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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un Young. “Indian Communalism and Community Matters in Rohinton Mistry’s Family 

Matter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1 (2020): 23-43. Indo-Canadian writer Rohinton 

Mistry covers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country, community, and family through his ‘Bombay 

novels.’ Among these, Family Matters deals with various family issues such as a remarried family, a 

single-parent family, relationships between stepfather and son and daughter, old-age matters, and care and 

support in the context of Indian communalism. This paper traces how communalism in India, which 

referred to degenerated Indian secularism, resulted in the threat to religious minority communities. 

Moreover,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anxiety of one minority religion community, the Parsi, manifested 

in an obsession with “pure blood” as a survival strategy for the community.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Parsi’s pure-blood principle, consequent to the perceived menace of communalism, impaired the 

family and individual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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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작하며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가족의 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논의는 많이 이루어져왔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40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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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만큼 새롭지 않은 진부한 주제라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 

속에는 각 국가, 각 역사, 각 상황마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 안에서 

보편성을 발견하는 것 또한 문학의 일일 것이다. 

  국가, 공동체, 그리고 가족이라는 주제에 집중해 온 인도계 캐나다 작가, 로힌

턴 미스트리(Rohinton Mistry, 1952~  )는 캐나다에서 쓴 인도의 이야기로 특별

한 인도계 디아스포라 작가라고 평가받는다. 그는 발표하는 작품마다 캐나다 총

독상, 영연방작가상,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소설상, 키리야마상 등 여러 상을 수

상하였으며 장편 소설 모두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한 인터

뷰에서 미스트리는 디아스포라 작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가리켜 “인도의 국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영어로 글을 쓰는 인도 사람 중 한 명”(Wigston)이라

고 밝히고 있다. 미스트리가 특별한 것은 바로 캐나다 시민권을 지닌 디아스포라 

작가이면서도 언제나 그의 작품은 인도 봄베이(Bombay, 현재 뭄바이(Mumbai)

로 변경됨)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전차, 크리켓 경기장, 극장, 그리고 도로명 

등 실제 봄베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미슈라(Vijay 

Mishra)는 봄베이를 배경으로 하는 미스트리의 작품들은 인도를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으로 기억해낸 결과물이라고 언급했다. 미스트리는 디아스포라 작가로서 

모국에 대한 상실감과 향수를 판타지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억의 족쇄에서 스

스로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노력을 작품 속에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고향의 삶

을 갈망하는 대신 그 곳의 활기와 공명을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178). 

  미스트리의 작품들이 인도 내에서 그리고 인도 밖에서 동시에 좋은 평가를 받

을 수 있었던 이유 또한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디아스포라적 상상력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미스트리보다 앞서 작품을 출판한 인도계 디아스포라 작가들은 인도를 

고국이면서 동시에 외국으로 재현하는 면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미스트리는 캐나다 내에서 이민자들의 중요한 목소리를 반

영하는 새로운 작가로 환영받았으며, 바로 그 점 때문에 그의 모국에서도 인도의 

유망한 작가로 받아들여졌다(Almeida 169). 미스트리가 캐나다로 이민가기 전 

20대까지 자신이 직접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의 핍진성으로 독자들을 

매료시켰음은 물론이다.  

  미스트리의 작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그가 인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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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종교 공동체인 파르시(the Parsi) 조로아스터(Zoroaster)교도라는 사실이

다. 소위 인도의 유대인이라 불리는 파르시는 8세기에 신흥 이슬람교도에 쫓겨

나 페르시아의 파르시를 거쳐 다시 인도 봄베이로 이주해 정착한 이란(Iran)계 

조로아스터교도 일부를 가리킨다. 미스트리의 작품에는 힌두교도가 인구의 팔십 

페센트를 넘는 인도 내에서 파르시 조로아스터교도라는 극소수 종교집단의 일원

으로서 자신이 겪었던 디아스포라와, 자신이 캐나다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겪은 

인도계 작가라는 이중의 디아스포라를 표현하는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다. 때문

에 그의 소설은 독립 후 인도라는 국가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여러 종교가 난립해 

있는 독립 후 인도 내에서 소수 공동체들이 정체성을 두고 어떻게 경합을 벌이는

가에 관한 공동체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들 중 �그토록 먼 여행�(Such a Long Journey), �적절한 균형�(A 

Fine Balance), 그리고 �가족 문제�(Family Matters)는 소위 봄베이 3부작 혹은 

장편 3부작이라 언급된다. 미스트리는 이 작품들에서 20세기 후반 인도에서 일

어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삼아 국가와 공동체 그리고 가족 이 세 그룹이 

어떻게 서로를 되비추고 있는지를 잘 그려내고 있다. 작품의 주제가 변화하는 경

로로 볼 때도 초기 단편집인 �피로즈샤 바그의 이야기�(Tales from Firozsha 

Baag)에서는 가족, �그토록 먼 여행�에서는 공동체, �적절한 균형�에서는 국가

의 범주로 이동했으며, �가족 문제�에서는 다시 가족이라는 주제로 회귀했다

(Bhautoo-Dewnarain 36). 

  그 중 �가족 문제�는 1990년대 인도 봄베이의 한 가족에게 일어난 6개월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설의 에필로그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5년 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미스트리는 자칫 평범해 보이는 가족의 풍

경 속에서 ‘표준’가족이 아닌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의붓아버지와 미혼의 자녀들

의 동거, 노년, 돌봄과 부양, 안전 등의 주요한 가족 문제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가족 문제들은 모두 국가와 공동체 문제의 파장 안에서 요동치고 있

다. 본 글에서는 인도의 세속주의가 변질된 종파주의로 인해 위협받는 파르시 공

동체가 다시 가족과 개인의 안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추적하면서, 국가의 종

파주의가 빚어낸 배타적 공동체의 생존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 문제�를 분

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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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족을 둘러싼 인도 세속주의와 힌두 민족주의

  소설 �가족 문제�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70대 후반 남성인 나리만 바킬

(Nariman Vakeel)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골절상을 당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가 시작된다. 나리만은 의붓 자녀인 쿠미(Coomy), 잘(Jal)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들이 나리만을 돌보기를 거부함에 따라 그의 친 딸인 록사나(Roxana)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일어난 약 6개월간의 이야기이다. 소설 속에서 �가족 문제�의 공

간은 두 개로 나뉜다. 소설의 처음에서는 나리만의 집인 “행복의 성”(Chateau 

Felicity)(6)1과 록사나의 집인 “즐거운 빌라”(Pleasant Villa)(40)로 공간이 양분

되어 이야기가 전개되는 듯 보인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소설이 제목 그대로 가

족을 둘러 싼 집안 문제에 관한 소설일 것이라 간주한다. 그러나 소설이 진행됨

에 따라 나리만의 서사가 주 플롯에서 물러나면서 “행복의 성” 또한 부차적인 장

소로 등장 횟수가 감소한다. 대신 “즐거운 빌라”와 록사나의 남편인 예자드 체노

이(Yezad Chenoy)의 직장인 “봄베이 스포츠 용품점”(80)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야기가 주 플롯으로 등장한다. 미스트리는 소설 속 공간의 분할과 이동을 통해 

가족 문제를 다시 외부 공간인 봄베이 거리로 연결시키면서 가족 문제가 인도의 

세속주의와 힌두 민족주의 또는 힌두 근본주의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소설의 배경은 인도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인 1992년 바브리 모스크(Babri 

Masjid) 사건의 후폭풍이 불고 있는 봄베이이다. 바브리 모스크 사건은 인도 내

의 힌두교도와 무슬림들의 뿌리 깊은 종파주의(communalism)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다. 인도 역사의 맥락에서 배타적 공동체주의를 뜻하는 종파주의란 인도

가 택한 세속주의(secularism)에서부터 출발한다. 인도의 종교 분포 및 종교 분

쟁에 관해 연구한 이필원에 따르면 인도는 “무수한 종교가 난립하는 종교 백화

점”으로 “인간이 자아를 인식하면서, 그리고 외계 대상을 해석하면서 만들어 낸 

모든 형태의 종교가 현존하는 나라”(9)이다. 인도 내의 다양한 종교는 인도의 세

속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여기서 세속주의란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을 들어 

국가와 종교가 서로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는 의미이다. 

  1 Rohinton Mistry. Family Matters. (New York: Vintage, 2002). 이하 작품 인용시 괄호 안에 

쪽수만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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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속에서 인도의 세속주의와 종파주의가 함께 반영된 흥미로운 공간은 봄

베이 시내에 위치한 예자드의 직장이다. 예자드의 직장에서는 인도의 종교 상황

을 보여주듯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세 인물이 교차하고 있다. 힌두교도인 사장 

카푸르(Mr. Kapur)와 파르시 공동체의 조로아스터교도인 매니저 예자드, 그리고 

무슬림인 사환 후사인(Husain)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의 위계만으로도 이미 인

도 사회의 종교적 서열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장인 카푸르는 1947년 영국에서 

인도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하던 당시 펀잡(Punjab)에서 무슬림 세력

에 의해 추방당해 봄베이로 이주한 인물이다. 그러나 카푸르는 이런 과거 역사의 

갈등은 개의치 않는다. 파루이(Dipankar Parui)는 카푸르에 대해 “세속주의적이

고 적응력이 강한 봄베이라는 도시를 그의 종교로 승격시키키면서” “인도의 세

속주의를 몸소 구현하고 있는”인물로 분석한다. 소설 속에서 카푸르는 흰두교도

이면서도 가게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치하는데 매우 공을 들이며, 모든 종교의 

기념일에 어울리는 장식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 카푸르가 기차에 타지 못한 

누군가를 기차 안의 여러 명이 손을 내밀어 들어 올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감격에 

젖는 장면은 인도의 이상적인 세속주의와 세속주의의 주 무대인 봄베이가 가진 

범우주적인 에너지를 잘 설명해준다.  

“그것이 누구의 손이고, 그들이 누구의 손을 잡아 주는 걸까? 힌두교도, 이슬람교

도, 달리트, 파르시 조로아스터교도, 기독교도?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신경쓰지 않

았어. 그들은 그냥 같은 승객들일뿐이지. 나는 승강장에 오랫동안 서 있었네. 예자

드, 내 눈에 기쁨의 눈물이 차올랐어. 내가 목격한 장면은 이 위대한 도시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었으니까”

“Whose hands were they, and whose hands were they grasping? Hindu, 

Muslim, Dalit, Parsi, Christian? No one knew and no one cared. Fellow 

passengers, that’s all they were. And I stood there on the platform for a 

long time, Yezad, my eyes filled with tears of joy, because what I saw told 

me there was still hope for this great city” (137)

적어도 카푸르에게 봄베이는 다양한 종교가 평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 특히 카푸르는 봄베이를 여성화, 낭만화한다. 카푸르는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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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봄베이는 펀잡에서 쫓겨난 자신과 가족들이 정착한 제2의 터전이기 때문에 

“봄베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봄베이 본토박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

하다”(130)고 주장하는가 하면, 봄베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여성에 대한 순수

한 사랑에 비교하며 “나는 봄베이를 위해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바칠 작정

이라”(130)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카푸르는 봄베이에 사는 “1,400만명 가운

데 절반이 슬럼가에 살며 짐승도 살지 못할 곳에서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살아가

는”(136)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 높은 카스트의 힌두교도인 그가 이상화하는 

봄베이의 모습은 사람들의 실제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는 인도의 세속주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때문에 힌두 민족주의의 기치 아래 폭력 행위를 일삼는 급진적 

극우 세력인 시브 세나(Shiv Sena) 당원들의 횡포로부터 봄베이를 구출하기 위

해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그의 선언은 동화 속 왕자가 봄베이 공주를 구출하겠다

고 하는 낭만적인 발로에서 나온 것이다. 작가는 인도 세속주의의 화신인 카푸르

의 즉흥적인 선거 출마 선언과 포기 선언 과정 속에서 경제적, 심리적, 도덕적으

로 영향을 받는 예자드와 예자드의 가족 이야기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현실과 유

리된 인도 세속주의의 이면에 대해 시사한다. 결국 시브 세나 당원들에게 살해당

하는 카푸르의 운명은 인도 세속주의가 처한 현주소를 보여준다. 

  고홍근은 이상주의를 앞세운 인도의 세속주의는 인도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

는 힌두교도들의 저항을 받으며 세속주의와 종파주의의 왜곡된 관계를 낳게 되

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도가 세속주의를 표방하기는 했지만 종교가 제

도적으로 공인되고 개인의 정체성의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상황에

서 인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종파주의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도인들은 개

인보다는 집단을 발판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되었

으며 이는 결국 종파간의 경쟁, 갈등 그리고 폭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7). 그리고 이 종파주의의 갈등의 가장 주된 세력은 힌두교도와 무슬림이었다. 

  작가 미스트리가 한 공간 안에 종교가 다른 세 명을 배치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카푸르와 봄베이가 지닌 포용과 화해의 몸짓을 드러내려는 전략처럼 보인다. 그

러나 이 공간을 통해 서술되는 카푸르와 후사인, 두 인물이 상징하는 인도의 종

파주의 역사와 그 대응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무슬림 세력에 의해 고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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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잡에서 추방당한 카푸르와는 반대로 무슬림인 후사인은 1992년 바브리 모스

크 폭동에서 힌두교도들에 의해 가족을 잃은 희생자이다. 바브리 모스크 폭동은 

아요디아(Ayodhya) 지역의 바브리 모스크가 힌두교의 신인 람(Ram, Rama)의 

탄생지에 세웠던 람 사원을 허물고 건설되었다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힌두 민족주의와 무슬림 민족주의로 분리 전개된 인도의 배타적 민

족주의는 인도 종파주의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이후 힌두교도들에게는 힌두 문

화만이 인도의 지배 문화라고 주장하는 종파주의적 정치적 슬로건인 힌두뜨바

(Hindutva)로 나타났다. 그리고 힌두뜨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람의 

탄생지라 간주되는 아요디아가 힌두교의 성지로, 바브리 모스크가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결국 1992년 12월 6일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바브리 모스크를 파괴하기에 이르렀고, 이 장면이 TV를 통해 전

국으로 방송되자 인도 전역의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갈등과 폭력사태가 걷

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았다. 표면적으로나마 인도 정부가 표방해오던 세속

주의 원칙을 완전히 폐기해버린 이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2,000여명에 

이른다. �가족 문제�에서는 후사인과 후사인의 고통에 대한 예자드와 카푸르의 

반응을 통해 바브리 모스크 폭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예자드는 후사인 때문에 짜증이 날 때마다 이 사환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앤톱 힐

의 불타는 집단주택지, 사람들에게도 불을 지르는 청부 폭력배들 . . . 후사인과 그

의 무슬림 이웃들은 그들의 집단주택이 불길에 휩싸인 것을 보았을 때, 부인과 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는데 . . . 그때 네 개의 불타는 형상이 건물의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 그들의 연기나는 손들은 불길을 뿌리쳤지만 . . . 청부 폭력

배들은 후사인 가족들 위로 더 많은 등유를 뿌렸다 . . . 

Whenever Yezad found himself getting annoyed by Husain, he would remind 

himself about the peon’s story, about the burning chawls in Antop Hill, 

goondas setting people on fire . . . Husain and his Muslim neighbours watching 

as their chawl went up in flames, wondering where his wife and three sons 

were . . . and then four burning figures tumbling down the steps of the 

building, their smoking hands beating at the flames . . . while the goondas 

sprinkled more kerosene from their cans over Husain’s family . .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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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님, 이 폭동에서 경찰은 갱단들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무슬림 모할라에서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있었어요. 집은 불타고 이웃들은 물을 끼얹으

러 밖으로 나왔죠. 경찰들이요? 사격훈련을 하는 것처럼 총알을 발사했죠. 이 법의 

수호자들이 모두를 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가여운 아내와 아이들 . . . 심지

어 저는 그들을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 . .”

  “부끄러운 일이네,” 카푸르가 말했다, . . . “3년 이상이 지났는데, 여전히 정의란 

존재하지 않으니. 시브 세나가 경찰을 오염시켰어. 그리고 이제 시브 세나가 정부

가 되어버렸어.” 

“Sahab, in those riots the police were behaving like gangsters. In Muslim 

mohallas they were shooting their guns at innocent people. Houses were 

burning, neighbours came out to throw water. And the police? Firing bullets 

like target practice. These guardians of the law were murdering everybody! 

And my poor wife and children . . . I couldn’t even recognize them …” His 

voice was a sob now and he stopped speaking.

   “It was shameful,” said Mr. Kapur , . . . “More than three years have 

passed, and still no justice. Shiv Sena polluted the police. And now Shiv 

Sena has become the government.” (133)

불길에 휩싸인 판자촌에서 가족을 찾아 헤매던 후사인이 목격한 것은 불길을 뿌

리치려는 가족들의 모습과, 힌두 근본주의자들을 뒤에 업은 폭력배들과 경찰들

이 공모하여 무슬림들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장면이다. 무슬림을 향한 폭력의 

주체가 ‘청부’폭력배와 경찰이라는 인용문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청부’폭력배

의 폭력은 곧 국가의 공권력 행사라는 등가식이 성립한다. 무슬림을 향한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폭력 행사와 국가의 입장이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바브리 모스크 학살 장면은 처음 예자드의 상상에서 서술되었다

가, 직접적인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후사인의 목소리로, 그리고 다시 카푸르의 대

응으로 나타난다. 작가 미스트리는 동일한 공간의 세 명의 목소리를 통해 바브리 

모스크 학살의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종파를 떠나 모두가 동의하는 시브 세나와 

힌두 근본주의자들의 비인도적인 잔인성에 대해 고발한다. 특히 작가가 학살 장

면에서 개인이 아닌 가족과 집단주거지의 공동체를 등장시킨 것은 국가의 종파

주의의 자장 안에 들어있는 가족과 공동체가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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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자 하는 교묘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후사인의 증언과 카푸르의 말에서 드러나듯 힌두 민족주의자들 혹은 힌두 근

본주의 세력들은 힌두뜨바를 바탕으로 정치세력화에 성공한다. 인도국민당

(Bharatiya Janata Party, BJP)과 손을 잡고 시브 세나를 앞세워 인도 봄베이를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관해 백좌흠 외 4명의 연구자들은 바브리 모스크 

학살이야말로 힌두 근본주의 세력과 연합한 인도국민당이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장한 폭동이라고 지적한다(76). “힌두 근본주의자들을 부추

겨서 바브리 모스크를 파괴시켰으며”(29), 30년간 소수 종교 공동체에 대한 증

오를 퍼뜨려온 시브 세나는 봄베이라는 이름을 뭄바이로 바꿀 것을 주장한다. 심

지어 “몇몇 시브 세나 당원들은 중앙 우체국에 침투해서 주소가 뭄바이가 아니

라 봄베이로 되어있으면 아무 죄도 없는 편지와 엽서들을 소각해버리는”(46) 만

행을 저지른다. 또 “그들은 정권을 장악한 이래 계속 기분 내키는 대로 검열과 

박해를 일삼았다. 그 리스트 맨 위에는 언제나처럼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희생양

인 무슬림이 있었다”(237). 

  소설이 발표되던 당시 2002년 2월 27일 인도 서북부 구자라뜨(Gujarat)주의 

고드라(Godhra) 지역에서는 무슬림들의 열차 습격사건으로 58명의 힌두 순례자

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은 마치 �가족 문제�의 번외편처럼 주고

받기식의 종파주의 폭력이 여전히 인도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설 속

에서도 이상주의적이기는 하지만 포용의 태도를 보여주었던 힌두교도 카푸르와 

후사인의 조합이 결국 카푸르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국가와 종파를 둘러

싼 두 세력 간의 갈등이 단지 개인의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화해의 길 또

한 요원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 실제 뭄바이의 힌두 근본주의자들

이 시브 세나와 힌두 근본주의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대학의 강

의계획서에 �가족 문제� 채택을 금지한 후 2010년 작가 미스트리가 뭄바이의 힌

두 근본주의자들에 대항해 자기 소설을 변호해야만 했다는 후일담은 시브 세나

의 횡포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알리는 에피소드이다(Minerva 2016, 2067).

  미스트리는 인도 내의 종파주의를 일종의 인종주의의 한 양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카푸르가 시브 세나 단원들에 의해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 수

혈을 받아야 할 때, 거부당한 후사인이 “왜 병원에서 내 피는 안 된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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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피는 무슬림이고 카푸르 주인님은 힌두여서?”(349)라고 울부짖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사건의 현장에서 카푸르의 죽음이 시브 세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목격한 후사인의 증언에 대해서도 경찰은 “시브 세나와 관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증거도 없다”(349)라고 비웃으며 “당신 무슬림들은 항상 시브 세나를 비난

하려고 애쓰지”(349)라고 대응한다. 이처럼 바브리 모스크 학살과 후사인의 이

야기는 예자드가 속한 파르시와 같은 소수 종교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불안감 하

에 짓밟히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Parui). 바브리 모스크 학살 이

후 힌두 민족주의가 세력을 굳힘으로써 힌두교 외의 소수 종파들은 나름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후사

인은 인도 내에서 폭력적으로 배제당하는 소수 종교 공동체의 제유적 인물로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미스트리가 시브 세나 세력의 폭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데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지 않는 이유는 시브 세나가 “인도라는 국가와 힌두교가 동일하다는 착각

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종교 집단을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배

제”(Pesso-Miquel 102)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다. 즉 �가족 문제�에서 

미스트리는 후사인의 경우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력과 종파주의적 폭력의 가해자 

사이의 공모를 극적으로 묘사한다. 소설 내의 이러한 분위기는 왜 소수 집단들이 

위협당하는 느낌을 받는지, 왜 정체성과 소속감 등을 내세워 결속력을 강화해야

만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리고 이는 소설의 마지막에 냉소적인 조로아스터교

도였던 예자드가 광신도로 백팔십도 돌변한 모습을 이해하는 한 요소로 작용한

다(Pesso-Miquel 103). 소수 공동체에 대한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종파주의적 

횡포는 다시 소수 공동체의 종파주의적 배타성으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

이다. 

III. 파르시 공동체의 생존 전략이 남긴 가족 문제들

  �가족 문제�의 첫 장에서는 이 소설에 등장할 문제들의 목록이 나열된다. 소설

의 처음에 등장하는 나리만 바킬은 저녁 산책을 나서려는 참이다. 몸이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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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만의 외출을 만류하는 아들 잘과 딸 쿠미의 모습은 보통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이어 등장하는 나리만을 가리키는 단어 “의붓아버지”(4)는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의붓아버지”라는 단어를 의식하는 순간, 독자

들은 쿠미와 잘이 나리만에게 건네는 날이 선 일련의 말들은 평범한 부녀사이에

서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니며, 이 가족 내의 만성적인 문제에 대해 짐작하게 

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통제하고 내 인생을 망쳤지, 그분들 때문에 너희 

엄마와 결혼하게 됐고 내 중년 시절을 망쳤지.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내 노년을 고

통스럽게 만들고 싶은거냐. 그럴 수는 없지.” 

   “거짓말!” 쿠미가 분노했다. “아버지가 우리 엄마, 나, 그리고 잘의 인생을 망쳤

죠. 우리 엄마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이라면 한 마디라도 참지 않겠어요.”

“In my youth, my parents controlled me and destroyed those years. Thanks 

to them, I married your mother and wrecked my middle years. Now you 

want to torment my old age. I won't allow it.” 

   “Such lies!” flared Coomy. “You ruined Mamma's life, and mine, and Jal's. 

I will not tolerate a word against her.” (8)

쿠미의 말에 이어 다음 페이지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이등(second class) 자

식”(9), “새로운 아빠”(New Pappa)(10), “동복 또는 의붓”(half or step)(11) 등

의 단어들은 �가족 문제�에서 전개되는 모든 갈등의 근원을 암시한다.   

  소설은 생일을 맞은 나리만의 회상을 통해 갈등의 출발점으로 독자들을 인도

한다. 나리만의 회상 속에서 그의 부모와 이웃들은, 가톨릭교도이면서 고아 지방 

출신인(Goan) 루시 브라간자(Lucy Braganza)와 11년간 교제하면서 “얌전한 파

르시 아가씨를 만나기를 거절하던”(12) 나리만이 루시와 결별하겠다고 선언하자 

만세를 부르기까지 한다. 그리고 사별한 쿠미와 잘의 엄마인 야스민 콘트랙터

(Yasmin Contractor)와의 중매결혼을 추진한다. 나리만이 속한 공동체는 인도 

내 소수 커뮤니티인 파르시 공동체로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는 집단이다. 이들

은 순혈주의를 고수하고 다른 종교 집단과의 결혼을 금지하며 매우 배타적인 공

동체를 이루어 왔다. 나리만의 아버지는 파르시인 어머니와 파르시가 아닌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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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게 입회식을 해준 사제의 이야기에 대해 “3천년 전통의 

유서 깊은 역사에서 많은 좌절을 겪고도 살아남은 조로아스터교를 파괴하는 사

람은 바로 변절한 사제와 같은 사람”(113)이라는 비난의 글을 신문의 독자투고

란에 게재한다. 그리고 자신의 글과 같은 논리로 아들 나리만과 루시의 관계를 

반대한다. 

변함없이 아버지는 그 논란과 루시의 문제를 연결시킬 방도를 찾곤 했다. 다른 종

교를 가진 사람과의 결혼이 왜 금지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글 안의 예들을 

인용했다. 파르시와 파르시가 아닌 사람 사이의 관계를 금지하는 매우 확고한 논

거로 편지의 발췌문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Invariably, his father would find a way to connect the controversy with 

Lucy. He would cite examples in it to illustrate why intermarriage was 

forbidden. Extracts from correspondence would be presented as 

unshakeable arguments for prohibiting relationships between Parsi and 

non-Parsi. (113) 

“[조로아스터교의] 생존의 주축이자 근간인 유일무이한 고대 페르시아 공동체의 

순수 혈통이 손상되고 있음”(113)을 우려하면서 다른 종교 집단과의 결혼에 대

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나리만의 아버지는, “순수 혈통을 미친 듯이 추구하

면서 종교가 다른 공동체와의 혼인에서 생긴 배우자나 자식들을 제거하는데 두 

번 생각하지 않는 광적인 인종주의자”(114)로 고발당하기에 이른다. 

  �선한 파르시�(The Good Parsi)의 저자 루어만(T. M. Luhrmann)은 파르시

의 순혈주의에 대한 집착의 원인을 식민지 시절과 독립 이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소수 공동체의 인정투쟁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영국의 식

민 지배에서 파르시는 영국의 스타일, 교육, 그리고 정치적 지향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파르시들은 진보와 도덕적 우위에 대한 식민주의적 이데올로기, 서구화

를 발전의 한 방식으로서 받아들이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의 대행

자로서 영국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였다. 인도 내 디아스포라 공동체였던 그들의 

정체성은 언제나 지배 논리와 협상 중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파르시들은 

영국이 표방하는 자기 개념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즉 영국 식민주의자들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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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선전하듯 “영국 식민주의자들처럼 선한 파르시란 힌두 대중보다 더 정직하

고, 더 순수하고, 더 자비롭고, 더 진보적이며, 더 이성적이고, 더 남성적이

다”(15-16)라고 스스로를 묘사했다. 이러한 내용은 조로아스터교의 성서와 연결

되었으며 파르시 공동체의 실천 윤리로서 “진실, 순결, 그리고 선함으로 이음새

가 없는 직물을 만들어냈다”(Luhrmann 100). 아울러 19세기 초반 파르시 공동

체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파르시 “공동체 의회”(Panchayet)는 공동체 생활

의 규제를 통해 파르시의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정의했으며 여기에는 

결혼, 젠더의 의무, 그리고 종교적 의식의 문제들이 포함되었다(Palsetia 93). 

   그러나 맥나마라(Roger McNamara)에 따르면 20세기에 이르러 인도 민족주

의는 식민주의 제도에 대한 도전에 그치지 않고, 식민주의의 가치들을 힌두교 중

산계급의 가치로 대치했다. 이것은 파르시 공동체를 위시한 소수 공동체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되었다. 파르시들은 “그들이 새롭게 형성된 인도의 지

배문화를 규범으로 받아들여야 할 경우, 과거 자신들을 정의 내렸던 것과는 반대

인 문화를 받아들여야하는 입장이 되었던 것이다”(60). 결국 파르시들의 이러한 

위기감은 정체성 확보에 있어 정직과 순혈주의 결혼이라는 퇴행의 양상으로 나

타나게 된다. 모리(Peter Morey) 또한 독립 후 인도에서 영광스러운 과거와 약

화된 위치에 대한 파르시 공동체의 반응은 이민이라는 물리적인 또는 상상속의 

회피 아니면 완고한 정통성 사수로 양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이러니컬

한 것은, 이 완고한 정통성 속에는 파르시 공동체를 위협했던 바로 그 힌두 민족

주의의 순수주의 아젠다가 메아리치고 있다”(127)는 것이다. 파르시들이 도달한 

결론 중 정직보다 순혈주의 결혼이 유독 강조되었던 것은 정직은 개인 윤리의 차

원이지만 순혈주의 결혼은 파르시 공동체의 물리적 존립이 달린 문제라 판단되

었기 때문이다. 

  �가족 문제�에서 인도 내 파르시의 인정투쟁에 관한 문제는 공간을 차지하는 

문제로도 비유된다. 소설의 주 무대는 나리만의 이동에 따라 “행복의 성”에서 

“즐거운 빌라”로 그리고 다시 “행복의 성”으로 이동한다. “즐거운 빌라”는 방 7

칸짜리 “행복의 성”과는 달리 비좁은 방 2칸짜리 아파트로 그 곳에는 록사나와 

남편 예자드, 그리고 두 아들, 무라드(Murad)와 제항기르(Jehangir)가 살고 있

다. 나리만이 구급차에 실려 “즐거운 빌라”에 도착했을 때 록사나는 공간의 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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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보여주기 위해 쿠미에게 집안 이 곳, 저 곳을 나누어 상세히 설명한다. 미네

르바(Kelly Anne Minerva)는 “혼잡한 그녀의 집은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봄베이

의 혼잡한 공공장소들의 다른 버전”(2014, 162)이며 나리만을 보살필 여분의 공

간을 마련하기 위한 록사나의 투쟁은 원래 있던 것과 새로 편입을 원하는 것 사

이의 분배를 비유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즉 록사나의 집과 나리만의 도착

은 인도 내에서 파르시 공동체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비유를 넘어, 권력 관계 속에서 타자를 위한 공간 마련이라는 환대에 

대한 더 큰 비유로도 읽을 수 있다. 이는 한 인터뷰에서 미스트리가 이 소설의 

주제는 “관용과 받아들임 그 이상”(Wigston)이라고 했던 부분을 상기시킨다. 

  이어지는 “즐거운 빌라”의 풍경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내와 어머

니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나치게 헌신적인 록사나의 모습이다. 집 안의 모든 

결정은 가장인 남편 예자드에게 달려있음을 차치하고라도, 록사나는 예자드의 

기분이나 태도 등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이러한 록사나의 모습에서 21세기 독자

들은 영국 빅토리아조에서 이상화했던 ‘집안의 천사’의 전형을 확인한다. 또 나

리만과 병원을 방문한 록사나에게 깁스 담당인 랑가라잔(Rangarajan)이 건네는 

가족과 주부에 관한 언급 또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찬사라기보다는 가정 내 여성

의 위치에 대한 확인이라 할 수 있다. 

가정주부의 역할이란 아주 무수한 재능을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죠. 가정주

부가 없이는 가정도 없고, 가정이 없이는 가족도 없죠. 그리고 가족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저 위에서 저 아래까지 모든 것이 다 부서져버리거나 혼

돈 속으로 내려앉게 되죠. 그게 서양의 근본적인 병폐죠.

Housewifery is a most important calling, requiring umpteen talents. Without 

housewife there is no home; without home, no family. And without family, 

nothing else matters, everything from top to bottom falls apart or descends 

into chaos. Which is basically the malady of the West. (156)

가정주부로 전형화된 여성의 모습은 서양과 비교해 인도의 도덕적 가치의 우월

함을 증명하는데 소비된다. 독자들은 록사나의 ‘집안의 천사’ 역할에 대해, 현재

에도 여전히 유효한 젠더화된 공간의 논리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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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논리를 동원할 필요도 없이, 가족의 외부에서 힌두 민족주의의 화신인 시브 

세나가 소수 공동체를 위협할 때 여성의 위치가 가정의 수호자로 제한되어야만 

했음은 자명한 결과일 것이다.  

  자라야만(Uma Jarayaman)은 록사나는 가족과 사회에 있어 파르시 여성의 디

아스포라 정체성과 관련된 몇몇 쟁점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한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든 여성들은 각자 인종, 민족, 그리고 젠더라는 측면에서 이동되었

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젠더 수행을 위한 전략을 짜야했는데

(258), 파르시 공동체의 록사나는 국가 및 공동체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표방하는 

‘집안의 천사’에 편입한 것이다. 아울러 자라야만은 식민지 하에서 여성해방을 

주장하던 개혁가들조차 독립 후 인도에서는 여성해방 대신 오히려 여성을 가정 

공간에 제한하려 했는데, 이는 유럽중심주의 담론에 대항해 인도의 영성의 힘을 

과시하려는 시도가 밑바탕에 깔려있었다고 주장한다(258). 민족과 공동체의 정

체성 확보를 위한 갈등의 역사에서 언제나 희생되는 것은 여성과 여성의 정체성

이었기 때문에 인도 내 주변화된 소수 공동체에서 여성이 주변화되었음은 더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때 ‘가정의 수호자’인 여성을 주변화시키는 공간은 바

로 가족 내부라는 아이러니가 뒤따른다. 그러나 쿠미가 나리만을 돌보는 게 힘들

다며 울음을 터뜨릴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쿠미의 죽음으로 이어질 때, 또는 상징

적으로 록사나의 부엌에서 압력밥솥이 폭발할 때 우리는 여성이 해결해야하는 

가정 내의 노동에 다시 헌신을 강요하는 돌봄 노동이 더해졌을 때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예측할 수 있다. 

  �가족 문제�에서는 공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가족의 외부 공간에는 힌두 민족

주의가, 사적 영역인 가족 안에서는 파르시 근본주의가 평행선을 그리며

(McNamara 57) 배치된다. 그러나 힘의 저울은 국가로 기울어지기 마련이기 때

문에 가족은 국가의 부패한 모습을 그대로 되비추는 미니어처가 될 수 밖에 없

다. 사장인 카푸르가 “자네의 바지 안감 속에 현금을 숨겼으리라고 걱정할 필요

가 없다”(134)고 칭찬하던 예자드는 나리만까지 더해진 가족부양 의무를 견디다 

못해 결국 불법 복권인 마트카(Matka)에 돈을 걸게 된다. 마트카는 “시브 세나 

조직의 자금줄”(179)임과 동시에, “테러리스트들이 주식 시장을 폭파시킬 때 쓰

는 플라스틱 폭탄”(179)을 만드는 돈의 원천이다. 다시 말해 역설적이게도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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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는 “국가의 적들은 물론이고 국가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는 정치 단체 역시 같

은 돈줄에 의지하고 있다는”(179)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원칙없이 뒤섞인 봄

베이의 부패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뿐만 아니라 소설의 후반부에는 예자드가 꾸

민 거짓 연극의 여파로 카푸르가 죽음을 맞이한다. 순혈주의 결혼과 정직함을 최

대 장점으로 내세우는 파르시 공동체의 관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예자드의 

모습은 “부패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중에 있어. 이 나라는 정직한 사람들을 사

기꾼으로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지”(28)라고 했던 소설 초반부의 그의 말과 어긋

난다. 한 개인이 삶의 원칙 고수와 경제적 문제 해결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

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통렬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돌봄과 부양이라는 부담은 가족의 식탁, 가족의 시간, 가족의 심리에 많은 영

향을 미친다. 소설 속에서 매우 상세히 묘사되는 가족들의 동선과 기분, 시선, 음

식 등의 변화는 �가족 문제�가 20세기 인도 봄베이의 한 가족의 일상과 생계에 

미치는 국가적이면서 지역적인 정치학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임을 드러내 준다

(Minerva 2016, 2067). 돌봄과 부양의 여파는 부모 세대를 넘어 3세대인 자녀

들에게도 미친다. 집에 늦게 온다는 야단을 들으면서도 버스비를 아껴 동생의 크

리스마스 선물을 산 무라드의 이야기는 가족 외부의 시브 세나와 가족의 분투 틈

바구니에서 일시적인 완충(comic relief) 역할을 해준다. 그러나 영민한 둘째 제

항기르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부모의 불화를 감지하고 거짓 숙제검사의 대가

로 친구에게 돈을 받는 장면은 사회 문제가 가족 문제로 그리고 다시 미래 세대

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 미래 세대가 다시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아울러 독자들은 제항기르에게 

“만약 숙제검사 시스템이 인도 정부의 제도라고 치면 . . . , 부자 아이들은 숙제

를 하지 않고, 선생님께 뇌물을 갖다 바칠거야”(28)라고 했던 잘의 말이 예언처

럼 소설 속에서 드러난 것을 확인한다. 국가에서 시작한 파장이 공동체, 가족을 

거쳐 결국 개인에게 닿게 됨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게 되는 것이다.       

  파르시 공동체의 순혈주의 결혼이라는 규범 때문에 발생한 나리만의 어긋난 

결혼이 가족 문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듯, 작가 미스트리는 소설의 전면

에서 전개되는 예자드의 이야기 속에 꿈과 잠꼬대라는 형식을 빌어 나리만의 과

거 서사를 이탤릭체로 배치한다. 생계 부양자의 부담에서 카푸르의 죽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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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식에 이르기까지 예자드가 차츰 파르시 조로아스터교의 광신도가 되어가는 

동안 나리만의 꿈(서사) 또한 파르시 공동체의 배타주의가 빚은 비극의 절정으로 

향해 간다. 그 비극의 결말은 건물 옥상에 위태롭게 서 있던 루시와 그것을 말리

려던 야스민의 동반 추락과 사망이다. 나리만이 예고없이 록사나의 집에 도착하

면서 나리만의 과거 이야기가 예자드의 현재 가족 이야기에 삽입될 때 독자들은 

그저 물리적으로 같은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단편이라 간주할 뿐 두 이야기 

사이의 아무런 관련성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르러 예자드

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독자들은 나리만의 서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게 된다. 결국 나리만의 이야기는 예자드가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광신자가 

되는 것에 대한 예고이며, 그 비극적인 결말에 대한 경고였던 것이다. 

  예자드는 어깨를 누르는 생계부양의 “짐들에 지쳐, 더 이상 그 짐을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그는 이것을 신의 손에 맡길 것이라”(346) 생각한다. 한 개인이 어

떤 일을 감당하는데 있어 한계점에 다다라서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했을 때 종교에서 그 해답 또는 안식을 찾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상투적인 설

정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예자드가 직면하는 카푸르의 죽음의 경위

에 대한 소식은 그가 조로아스터교의 광신자로 급선회하는 명분이 된다. 소설의 

에필로그에서 완전한 광신자로 변모한 예자드의 모습은 소설의 1장에서 광포한 

힌두 민족주의에 대해 “가장 최악은 광신이죠” 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경기를 

할 때마다 카슈미르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29)라고 냉소적으

로 응대했던 예자드의 말과 오버랩되며 반전의 효과를 낳는다. 

  제항기르가 화자로 등장해 전하는 에필로그의 맨 처음은 파르시가 아닌 여자 

친구를 사귀는 아들 무라드와 예자드의 논쟁으로 시작된다. 이는 독자들에게 과

거 나리만과 루시를 반대하던 나리만의 부모가 순혈주의 결혼에 대해 논쟁하는 

장면을 재생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심지어 평행이론의 예를 보여

주듯 예자드는 19세기 당시 다른 종교 공동체 여성과 결혼한 파르시 남성이 파

르시 공동체에서 파문당한 사건을 언급하기까지 한다. 페르시아 순혈주의를 강

조하면서 혼혈 결혼은 그 전통을 파괴할 것이라는 예자드의 말에, 무라드는 “히

틀러도 순혈주의에 대한 같은 종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419)며 예자드를 

비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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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만과 루시의 좌절된 연애와, 광신자가 된 그의 사위 예자드의 변모를 통해, 미

스트리는 취약한 소수 공동체 자체에게 피해를 주는 순혈주의 이데올로기와 그에 

따르는 종교적 편협함을 정면으로 맞물리게 한다. 그 소수 공동체 주변에서는 다수

를 차지하는 폭력배들이 시브 세나의 모습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만

약 힌두 맹신주의가 인도가 오로지 다수가 믿는 종교 공동체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공격적인 시도를 재현한 것이라면, 정통 파르시들은 인종적인 ‘악화’와 

불순함에 대한 반대의 형태로 이 공격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다. 

Through the stories of Nariman’s doomed love affair with Lucy, and his 

son-in-law, Yezad’s, transformation into a religious fanatic, Mistry engages 

frontally with ideologies of purity and the ensuing bigotry that afflicts the 

community, itself a vulnerable minority where majoritarian thugs hold 

political sway in the form of the Shiv Sena. If Hindu chauvinism represents 

an aggressive attempt to claim India solely for the majority religious 

community, orthodox Parsis mirror this aggression in their deprecation of 

racial ‘deterioration’ and impurity. (Gopal 150)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묘사된 무라드의 논쟁과 제항기르의 서술은 두 인물이 

파르시 공동체의 연속성과 변화를 동시에 상징한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Bhautoo-Dewnarain 102). 소설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항기르는 예자

드를 보며 “내 진짜 아버지는 사라지고, 쉼없이 기도만 하는 이방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434)고 생각한다. 미스트리는 이제 경제적 안정은 찾았지만 광신자가 

된 예자드가 느끼는 우울함과 “즐거운 빌라”에서 살던 가족의 모습을 그리워하

는 제항기르의 독백을 통해 국가가 공동체를 그리고 공동체가 가족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보여준다. 또 젊은 시절의 나리만, 젊은 예자드, 그리고 

무라드로 이어지는 갈등의 반복은 소설의 직접적인 서사를 넘어 배타적인 소수 

공동체의 운명을 상상해 볼 수 있게한다(Bhautoo-Dewnarain 103). 미스트리가 

에필로그의 시점을 5년 후, 2000년대로 설정한 것도 언급할 만하다. 새로운 세

기인 21세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종파주의는 사람들의 일상 삶을 구

성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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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으며

  로힌턴 미스트리의 �가족 문제�는 국가의 폭력적인 종파주의가 공동체를 위협

할 때 그것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가족의 모습에 대해 재현하고 있는 작품이

다. 배타적인 민족주의에서 출발한 도미노 조각은 배타적인 공동체의 순혈주의

를 거쳐 생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들을 쓰러뜨리면서 다시 처음 조각이 

쓰러진 자리로 돌아간다. 작가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쿠미와 카푸르의 경우를 

통해 모든 가족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일종의 죽음 다음에 오는 진부한 화해

의 장면을 마련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스트리는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공간과 인

물을 다시 문제의 시작점에 돌려놓음으로써 여전히 진행 중인, 끝나지 않은 가족

의 문제를 다시 상징적으로 환기시킨다.  

   그러나 미스트리가 종파주의에 대한 회의로만 소설을 끝맺고 있는 것은 아니

다. 소설의 제목 “Family Matters”는 “가족 문제”와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읽을 수 있듯이 미스트리는 가족, 공동체, 

국가가 서로 얽혀 부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도 가족적인 것이 

내포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의 존엄함 또한 돌봄과 부양의 측면에서 재현하고 있

다. 이는 예자드의 친구 빌라스가 들려주는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나 손자인 제항

기르가 할아버지 나리만에게 밥을 먹이는 장면, 그리고 장인의 용변통을 역겨워

하던 예자드가 결국 장인의 용변 처리를 도와주는 장면 등 곳곳에서 드러난다. 

또 에필로그에서는 변모한 예자드의 모습과 더불어, 야스민과 루시가 함께 투신

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야스민이 숨을 거두기 직전 했던 마지막 대사가 “우리가 

무슨 짓을 했을까”(426)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를 통해 미스트리는 배타적인 

민족주의, 배타적인 공동체와 종파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하

고 있다. 아울러 작가는 “어른이 되면 체노이가와 바킬가의 역사라 불리는 크고 

두꺼운 책을 쓰겠다”(41)던 제항기르의 눈을 통해 소설을 맺으면서 미래의 역사

를 기록할 다음 세대가 종파주의와 공동체에게 보내는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선

을 예고한다. 

   한국의 독자들은 �가족 문제�의 이야기를 우리와는 매우 거리가 먼 나라의, 

특별한 한 공동체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족은 전 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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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이야기이며, 더구나 한국의 가족주의는 유교적 전통과 식민지의 왜곡, 

압축적 근대화의 이야기를 함께 담아 온 그릇이 아니던가. 순혈주의를 기저에 깐 

한국의 가족주의는 언제나 그 그릇에 담긴 단골 메뉴였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가족 문제�의 이야기는 한국 독자들에게 반면교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 다문화사회가 된 21세기 한국에서도 여전히 언급되고 있는 순혈주의의 배타

성에 대해 다각적이고 냉정한 비판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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