)에서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프리카 여성은 전체 노동자 계급에서 가장 억압받고 착취 받는 계층이기 때문에 

나는 자신의 현실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여성상을 창조하고자 한

다. 

Because African women are the most oppressed and exploited section of 

the entire working class, I would create a picture of a strong determined 

woman with a will to resist and to struggle against the conditions of her 

present being. (Detained 10)

새로운 여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탄생한다. 여성들의 사회적 문제인 매춘과 성매매의 문

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자들처럼(as other girls do)”(24)이 아닌, 주체

적인 새로운 여성이 태어나야 한다. 응구기는 �십자가 위의 악마�의 주인공 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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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통해 새로운 근대 여성의 탄생을 보여주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여성으로서

의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와링가는 교육을 받고 기술을 익히고 가라데를 

배워 자신을 보호하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는 

여성이다. 응구기는 와링가의 성장과 자기 독립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

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하는”(28) 

식민주의가 여전히 만연한 사회 속에 드러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로 잡으

려 한다. 이에 응구기는 작품 속에서 “개개인의 정신적, 경제적인 자기 독립이 

우선되어야 한 국가가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성취하는 것임을 밝힌다. 

II. 검은 과거로부터의 해방

“검게 태어난 존재는 결코 하얗게 될 수 없다(That which is born black will 

never be white)”(11)는 케냐의 속담이 있다. 하지만 “검게 태어난 존재”라는 

말 속에는 단순히 피부가 검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무엘 요 아산테

(Samuel Yaw Asante)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혈통, 경험, 문화, 개인의 정체성

이 일반적인 것보다 아래에 있는 사회적 조건”(4)을 의미한다. 응구기는 그의 이

론서 �마음의 탈식민지화�에서 “흑인은 천부적으로 백인보다 열등하다”(18)고 

말한 흄(Hume), 그리고 “흑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백인보다 열등

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18)고 말한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인종차별주의적 폄하의 이미지가 식민주의자들의 언어

와 문학 속에 빈번하게 노출됨으로써 그 폐해가 적지 않음을 지적한다. 

나이지리아 작가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는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드

러낸 역작으로 알려진 조지프 콘래드의 �어둠의 심연�(Heart of Darkness)을 다

음과 같이 비판했다. 그는 ‘아프리카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비통하

고 모욕적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작가 콘래드를 인종차별적인 좁은 시야를 가진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체베도 이 책을 읽으면서 배를 타고 콩고강을 거

슬러 올라가던 주인공 말로우가 강기슭에서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노래를 부

르는 원주민들을 보았을 때, 흑인인 아체베 자신도 원주민들과 서 있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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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백인 말로우와 함께 배에 승선해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아체베는 영어로 글쓰기를 계속했으며 “다른 이의 모국어를 위해 자신의 모국어

를 포기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은 끔찍한 배신처럼 보이며 죄의식을 만들어 낸

다. 그러나 내게 다른 선택이 없다. 내게 언어가 주어졌고 나는 그것을 사용하고

자 한다”(Decolonizing 7)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의 영어 글쓰기를 정당화했다. 이

에 비해 응구기는 탈식민을 위한 수단이며 매개로써 자신의 부족 언어인 키쿠유

어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키쿠유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응구기에게 “지난 4백 

년 동안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중심 옮기기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발걸

음”(Moving xvii)이고 민족, 문화, 계급, 인종, 성별을 구속하는 장벽으로부터 해

방되기 위한 투쟁을 수행하고 실천에 옮긴 것이다.

케냐의 신식민주의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응구기의 첫 번째 키쿠유어 소

설 �십자가 위의 악마�는 케냐의 지배층을 풍자한 희곡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

할래요�(I Will Marry When I Want)를 집필, 상연한 후에 재판도 없이 교도소에 

투옥되어 ‘감옥 16호’에서 화장지에 몰래 써내려간 작품이다. 식민지 시절 독립

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투옥된 응구기는 그와 마

찬가지로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독립된 케냐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는 노동자나 농민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독립 이후 자유롭게 근대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꿈은 작가

나 케냐의 민중들, 노동자들 모두 동일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독립된 

케냐의 현실은 신식민지라는 식민지의 연장선 안에 놓여 있었다. 응구기는 �십자

가 위의 악마�를 통해 그러한 현실을 비판한다. 이 소설은 나이로비에서 일모로

그로 가기 위해 음와우라(Mwaura)의 ‘마타투 마타타 마타무 모델 T 포드

(Matatu Matata Matamu Model T Ford)’라고 불리는 택시에 6명의 승객이 함

께 타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다. 택시에 합승한 사람들은 와링가, 왕가리

(Wangari), 무투리(Muturi), 가투리아(Gatuiria), 음위레리 와 무키라이(Mwireri 

wa Mukiraai), 그리고 택시 운전사 음와우라로, 택시 운전사와 여성 승객 2명, 

남성 승객 3명이었다. 그들은 우연히 근대판 도둑질과 강도질 경연대회인 “악마

의 향연(The Devil’s Feast)”이라는 기이한 모임의 초대장을 받아 일모로그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성 승객인 와링가와 왕가리는 대회에 참가하러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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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기구한 사연을 이야기한다.

와링가는 어린 학생 시절에 나쿠루에 사는 부자 노인(Rich old man)의 슈거 

걸로 지냈다. 와링가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를 알게 된 부자 노인은 그것을 주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와링가를 버린다. 와링가는 학교를 그만두고 방황하던 끝

에 목숨을 버리려고 했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하게 된다. 와링가의 부

모는 죽음에서 살아난 딸을 위해 와링가의 아이인 왐부이(Wambui)의 양육 문제

를 해결해준다. 왐부이를 부모님께 맡긴 뒤 와링가는 집을 떠나 나이로비에서 새

로운 인생을 살기로 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구한다. 하지만 여성 노동자인 와링가

는 보스 키하라에게 성적 괴롭힘과 협박을 받는다. 와링가에 따르면 특별한 기술

이나 능력이 없는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네 가지 희생을 치러야 한다. 

첫째, 우리의 팔. 우리가 그들의 문서와 편지를 타이프 하니까. 우리 손이 그들의 

손이 되고 우리의 힘이 그들의 힘이 되는 거지. 둘째, 우리의 머리. 독립적인 생각

과 독립적인 입장을 가진 여자를 쓰고 싶은 보스는 전혀 없으니까 . . . 손가락과 

허벅지만 있으면 되니 머리 같은 건 없애버리라고. 셋째, 우리의 인격 . . . 사무실

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성질을 부리면서 화를 풀지. 우리는 모욕감에 시달려도 눈물

이 나지 않는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넷째, 우리 허벅지 . . . 직장을 

얻고 거기에 계속 붙어 있으려면 보스 키하라와 같은 이들이 우리의 허벅지를 탐

하는 걸 그냥 둬야 하니까. 

First, our arms. Yes, for it is we who type all their documents and all their 

letters. Our hands become their hands; our power becomes their power. 

Second, our brains. Yes, because there is no boss who wants a girl with 

independent thoughts and an independent stand . . . hang your brain from 

your fingers or your thighs! Third, our humanity . . . they bring their anger 

to the office; when something goes wrong with their business, they bring all 

their fury to the office. We are insulted, but we keep quiet because we are 

supposed to have hearts that are not easily moved to tears. Forth, our 

thighs . . . most of us can get jobs or keep them only by allowing the likes 

of Boss Kihara to paw our thighs. (206)

이러한 현실에서 와링가는 “우리는 누구인가”(206)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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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하라의 성적 요구를 거절한다. 보스 키하라는 와링가가 더 이상 일할 의욕이 

없다는 점과 근무시간에 지각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녀를 해고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 친구는 보스 키하라와 와링가의 관계를 의심하다가 그녀를 떠난다. 

그 후 와링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집주인으로

부터도 매몰차게 쫓겨난다. 오갈 곳 없는 와링가는 철로에 뛰어들어 죽으려고 했

지만 다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된다. 와링가는 자신을 구해준 이에

게 카렌디(Kareendi)라는 여자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다. 와링

가가 말하는 카렌디와 같은 여성에게는 여자다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삶에 

대한 애착도, 기쁨도 찾아볼 수 없다. 카렌디라는 이름은 카렌디스(Kareendis)로 

복수 형태인 ‘s’가 때때로 추가되어 있다. 이는 카렌디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

닌, 동시대에 다수의 케냐 여성들이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낸다.

근대 케냐의 카렌디들에게는 어떤 날이든 다른 날과 다 똑같지 않나요? 그들이 태

어난 날이란 단 한 부분만 빼고 자기 몸의 다른 부분들을 몽땅 묻어버리는 날이니

까요. 단 하나의 기관만 남는 거죠. 그러니 근대 케냐의 카렌디들이 그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낼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요? 도대체 언제쯤이면 웃음이란 걸 알게 될

까요?

To the Kareendis of modern Kenya, isn't each day exactly the same as all 

the others? For the day on which they are born is the very day on which 

every part of their body is buried except one - they are left with a single 

organ. So when will the Kareendis of modern Kenya wipe the tears from 

their faces? When will they ever discover laughter? (26)

두 번이나 죽으려고 했던 와링가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삶을 부여받은 와링가는 “전 단 하룻밤이라도 더는 나이로비에서 묵고 싶지 않

습니다. 제게 버스를 보내주세요. 당나귀 마차도 괜찮아요. 나이로비에서 벗어나 

일모로그의 집으로 갈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상관없습니다”(30)라고 기도한다. 

이러한 이유로 와링가는 택시에 승차하게 되고 왕가리를 만나게 된다.

왕가리는 일모로그에서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파산

하게 된다. 일모로그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난을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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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일자리를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도 나이로비로 왔다. 왕가리는 “어쩌

면 나이로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모로그의 노동자 농민을 들볶고 괴롭히

는 그런 도둑놈이나 강도들이 없을지도 몰라”(42)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하

지만 왕가리는 나이로비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찾아간 곳마다 거절을 당한다. 

또한 “나이든 흑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리를 벌리는 일이 전부이고 그 일

에는 전문적”(42)이라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끔찍스러운 모욕을 당한다. 결국 

통행권(Pass Books)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부랑자라는 죄목으로 감옥까지 가게 

된다. 감옥에서 사흘 밤을 보낸 왕가리는 피부가 돼지처럼 분홍빛인 유럽인 판사 

앞에서 진짜 도둑과 강도들이 있는 일모로그 소굴을 알려주겠다고 한다. 도둑과 

강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과 협력한다는 조건으로 “허가증 없이 나이로비 시

내를 배회해서 부랑자 법을 위반”(43)한 벌금을 물기로 하고 감옥에서 석방된다. 

젊은 시절, 왕가리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쳤다. 그녀에 의하면 독립을 

위해 싸운 것은 부와 명예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왕가리와 같은 

젊은이들이 “적들의 총탄에 풀잎처럼 우수수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용맹

하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40)이 깊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

가리는 독립 후에도 비상사태 때처럼 통행권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현실에 비통

함을 느낀다. 

왕가리가 혀를 차더니 목청을 다듬고 비통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

다. 당신이 콩 한 쪽이라도 땅에 떨어지면 그걸 함께 나눠 먹는다고 했어요? 위대

한 운동이 우리, 케냐의 민중, 마우마우, 민중 운동에 속하기에 우리가 피를 흘렸다

고 우리 아이들이 배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고, 따뜻하게 옷을 입을 수 있고, 빈대

가 우글거리지 않는 그런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 . . 당신들 앞에 있는 나, 

왕가리는 그때는 어린 소녀였어요. 하지만 이 다리로 수많은 총탄과 수많은 총을 

숲속의 전사들에게 전달했고 심지어 적과 지역 민병대 연합군들의 전선을 몰래 통

과해야 했을 때도, 나는 절대 겁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그 일들을 

떠올리면, 가슴이 무너지고 통곡하고 싶어요.

Wangari clicked her tongue, cleared her throat and started talking in a voice 

full of bitterness. You say that if a bean falls to the ground, we split it 

among ourselves? That we shed blood because of the great movemen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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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nged to us, the people of Kenya, Mau Mau, the people's movement, so 

that our children might eat until they were full, might wear clothes that kept 

out the cold, might sleep in beds free from bedbugs? . . . I, the Wangari you 

see before you, was a small girl then. But these legs have carried many 

bullets and many guns to our fighters in the forest and I was never afraid, 

even when I slipped through the lines of the enemy and their home guard 

allies. Our people, today when I recall those things, my heart weakens and 

I want to cry! (40)

왕가리는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천한 여성이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독립 이후 그녀에게 주어진 것

은 아무것도 없다. 그녀의 바람은 민중의 독립이고 독립 이후 누리고 싶은 최소

한의 인간다운 삶이다. 하지만 “식민주의 올가미(The noose of colonialism)” 

(15)는 독립 이후 여전히 사회의 약자와 강자로 먹거나 먹히는 생태계의 먹이사

슬처럼 형성되어 있다. 와링가와 왕가리로 대표되는 노동자와 농민 여성은 생태

계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응왕큐(Nwankwo)는 이러한 현상을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는 “사회적 식인주의 이론(The Idea of social 

cannibalism)”(120)으로 언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위의 악마�의 성격 대부분은 두 그룹 중 하나에 들어맞습니다. 

사회적 식인 풍습은 계급 억압에 대한 매우 강력한 표현일 수 있으나 소설에서 이

렇게 취급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인물과 아이디어를 기능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주인 - 노예 변증법을 반영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거대한 케냐 기업인들과 

산업화된 서구 출신의 외국 파트너, 보스 키하라와 같은 소규모 사업가들, 응고리

카, 음와우라, 악마의 천사들과 모든 이들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착취 음모에 

관련한 지배자입니다. 그 “식인종”은 왕가리나 소설의 주인공 와링가와 같은 무기

력한 여성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Generally most of the characters in Devil on the Cross fit into either of the 

two camps. Social cannibalism may be a very strong expression for class 

oppression: but there is ample basis for this usage in the novel. The 

functional grouping of characters and ideas reflects a master-s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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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ectic. On the one hand we have the masters consisting of the big 

Kenyan businessmen and their foreign partners from the industrialized West, 

smaller businessmen like Boss Kihara or the Old Man from Ngorika, 

Nwaura, the Devil’s Angels and all other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schemes of exploitation. Those “cannibals” are ranged against helpless 

women like Wangari or the novel’s principal character, Wariinga. (Nwankwo 

119)

응왕큐는 “식인종은 와링가와 왕가리처럼 무력한 여성들과 같은 사회계층을 상

징”(119)한다고 주장한다. 식인주의 이론이 주종관계를 변증법적으로 투사하여 

등장인물들을 기능적으로 집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집단은 약육강식이 지

배하는 “동물의 세계에서 먹고 먹히는”(Petals 294) 관계로 “진귀한 음식을 배

가 터지도록 먹거나 남은 소중한 찌꺼기를 거둬 먹는”(83) 이들로 나뉜다. 외국 

자본으로 사업에 성공한 지배자들은 “도둑질과 강도질의 일곱 권위자를 선발하

기 위한”(68) 경연대회에 참석해 “달콤한 향수를 뿌리는 속임수, 독약을 사탕수

수 잎으로 감싸는 속임수, 노동자와 농민을 분열시키는 속임수”(82)를 전수한다. 

와링가와 왕가리는 이들의 속임수에 “살을 뜯어 먹히거나 피를 빨아 먹히

는”(175) 것과 같은 억압과 착취의 폭력성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응구기가 

바라보는 와링가와 왕가리는 노동자와 농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구성원으로 

물질적, 정신적, 성적 폭력의 대상이다. 이러한 와링가와 왕가리에게 새로운 세

상과 자유로운 미래를 위해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심 밖에서 방황하는 여성들을 대변하는 와링가와 왕가리를 통해 응

구기는 여성의 매춘, 성매매, 자녀 양육, 사회적 자립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지적

하고 있다. 와링가와 왕가리는 흑인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비참한 일들은 

‘검은 피부와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추악함 때문이라고 생각하

고 스스로를 혐오한다. 그들에게 “검은색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건 바로 하얀

색”(132)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흑인 여성들은 자신을 혐오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린다. 여성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프란츠 파농이 �검은 피부 하얀 가면�(Black Skin, White Masks)에서 말한 자

기인식과 자기 인정을 도출할 수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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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유색인을 그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2)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응구기는 자신의 저서 �귀향�(Homecoming)에서 “소설가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은 과거의 경험을 뿌리 

삼아 미래에 대한 비전”(39)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여성들이 회

복할 수 없는 과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없기에 재탄

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저서 �피의 꽃잎들�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127)라고 

밝혔듯이, 응구기는 전통적인 여성과 새로운 근대 여성의 이미지를 나란히 병

치하여 그들의 과거로부터 변화 과정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그들의 미래를 내다

보고 있다. 

III.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 위의 악마�에는 근대 사회를 강조하기 위해 등장인물들의 행동 및 사

물에 ‘근대(modern)’라는 수식어가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근대 케

냐(modern Kenya), 근대 관점(modern view), 근대 사회(modern society), 근

대 사랑(modern love), 근대 춤(modern dance), 근대 강도와 도둑(modern 

theft and robbery), 근대 소녀(modern girl), 근대 전통(modern tradition) 근

대 일(modern thing), 근대 젊은이(modern youth), 근대 영웅(modern hero), 

근대 보육원(modern day-school)이라고 근대와 관련된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

급된다. 이러한 표현법은 의도적으로 선택된 단어 사용으로써 기존 사회로부터

의 탈출을 꿈꾸는 작가의 염원이 담겨 있다. 근대 사회에 맞춰 모든 것들이 변했

으니 노동자와 농민들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설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변화는 나이로비에서 일모로그로 가는 여정 속

에서 그려진다. 택시는 승객들을 태우고 “변화하는 아프리카 고속도로

(TransAfrican Highway)”(81)를 달린다. 진정한 아프리카로 변화하는 길이라는 

상징을 담은 고속도로의 이름에 걸맞게 달리는 택시 안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

어진다. 낡고 오래된 이 택시는 “기어가지만 도착”(34) 할 것이라는, 아프리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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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독립을 염원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국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우선 개개인의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

만 응구기는 와링가와 왕가리를 병치함으로 모든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기 독립

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와링가가 독립에 성공적이었다면 왕가

리는 새로운 삶을 시도하지만 결국 좌절하고 만다. 왕가리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쳤지만 자신의 나라에서 통행권이 없다는 이유로 ‘부랑자 혐의’를 받고 감옥에 

투옥된다. 왕가리는 담당 경찰에게 강도와 도둑의 소굴을 알려주겠다고 하고 감

옥에서 나와 키텡게 차림으로 바구니를 들고 마타투 택시에 승차한다. 음와우라

는 왕가리가 택시비가 없다고 하자 그녀를 태워주지 않으려고 한다. 이때 목수, 

배관공, 석공일을 하는 노동자 무투리, 나쿠루의 부르주아 아들이자 미국에서 15

년 공부하고 돌아온 가투리아, 그리고 와링가가 나서 택시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

는 왕가리를 위해 택시비를 나누어 내겠다고 자처한다. 

제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푸른 작업복의 남자가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가 서로 돕

지 않는다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될 거에요. 그것이 마우마우 시절에 우

리가 서약과 맹세한 까닭이에요. 나는 혼자서 절대 먹지 않을 것이며 . . .

Don’t worry about my share, the man in the blue overalls told her. If we 

don’t help each other, we’ll become like the beasts. That’s why in the days 

of Mau Mau we took the oath, swearing: I’ll never eat alone . . . (38)

여기서 응구기는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이 서

로 돕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으며 마우마우 시절 그들이 맹세한 것은 바

로 그러한 점이었다. 이는 케냐의 전통문화 중 하나인 “하람비(Harambee)” 정

신을 상기시킨다. 케냐의 공식 모토인 하람비는 스와힐리어(Kiswahili)로 ‘힘을 

합쳐 일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또한 공동체 스스로의 자립 활동, 자발적인 기금 

모금 운동을 가리킨다. 소설에서 마타투 택시는 이러한 하람비 정신과 민주적 토

론이 가능한 공간이다. 왕가리는 “사람들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장소로 남아 있는 건 마타투가 유일하죠”(56)라고 말한다. 승객들은 자유롭게 열

띤 토론을 벌인다. 그들이 탄 택시는 폐차장에서 막 꺼내온 것 같은 고물차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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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지만, “사랑하는 내 고향으로 느리지만 안전하게 도착”(30)한다는 광고 

문구를 내걸고 있다. 마치 자유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아무리 느리고 험하더라도 

끝내 그들이 가야 할 길임을 암시하고 있다. 

승객들은 각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일모로그로 가고 있다. 그런데 우연히 

그들은 ‘악마의 향연’이라 불리는 ‘근대판 도둑질과 강도질 경연대회’ 초대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행사는 서구세계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

리아, 스웨덴, 일본 등지의 도둑과 강도들로 구성된 국제 도둑 및 강도 협회라는 

조직이 주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일모로그의 근대판 도둑과 강도 조직이 손님들

이 방문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음위레리와 무키라이는 

다른 승객들이 가지고 있는 초대장이 사실은 대학생들이 그 행사를 비난하기 위

해 제작한 것으로 ‘사탄이 주최하는 악마의 향연’이라는 가짜 초대장인 것을 알

고 그들에게 진짜 초대장을 준다. 그래서 마타투에 합승한 승객들은 모두 진짜 

초대장을 가지고 ‘악마의 향연이라 불리는 근대판 도둑질과 강도질 경연대회’에 

참석한다. 이 행사는 국제적인 경지에 이른 도둑과 강도들을 위한 경연대회이다. 

한꺼번에 수백만 실링을 챙긴 도둑과 강도들이 참가하여 자신들이 부를 축적한 

방법을 과시하는 경연대회이다. 경연대회에 참가한 사람은 “피부만 검은색이고 

마음은 유럽인”(104)이다. 그들을 지켜보던 왕가리는 감옥에서 풀려날 때 약속

했던 대로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주최 

측에 행사를 망쳐 죄송하다고 사죄하면서 도리어 행사를 방해한 이유로 왕가리

를 연행한다. 경찰에 체포되어 수갑을 찬 채 왕가리는 “똑똑 떨어지는 것은 빗소

리가 아니라 농부들의 핏방울 소리,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198)라고 노래

를 한다. 무투리의 눈에는 와링가의 수갑이 빛나는 팔찌처럼 보이고 그에게 “와

링가는 우리 대지의 영웅”(198)이다. 케냐의 자유를 위한 투쟁 정신은 이 땅의 

영웅인 “모든 왕가리들(all Wangaris)”(127)로서,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왕가리와 

같은 수많은 여성들을 찬미하는 것이다. 응구기는 왕가리를 통해 케냐의 여성들

이 자유를 위해 나라에 헌신하고 개인적인 희생을 치러야 했음을 보여준다. 즉 

민중들이 스스로 각성하여 공동체와 개인의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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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근대 여성으로 거듭나기

주인공 와링가는 독립된 자아를 완성한 ‘근대화된 여성의 새로운 탄생’을 표상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와링가는 초년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기 독립을 쟁취해나가는 여성이다. 이 소설은 와링가의 행로를 따

라 전개되고 있다. 근대판 도둑질과 강도질 경연대회 이후 2년이 지난 뒤, 소설

의 마지막 부분에서 새롭고 역동적으로 변화된 와링가를 만날 수 있다. 와링가는 

응구기가 “케냐 역사에 남을 저항하고 투쟁하는 의지를 가진 단호한 여성을 창

조”(Detained 11) 하고 싶다는 작가의 의지를 가상으로 반영한 여성이다. 응구

기의 의도로 설정된 와링가는 더 이상 자신을 혐오하지도, 삶을 관망하지도 않는 

태도로 발전된 사회에서 심리적, 경제적으로 회복된다. 다시 말해 자기 독립적인 

근대 여성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응왕큐는 응구기가 와링가에게 자신의 꿈을 달

성하게 함으로써 “악마(Devil)의 고난을 표현”(120)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제목

이 주는 이미지처럼 응구기는 인간의 고통을 대신하여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고

통을 짊어지는 대신에 악마를 십자가 위에 놓는다. 이것은 인간이 고통을 받을 

때 악마가 행복하다면 인간이 꿈을 성취하고 행복할 때 악마가 고통을 받을 것이

라는 암시다. 악마의 고통은 와링가가 더 이상 고통받는 이전의 와링가가 아닌 

자신을 확신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와링가는 우리가 이년 전에 보았던 그 와링가가 아니다. 이 와링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타자 치는 일 말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와링가가 아니다. 그 와링가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려고 피부색을 바꿔보

려고 앰비와 스노우파이어로 몸을 태웠고, 백인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고자 했다. 

자살만이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와링가가 아니다. 

Wariinga is not the one we met two years ago. This Wariinga is not the one 

who used to think there was nothing she could do except type for others; 

the one who used to burn her body with Ambi and Snowfire to change the 

colour of her skin to please the eyes of others, to satisfy their lust for 

white skins; the one who used to think that there was only one way of 

avoiding the pitfalls of life: suicide.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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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링가는 자동차 기술 교육을 마치고 엔지니어로 일한다. 응구기는 와링가의 직

업을 남성들이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분야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동등하게 위치시킨다. 남성들은 와링가를 처음에는 적대시하지만 

곧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 또한 와링가는 가라데와 유도를 배워서 정신

적, 신체적, 사회적 자신감을 회복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도 사회적 일원으로 당

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와링가는 

다른 사람을 위한 꽃이 되어 사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한다. 남의 

집의 문이나 창문, 식탁 등을 꾸며주다가 젊고 빛나던 몸이 시들자마자 쓰레기통

에 처박히는 그런 존재를 거부하고 다시 태어난 와링가는 고군분투하는 인생살

이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고 자신의 진정한 인간성

을 깨달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언제나 자립적으로 살기로 결심한다. 악

마의 향연 이후 남자 친구가 된 가투리아가 와링가에게 집세 내는 것을 도와주겠

다고 하자 와링가는 거절한다. 가투리아가 아무리 남자 친구라고 해도 자신은 어

떤 자선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독립은 자기 독립(Self-reliance is 

Self-reliance)”(219)이라고 한다. 

오늘날 와링가는 활기와 의지, 내면의 담대한 빛을 발산하는 검은 눈동자, 삶에 확

고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의 용기와 빛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간다. 그렇다, 독립적

으로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의 단호함과 용기와 믿음 . . . 와링가, 검은 미인! 마음

과 손과 몸과 가슴을 지닌 와링가, 삶의 여정에 리듬을 맞춰 걸어간다! 와링가, 노

동자여!

Today Wariinga strides along with energy and purpose, her dark eyes 

radiating the light of an inner courage, the courage and light of someone 

with firm aims in life. Yes, the firmness and courage and faith of someone 

who has achieved something through self-reliance . . . Wariinga, the black 

beauty! Wariinga of the mind and hands and body and heart, walking in 

rhythmic harmony on life’s journey! Wariinga, the worker! (218)

와링가는 용기 있고 확고한 삶의 의지가 있으며 자기 독립을 달성한 여성의 모습

으로 나타난다. 가투리아는 새로운 와링가의 모습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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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읽어낸다. 그는 “케냐의 젊은이들이 나라 발전의 새로운 길을 위해 불을 밝혀

야 하는데, 와링가 당신은 아주 좋은 예”(244)라고 말한다. 와링가가 자동차 엔

지니어가 된 것은 “다른 여성들에게도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보기가 될 것이기 때문”(244)이다. 이것은 응구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근대 

여성관이 와링가를 통해 그대로 투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응구기가 와링가를 

이처럼 칭송하는 것은 모든 여성들이 와링가처럼 자립적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요리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사랑을 사

고파는 시장에서 다리를 벌리는 일밖에 없다고 말함으로 우리 여성들의 총명함과 

지적 능력을 폄하한다. 내 허벅지는 내 것이고, 내 머리도 내 것이고, 내 손도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므로 내 모든 기능이 적합한 시간과 장소에 그 본연의 역

할을 하도록 해야지,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을 잡아먹듯이 인생을 결정하

는 유일한 지배자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의 와링가는 그 

모든 편견을 거부했다. 그것이 오늘날 와링가가 비서 일을 그만둔 이유이다.

People love to denigrate the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capacity of our 

women by saying that the only jobs a woman can do are to cook, to make 

beds and to spread their legs in the market of love. The Wariinga of today 

has rejected all that, reasoning that because her thighs are hers, her brain 

is hers, her hands are hers, and her body is hers, she must accord all her 

faculties their proper role and proper time and place and not let any one 

part be the sole ruler of her life, as if it had devoured all the others. That’s 

why the Wariinga of today has said goodbye to being a secretary. (218)

와링가는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혼자 힘으로 독립한 여성이다. 케냐 사회

에 만연해 있는, 여성을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자아로 바로 

설 수 있을 때 여성은 진정한 자기 독립을 할 수 있다. 응구기는 “이  와링가는 

그 와링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This Wariinga is not that other Wariinga)” 

(216)라고 한다. 이 소설은 와링가라는 한 여성이 진정한 자유와 자기 독립을 위

해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과거의 자신을 소멸하여 거듭나는 재탄생의 과정

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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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은 �십자가 위의 악마�는 “케냐 판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

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서구의 소설, 특히 영미권의 소설들을 부분적으로 전유

하고 패러디”(9)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시골 처녀가 부르주아지의 

쾌락의 대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 사생아를 낳고 고향을 떠나 생활한다는 것, 

다시 선한 남자를 만나지만 결국 맺어지지 않는 것,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남자

를 살해한다는 내용이 동일”(9)하다는 것이다. 응구기의 소설은 이처럼 영미권의 

소설을 일부 전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실적이고 건설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

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테스�와는 차이가 있다. 주인공 와링가는 테스보

다 더욱 진취적이고 주체적이며 자기 독립한 근대 여성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

이다.

V. 결론

�십자가 위의 악마�는 기칸디 플레이어가 들려주는 “너무 불명예스럽고 창피

한 이야기”(7)이면서 민중을 대표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그동안 아프리카 여

성의 문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담화에서 진실성이 왜곡된 채 소외되어왔다. 

하지만 응구기의 �십자가 위의 악마�는 일반적인 인간의 조건하에서 여성 문제

를 주제로 삼아 그 진실성을 드러내고자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이 삶의 억압, 착취, 인종적 편견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성취하

는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서다. 그 자유를 위해서 여성들은 그들을 “유혹하여 

마음이 눈멀고 정신이 귀먹게 만드는 악마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7) 하는 것이

다. 응구기는 인간의 고통을 짊어진 예수 대신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7) 악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벌하면 세상의 고통이 악마에게로 옮겨

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에이브러햄(W. E. Abraham)

은 응구기가 와링가를 통해 “절망과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75)

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즉 응구기의 작품이 “아프리카가 요구하는 의

식적인 정신에 응답하여 감동을 주는”(Abraham 9) 현명하고 독창적인 아프리카 

여성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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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구기는 본질적으로 혁신적인 창조자이다. 그가 “보잘것없는 방관자들을 특

별한 배우로 변화시키는”(Fanon 56)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재해석하면서 새로

운 근대 여성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케냐 여

성의 역할이 가족과 공동체를 부양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여성은 그 역할의 

폭이 다양하고 넓게 확장되었다. 여성들은 노동자와 농민을 대신하여 국가의 독

립을 위해 마우마우단을 도왔고 사회 경제적으로 주체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응

구기의 소설은 여성의 밝은 미래와 더불어 새로운 근대 여성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무엘 요 아산테의 평가처럼 응구기는 작품

을 통해 “관념적인 사회의 재건축”(65)을 요구하고 편견을 거부한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보면 “와링가는 새로운 아프리카 여성을 의미”(Asante 65)한다. 작가는 

여성들에게서 희망을 보고 국가의 발전을 기원한다. “노력하는 우리의 주인공 와

링가, 영웅적인 삶은 오직 고군분투하는 삶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으리니 . . . 와

링가가 나간다. 와링가여, 우리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다

오!”(216). 물론 그는 이러한 바람이 케냐의 현실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결

론에서 암시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소설은 와링가가 가투리아의 아버지이자 왐부이의 아버지인 부자 노인을 권총

으로 살해하고 가투리아의 집을 나오는 장면에서 끝난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서 가장 고된 싸움이 앞길에 놓여 있음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254). 그녀는 

자신이 여성으로서 품고 있는 해방, 자유, 자기 독립이라는 희망이 결코 쉽게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케냐의 젊은이들이 

발전해갈 새로운 길을 밝히는 횃불처럼 중요한 첫걸음이 되어 다른 젊은 여성들

에게도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탄”(244)이

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와링가는 근대 아프리카 여성을 위한 작가의 이상과 염

원이 구현된 인물임과 동시에 과거를 반석으로 삼아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고

자 하는 “모범적이고 멋진 여성”(243)을 위한 일종의 찬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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