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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Bokki. “A New Imagined Community: A Study of Tan Twan Eng’s The Gift of Rai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1 (2021): 83-98. This paper aims to analyze a Chinese-Malaysian 

novelist, Tan Twan Eng’s debut novel, The Gift of Rain,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use of multiple genres, 

hybrid identity, and the discourse of new nation-state. In the novel, we can find many familiar genres of 

narrative such as bildungsroman, fantasy literature, Asian fantasy, trauma narrative, and realism. The use of 

multiple genres, I will argue, reflects the main character, Phillip Hutton’s existential conditions. Finally, his 

final acceptance and acknowledgement of hybrid identities presents the novel’s vision of Malaysia as a new 

imagined nation-state in which people of different cultural and racial backgrounds can feel belongingnes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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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탄 트완 엥(Tan Twan Eng)은 말레이시아 페낭(Penang) 출신의 중국계 말레

이시아 소설가로 2007년 �비의 선물�로 화려하게 세계무대에 등장하였다. �비의 

선물�이 만 부커상(Man Booker Prize) 예선후보 목록에 올랐고 2012년에 발표

한 두 번째 장편소설 �해질 무렵 안개 정원�(The Garden of Evening Mists, 

2012)은 동일한 상의 결선후보 목록에 포함되었다.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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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던 작가가 이례적으로 두 작품만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국제적 관심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을 여러 가지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눈에 띠

는 몇 가지로는 영어로 쓰인 말레이시아 작가의 작품이라는 점과 작품이 그리는 

내용이 영국식민지 시대와 일본의 침략을 다루고 있고 그 시기를 통과한 영국과 

중국계 혼혈인 말레이시아인이 서술자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세계문학이 하나

의 장르로 분류되어 다양한 지역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의 작품이 이국적인 내용

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시기에 동남아시아에서 영어로 쓰인 작품이 등장한 

것만으로 눈길을 끌만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영국인들에게 식민지배 시대를 떠

올리게 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잔인한 침략을 재현하니 또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했을 것이다. 그리고 서술자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뇌하는 인물로서 최종적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긍정하게 

된다는 점 또한 작품의 매력적 요소가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작가가 기본적으로 

서양 소설의 문법에 충실하면서 아시아의 가장 큰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의 문화

를 담았고, 거기에 공간배경은 말레이시아여서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뒤섞어놨

다는 점이 커다란 매력일 것이다1. 서양과 동양이 교차하는 동남아지역에서 두 

문화권의 독특한 특성들이 어우러지는 가운데서 박진감 있는 서사가 전개되는 

점이 동서양 독자들에게 동일하게 호소력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는 �비의 선물�

의 형식과 장르적인 특성을 먼저 분석해 보고 혼란한 역사적 시기를 통과한 한 

남성이 자기를 긍정하게 되는 사적인 내용이 현대 민족국가로 독립한 지 한 세기

가 채 되지 않은 포스트 식민 국가의 민족국가로서 긍정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알

레고리로서 해석하여 형식과 내용 면에서 잘 조응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II. 다양한 장르의 혼용

�비의 선물�은 칠십 대 노인이 된 필립 허튼(Phillip Hutton)이 과거 스승이자 

  
1

필립 홀든(Philip Holden)은 이 소설이 영국에서 출판되었다는 배경을 고려해야 할 필요를 언급

한다. “영국 대중문화 산업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제국에 대한 회고적 향수에 간접적으로일지언정 

반응해야만 했다”는 점이 독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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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이며 적이기도 했던 하야토 엔도(Hayato Endo)의 첫사랑이었던 미치코 무

라카미(Michiko Murakami)에게 아직까지 누군가에게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던 

자신의 청소년기의 혼란스럽고 강렬했던 기억을 사실적으로 들려주는 액자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다. 믿을만한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때

문에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의 �폭풍의 언덕�이나 조셉 콘레드(Joseph 

Conrad)의 �암흑의 핵심� 같이 액자소설 형식을 사용한 빅토리아 소설을 떠올리

게 한다. 본 서사와 액자서사 사이에는 오십여 년의 시차가 존재하여 노년기 서

술자가 청소년기의 개인적인 격랑과 역사적인 사건이 맞물려 초래한 경험을 회

상하는 구도이다. 회상서사는 현재의 서술자가 과거의 기억을 기술하면서 서사

의 방향을 조절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작품에서 서술자는 오랜 동안 도달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긍정과 사별한 가족들 그리고 말레이시아 공동체와 화해를 지

향하는 서사 전개를 시도한다. 필립은 액자서사에서 죽음을 앞둔 미치코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말레이시아에 왔다고 말하며, “말년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진

정으로 필요로 할까요?”(�비의 선물� 410, 이후부터 작품 인용은 페이지만 표기)

라는 질문에 한참 동안 생각을 하고서 자신도 놀랄 만한 대답을 한다. “‘그러한 

기억들을 함께 공유할 사람들,’이라고 마침내 말하고서 스스로 놀랐다”(411). 이 

말에 자신도 놀란 이유는 그가 “죄책감과, 상실, 패배감, [자신이] 경험한 것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어떤 인식”(411)에 근거해 자신의 기억을 말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노년기 서술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경험을 오

랜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의 경험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소설은 트라우마 서사로 분류할 수 있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침략자 일본의 부역자가 되어 가족과 많은 동포들

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는 “과거 오십여 년 동안 자신을 과

거에 옭아매놓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Ng 11) 도미니크 라카프라(Dominick 

LaCapra)가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사람중에 훈습(薰習, working through)을 거

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유는 트라우마 사건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배신하

지 않기 위해서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트라우마 안에 머물

려는 욕망을 창조하[여]”(LaCapra 23) 대항력에 저항하는 힘을 발휘한다. 필립

이 방치되거나 철거될 위기에 처한 페낭의 고건물들을 사들여 복구하고 수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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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을 해온 것에 대해 기자와 인터뷰할 때, “최근에 나는 우리가 얼마나 역사

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네. . .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려 

하고 있었고 아마도 엉뚱하고 어리석은 일이겠지”(183)라고 말한다. 이 고백은 

그가 오십여 년이 흐른 뒤에도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무의식

적으로 과거 속에 머물고 싶은 욕망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보존회 업무라는 점

을 드러낸다. 웬 리 응(Wen Lee Ng) 등이 미치코가 필립에게 최고의 검 제작자 

나가미추(Nagamitsu)가 만든 검을 보여주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에 주목하여 필

립이 자신의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를 말하는 행위가 사로잡힌 과거로부터 

벗어나기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한 해석이 트라우마 서사로서 이 작품에 접근

한 경우이다. 트라우라를 말하는 행위가 사로잡힌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시간을 

분절하여 인식하기의 시작이지만, 입을 연다는 행위 자체에 커다란 계기가 필요

하다. 필립의 경우에는 오십여 년이 흐른 뒤 미치코에게 배달된 첫사랑 엔도상의 

편지가 계기가 되었고, 그녀가 가져온 검이 자신이 “건축한 둑에 틈을”(27) 만들

었기 때문에 과거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는 “참회하는 죄인이 고해신부를 대면하고서 [그]의 많은 수치심과, 

실패,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지 

확신하지 못하여 여전히 주저했다”(35). 그러므로 미치코에게 들려주는 필립의 

이야기 자체가 그의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트라우

마 치료의 문법을 적용해 이해할 수 있다. 

이 소설의 또 다른 장르로는 성장기 청소년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다가 경

험과 지식이 풍부한 스승을 만나서 자신을 발견한다는 전통적인 성장소설

(bildungsroman)을 들 수 있다. 리사 로우(Lisa Lowe)의 주장처럼 “성장소설은 

개인이 젊은 순수로부터 개화된 성숙으로의 발전을 서술하기 위한 주요 형식으

로 등장하여, 서사의 목적지는 개인과 사회 질서 간의 화해이다.”(98) 말레이시

아에서 영국인 아버지와 중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필립은 어머니마저 일

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가족 사이에서도 이질감을 느끼다가 청소년

기에 도달하여 더욱 강한 혼란을 경험하는 상황이다. 그러던 차에 방학에 가족들

과 영국을 방문했던 과거와 달리 필립은 혼자 집에 남겠다고 고집하고 결국 하인

들과 함께 몇 달을 아버지와 두 형, 누나가 없이 지내게 된다. 이때 아버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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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섬을 임대해 그곳에 일본식 집을 짓고 생활하던 엔도상과 조우하게 된 것이

다. 엔도상이 필립에게 혼자 남겨진 이유를 물을 때, 필립이 한 대답이 그가 가족

들 사이에서 느낀 혼란의 성격을 드러낸다. 

‘저는 버림받은 애예요. 제 아버지의 반쪽짜리 중국 아이죠. 아니, 그건 불공평하군

요.’ 나는 화난 것처럼 들리지 않게 내 가족을 따라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며 말했다. 이 낯선 사람에게 아무것과도 연결되지 않았다는 감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다른 아이들은 부모가 죽으면 고아가 되는데 내 고아로서의 미

래는 나의 부모가 만나서 사랑한 밤에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마침내 나는 

‘저는 런던을 안 좋아해요. 그게 다예요. 오년 전에 가봤거든요. 제게는 너무 춥더

군요. 거기 가본 적 있나요?’라고 말했다. 

‘I’m the outcast. The half-Chinese child of my father. No, that’s unfair.’ I 

said, trying to clarify my reasons for not following my family without 

sounding resentful. How to explain to this stranger the sense of not being 

connected to anything? It struck me at that moment that, while other 

children became orphans when their parents died, my future as an orphan 

had been cast the night my parents met and fell in love. Finally I said, ‘I 

just don’t like London, that’s all. I was there five years ago. It was too cold 

for me. Have you been there?’ (45-6)

필립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뒤에는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다. 게다가 페낭의 주류

를 차지하는 “영국인이나 중국인 어느 쪽에도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0) 

이런 상태인 그 앞에 나타난 일본인 엔도상을 그는 처음부터 “일본인이 아니고, 

혐오스런 족속의 일원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대했고, 그런 이유로 [그들은] 즉각

적인 유대감을 형성했다.”(49) 

아이러니컬하게도 적국의 첩자인 엔도 상과의 만남을 통해 필립은 천천히 자

신의 가족과 인종적 유산을 긍정하게 된다. 엔도 상과의 만남을 통해 합기도

(aikido) 수련을 시작하고서 필립은 동양적 지혜와 수련 등에 긍정적인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서 외할아버지를 대면하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긍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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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전장으로 떠나는 두 형에게 형제애를 느끼고, 누나 이사벨

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가족애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

되는 서사는 로우가 말한 전통적인 성장소설과 일치한다. 

가족이 모두 모국인 영국을 방문하는 동안 홀로 남은 주인공 필립에게 낯선 

일본인 스승이 나타나서 일차적으로 동양의 무예 수련을 통해 몸을 달련시키고, 

그 무예가 강조하는 삶의 덕목을 추가로 가르쳐 정신적 성장까지 도달하게 한다

는 점에서 성장소설 뿐만 아니라 판타지 형식도 혼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에는 본격적인 판타지 문학처럼 강한 환상적 요소가 활용되지는 않았지

만, 이국적인 동양의 신비주의와 무도, 궁정의 암투 등이 서사 전개에 활용된다

는 면에서 동양적 판타지라고 말할 수 있겠다. 동화나 판타지 문학에서 많이 활

용되는 홀로 남겨진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후원자가 등장한다는 면에서 동

서양을 아우르는 판타지 문학적 요소를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2. 필립과 엔도

상의 관계를 인연의 관점에서 전생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현생에서 다시 만나 반

복한다는 해석은 가장 강한 동양적 판타지 문학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더불어

서, 전쟁 말미에 필립과 악질적인 일본 병사 고로(Goro)가 선착장에서 마지막 맨

주먹 대결을 하고 필립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순간에 엔도상의 가르침인 “증오가 

너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421)을 떠올리는 장면, 엔도상과 콘(Kon)의 

스승 타나카(Hideki Tanaka)가 할복(seppuku)으로 생을 마감하는 장면들은 동

북아의 무협 장르에 주로 등장하는 이국적인 장치로 서사에 이국적 신비를 더해

주는 판타지 요소로 분류할 수 있겠다. 판타지 문학 형식은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하였고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자의식이 강한 서술자가 말하는 리얼리즘의 

힘에 의해 영향력이 약해진다. 필립은 “진실을 변형시켜서 자신을 유리한 입장으

로 만들고자 하는 유혹을”(186) 느끼지만 노년이 된 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한다. 대신에 그의 서사에는 디킨즈(Charles Dickens)의 �두 도시 이야

기�(A Tale of Two Cities, 1859)를 떠올리게 하는 아버지가 아들은 대신해 죽

음을 맞는 사건, 이국적인 중국의 궁중생활과 암투, 동북아시아의 무예와 일본 

사무라이의 정신과 최후 맞는 방식과 같은 동서양의 환상적 요소들을 뒤섞어서 

형식이 훨씬 더 다양한 색채를 띠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형식적 혼합은 포스트

  
2
�라니아 연대기�나 �이웃집 토토로� 같은 판타지 작품에서 이런 서사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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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 소설들이 패러디와 패스티쉬 같은 기법으로 전통적인 작품의 경계를 허물

고 더 새롭고 자유로운 장을 열려고 한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겉보기에 

서술자의 말을 의심할 여지가 많지 않고 역사적 배경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살만 

루쉬디(Salman Rushdie)의 �한밤의 아이들�(Midnight’s Children, 1981)과 같

은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탄은 서양과 서양문학 전통의 요소들을 혼합하여 표

면적으로는 리얼리즘 소설로 보이지만 다양한 요소들이 혼합된 다양체를 창조해

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적 요소들을 혼합한 이유는 그가 이 작품에서 표현하려

고 한 내용과 조화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내용적인 면에서의 다양성의 포용

을 표현하기 위해 형식에서도 다양한 요소들을 섞었다는 말이다.

III. 다양체로서 정체성

�비의 선물�에서 탄은 영국인 아버지와 중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필립

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체성의 혼란을 서사의 전

면에 내세운다. 필립은 아버지와 이복형제들이 여름방학 동안 영국을 방문하는 

여행길에 이번에는 동참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그곳에 가면 자신이 이방인임을 

강하게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자신의 집에서도 가정의 일원으로서 소속

감보다는 거리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다.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영국인과 결혼하여 가족과 절연되었기 때문에 필

립은 중국의 전통과도 연결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국

과 중국계 혼혈 말레이시아인이라는 그의 인종적 정체성은 어느 곳에도 소속감

을 갖지 못하게 하는 저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혼란된 배경을 갖고 청소년

기를 맞은 서술자 필립에게 현실의 혼란을 벗어나게 해주는 인물이 일본인 엔도

상이다. 엔도상은 말레이시아 영사관에 소속된 인물이지만 초반에는 정확한 업

무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가족 없이 혼자 남은 필립에게 합

기도를 가르치고 동양적 사고를 전수하면서 필립의 스승의 역할을 한다. 데이비

드 림(David C. L. Lim)은 이 관계를 일본의 전통적인 사무라이의 교류 형태인 

슈도(Shudo)와 연결하여 두 사람의 동성애 관계를 서사의 핵으로 보고 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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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3. 슈도에서 필립의 나이인 열여섯이 “젊은이의 봄날”(Lim 240, 재인

용)로 이해되고 그 때에 경험이 풍부한 어른의 인도를 받아 성장하게 된다. 나는 

앞 장에서 이 관계를 청소년 성장소설, 특히 많은 판타지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지혜를 가진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해석하였다. 이 지혜를 가진 스승이 청소년기

의 혼란스런 상황에 일관성을 부여해주고 성장을 도와 혼돈을 벗어나도록 인도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부각하고 싶기 때문이다. 엔도상과 같이 쿠알라룸푸르

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포(Ipo)를 들러 외할아버지를 만나고 그의 이야기

를 듣게 되어 중국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를 긍정하게 되는 계기를 열어

주는 부분에서도 스승으로서 엔도 상의 기여를 엿볼 수 있다. 외할아버지의 이야

기에는 말레이시아로 이주해올 수밖에 없었던 청대 말기의 정치적 배경과 왕실

의 신비로움이 그려진다. 또한 자신의 딸이며 필립의 어머니인 유 메이(Yu Mei)

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영국인과 결혼했을 때 관계를 끊었던 외할아버지가 여전

히 자신의 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게 되어 필립이 정체성의 일부를 구성

하는 중국인성을 긍정하도록 만들어 준다.

엔도 상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필립은 가족이 귀국한 뒤에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된다. 엔도 상과 교류를 

통해 필립은 과거에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여 자신이 “죄수 같아서 [자신의] 한

계 내에서만 바라보고 그것 너머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192-3). 그리고 이렇게 이해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 배경에는 “엔도 상이 그의 

교훈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켰고” 그것이 “자신과 가족 관계에 대해 성장한 통

찰력을 주는 데 부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한다(193). 엔

도 상이 합기도 수련을 통해 몸을 강하게 만들면서 필립의 마음도 강화시켜 주었

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고는 말이다(193). 엔도의 교육의 결과를 필립은 “나

의 삶의 갈등하는 요소들을 연결시키고 균형감을 창조할 능력을 제공했다”고 요

약한다(193). 엔도 상은 스승으로서 필립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때 통합적인 

자아로, 균형감을 갖는 존재로 자신을 상상하도록 안내자 역할을 수행했다. 

필립과 엔도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지점은 엔도 상이 일본인으로 말레이시아 

  3 “슈도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젊은이의 길’이지만 그 의미는 ‘사랑하는 젊은이의 방식, 죽 젊은 

남성이 성적 대상으로서 자질만으로 여행하던 에로틱한 경로’에 더 가깝다.”(Lim 24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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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을 준비하고 있는 스파이고 결과적으로 필립은 엔도상에게 이용당하여 일본

의 침공을 용이하게 하는 데 부역하고 말았다는 사실이 전쟁이 시작되고서 밝혀

지면서이다. 일본이 침공하자 두 형은 입영하여 전장에 나가게 되고 아버지의 사

업은 일본인들의 손아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버지와 누나의 안위까

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 될 때, 필립은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한다. 필립은 엔도 상과 지내면서 일본어를 익혔기 때문에 엔도 상의 통역을 

담당하면서 일본의 통치를 돕는 역할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가족의 사업을 지

키게 된다. 필립의 정체성은 다시 한 번 분열하게 되어 말레이시아인으로서 말레

이시아인들을 일본군의 폭력으로부터 구출하는 일과 일본군의 폭력적 조치들을 

전달하는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엔도와 필립은 거대한 

구조적 힘에 포획된 나약한 개인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거부하지 못하

고 수행해야만 한다. 그러한 거대한 구조적 힘이 느슨하게 작동하는 작은 틈 사

이에서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개인의 의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대

립하는 힘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야 하는 개인이 구조의 힘을 따르면서 개인의 

자율성을 발휘하게 될 때, 그 개인에 대한 삼자들의 평가 또한 분열하게 된다. 필

립에 대한 전후의 말레이시아인들의 평가가 부역자와 생명의 은인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의 분열된 처지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는 운명 또는 구조의 

힘과 나약한 개인의 자유의지와의 관계라는 주제 또한 중요한 요소로 맞물려서 

서사를 이끌어 간다. 

기독교적 예정조화나 불교적 연기(緣起)로 제시되는 운명적이고 구조적인 힘

과 그 힘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주도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개인의 의지 사

이의 대립은 엔도와 필립의 관계가 누대 동안 반복되는 관계라는 엔도의 설명으

로 제시된다. 반복되는 연기로부터 벗어나서 두 사람의 어긋나는 관계를 종결하

려고 하지만 적국에 속한 개인들은 결국 각자를 둘러싼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문제를 수십 년이 지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최종적인 순간에 필

립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우리의 인생의 경로는 우

리의 탄생 오래 전에 정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그가 느끼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새김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적은 것뿐이다”

는 결론에 도달한다(443-4). 연기나 운명, 예정조화 등으로 표현되는 개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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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을 강제하는 힘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은 외부의 존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속에 이미 정해진 것을 기록한 것뿐이라는 말이다. 이 결론은 

구조의 힘을 인정하지만 그 힘이 개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마음속 힘이 그 방향을 향하게 만든다는 말로 개인의 주체성을 긍정하고 있다. 

낭만주의적이고 모든 것은 마음의 의해 좌우된다는 동양적인 설명으로 아포리아

적 삶의 문제를 해결했다. 초월적 기표를 마음이라는 개인의 내부에서 찾는 방식

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에서 새로워 보이지만 결국 초월

적인 기표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구조의 힘과 개인의 자율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로서의 필립의 정체성은 

그의 이름에 포함된 아르미니우스를 통해 표현된다. 너무도 이국적인 이름이 그

의 이름을 구성하는 일부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지내던 차에 필립은 외할아버

지로부터 그가 살던 페낭 집이 아르메니안가(Armenian Street)에 있었다는 정보

를 듣고는 어머니가 어린시절 자신이 살던 지역을 생각해서 포함시켰다고 짐작

한다. 하지만 더 나중에 외할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어머니가 네덜란드인 신학자 

야코부스 하르멘스(Jacobus Harmensz)의 구원은 개인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

는 신학적 입장을 칼뱅(John Calvin)의 입장보다 선호하여 이름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르멘스가 저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야코부스 하르멘스의 이름은 결국 라틴어로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로 번역된단

다. 그의 가르침은 지금 아르미니안주의로 통하지. 네 어머니는 네 이름을 고를 때, 

점장이와 내가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단다. 

‘What has this Harmensz got to do with me?’

‘Jacobus Harmensz’s name was eventually translated into Latin as Jacobus 

Arminius. His teachings are now known as Arminianism. Your mother was 

trying to prove the fortune teller—and me—wrong, when she chose your 

name.‘(247)

불길한 점장이의 예언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아들의 이름에 개인의 



새로운 상상 공동체: 탄 트완 엥의 �비의 선물� 연구   93

선택을 강조한 신학자의 이름을 포함시켰다는 말이다. 개인 필립의 이름 안에는 

인생의 모순이 집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의 이름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의 집적으로서 필립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뇌하고 결국 긍정하게 되는 

지점은 이 소설이 개인의 성장의 재현으로 그치지 않고 민족국가 설립의 알레고

리로서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IV. 다양성을 포용한 공동체

민족국가를 “상상된 공동체”라고 표현한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상상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민족

의 담론성에 주목한다. 그는 민족성(nationality), 또는 민족임(nation-ness)를 

“특정한 종류의 문화적 인공물”(4)로 정의한다. 이는 어니스트 겔너(Ernest 

Gellner)가 “민족주의는 민족을 자의식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

지 않는 곳에 민족을 발명하는 것이다”라고 한 주장과 공명한다.(Kral 53 재인

용) 두 사람은 모두 민족은 고유한 범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어지지 않

았고, 특정한 시기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

이 개별적 주체들을 공동체로 응집시키는 데에는 담론의 힘이 작용한다는 사실 

또한 부각시킨다. 이는 민족국가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구성원들이 자신

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점에서 집단적 정

체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민족담론은 피부색이 같고, 단일한 역사를 공

유하는 개인들의 집합일 경우 훨씬 단순하게 상상될 수 있지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종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를 하나의 민족국가로 상상할 담론을 발

명하는 일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식민지배를 받고 독립

한 경우라면 하나의 집단 정체성을 성립하기는 훨씬 더 난제가 된다. 집단 정체

성을 성립하는 지난한 업무의 일부를 담당해 왔던 것이 문학이었다. 앤더슨은 신

문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였지만, 신문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그 임무는 문학, 특

히 소설이 담당해왔던 점 또한 간과하지 않는다. 현대에는 문학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미디어가 이 임무를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지만, 상상된 공동체에 관련한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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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한 지점은 여전히 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족 구성원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현대 민족공동체의 재정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이

후, 문학이 그려내는 새로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상상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립의 개인적인 서사는 개인으로서의 그의 문제해결 

과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치 �한밤의 아이들�에서 살림 시나이(Saleem 

Sinai)의 서사가 가족 서사만이 아니라 독립을 이룩한 인도의 알레고리인 것처럼 

필립의 서사도 말레이시아라는 새로운 민족국가의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프레드릭 제이머슨(Fredric Jameson)이 조금은 과장하여 “모든 삼 

세계 텍스트들은 필연적으로 [...] 알레고리적이다”고 한 주장과 공명한다. 

이러한 초기 구분을 완료하였으니 이제 포괄적인 가정으로 삼 세계 문화 생산물들

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일세계의 유사한 문화 형태와 근본적으로 차별하게 하

는 것을 말하겠다. 나는 모든 삼 세계 텍스트들은 필연적으로 알레고리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싶다. 그것들은 그 형태가 소설처럼 주로 서구적인 재현의 기계로부터 발

전했을 때조차, 아니 특히 그럴 때, 민족적 알레고리로서 읽혀야 한다. 

Having made these initial distinctions, let me now, by way of a sweeping 

hypothesis, try to say what all third-world cultural productions seem to 

have in common and what distinguishes them radically from analogous 

cultural forms in the first world. All third-world texts are necessarily, I 

want to argue, allegorical, and in a very specific way: they are to be read 

as what I will call national allegories, even when, or perhaps I should say, 

particularly when their forms develop out of predominantly western 

machineries of representation, such as the novel. (69)

삼 세계 문학에서는 개인의 심리와 욕망의 문제마저 국가적인 알레고리의 성격

을 띨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포스트식민국가의 독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유용한 주장이기에 제이머슨의 주장을 탄의 작품을 민족

적 알레고리로서 해석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싶다. 그가 말한 “사적인 개인의 운

명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공적 삼세계 문화와 사회의 포위된 상황의 알레고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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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9)는 주장이 필립의 상황을 잘 설명하기 때문이다.  

필립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은 식민지배에서 갓 독립하여 현대 민족구가로

서 첫 발을 떼는 말레이시아의 경험과 유비된다. 식민 종주국 영국과 본국의 혼

란을 피해 말레이시아로 이주한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말레이시아인인 필립의 

인종적 배경은 다민족사회 말레이시아의 사회구성을 떠올리게 한다. 말레이시아

는 말레이인이 다수 종족이고 인도계, 중국계, 영국계 등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생활한다. 영국의 식민지배와 일본의 침략과 지배시기를 벗어나 혼란을 정리하

고 하나의 민족국가로서 안정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독립된 말레이시아의 

가장 큰 과제였다. 독립된 말레이시아에서 중국계는 공산당과 연계되었다는 의

심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인구수로 다수를 차지하는 말레이인들이 경제력을 

장악한 중국계를 향해 적의를 품고 같은 국가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취급하지 않

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인 혼란이 잠재적인 상태로 지속되었다. 다양

한 구성요소가 공존하는 사회가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느껴질 만한 상황이다.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담론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해지게 된다. 

필립의 외할아버지가 필립을 격려하는 말에서 이 소설이 제시하려는 상상된 

공동체의 일단을 볼 수 있다. 

‘너는 생존할 거야’ 그가 말했다. ‘너는 네 모든 생애 동안 그러할 거야. 이 곳에서 

혼혈아로 자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다. 하지만 그게 너의 힘이

다. 네가 다르다는 것, 네가 두 세계의 속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는 

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다고 느낄 때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너는 삶의 

이중성에 익숙하다. 너는 인생의 모든 이질적인 요소들을 화합된 일체로 만드는 능

력을 갖았다. 그러니 그것을 사용해라.’

‘You’ll survive,‘ he said. ’You’ve had to all your life. I am certain it has 

never been easy, growing up as a child of mixed parentage in this place. 

But that is your strenth. Accept the fact that you are different, that you are 

of two worlds. And I wish you to remember this when you feel you cannot 

go on: you are used to the duality of life. You have the ability to bring all 

of life’s disparate elements into a cohesive whole. So use it.‘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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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의 권면은 필립이 그 동안 혼혈 말레이시아인으로서 자신을 부정하고 

고통을 느꼈던 처지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호미 바바(Homi 

Bhabha)가 혼종성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여 “이러한 ‘사이의’(in between) 공

간은 사회 자체의 개념을 정의하는 행위에서 새로운 자아의 기호와 혁신적인 협

력의 지점을 창시하는 자아를 정교화하는 전략을 위한 지형을 제공한다”(1)고 

주장한 내용을 표현한 것만 같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합된 사회를 혼란스럽

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것이 가진 힘을 긍정적으로 상상하

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하는 것으로 새로운 민족국가에 대한 담론을 제시하

고 있다는 해석이 적절하다. 

�비의 선물�은 필립의 이름을 활용하여 말레이시아의 복잡한 혼란을 은유하고 

필립이 최종적으로 그의 이름 전체를 사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대목을 통하여 다

시 한 번 말레이시아의 다양성을 긍정하고 자긍심의 대상으로 표상한다. 혼종성

이 제공하는 사이의 시야가 전통적인 단일성을 강조하는 민족담론을 새롭게 해

체적 관점에서 재정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부각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필립은 미치코에게 전쟁이 끝난 뒤 “두 이름을 버리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했고,” 그 이유는 “어머니의 꿈과 외할아버지가 내 삶으로 의도되었다고 확신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나 자유”(367)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름 두 

가지는 외가의 성인 ‘구’와 어머니의 바람을 담은 ‘아르미니우스’이다. 필립이 혼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불편해했는지를 웅변하는 대목이다. 시간이 흐르면

서 가족회사를 물려받은 필립은 말년에 과거 페낭의 건물들이 무질서한 개발 때

문에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전쟁전의 모습을 복원하는 일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수집했던 여러 형태의 단검들을 페낭의 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런 

그의 공로를 기리는 자리에서 페낭 역사학회 회장이 그의 이름을 “필립 아르미

니우스 구-허튼”(Mr Philip Arminius Khoo-Hutton)로 부른 기억을 떠올린다. 

내가 내 이름—내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온전하고, 사랑스런 이름—이 

이날 이른 저녁에 처음으로 불리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생애 내내 이루지 못했던 

통합감과 성취감을 경험했다.

When I heard my name--my complete, dear name, given to me by bot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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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and by my grandfather—used for the first time earlier this evening, 

I experienced a feeling of integration and fulfilment that had eluded me for 

all of my life. (443)

복잡한 혈통과 문화의 혼합 때문에 통합된 존재로서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고 공

동체에 기여했다는 성취감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던 필립이 말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자신의 자아를 긍정하게 되었다. 필립의 이러한 혼종성을 긍정적으로 해

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은  하나의 민족국가로서 말레이시아가 공동체의 복잡한 

구성을 혼란으로 보지 않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긍정적인 공동체로 상상하려 시

도로 확대한 해석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V. 결론 

이 논문에서는 �비의 선물�이 표면적으로는 리얼리즘 소설로서 인상을 강하게 

표출하지만 동서양의 다양한 장르를 혼용하는 작품이라는 점을 증명하였다. 그

리고 그 다양한 장르적 결합은 주인공의 다양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배경과 연결

시켜 분석하고, 필립의 다양한 정체성은 식민지배와 침략으로부터 새롭게 민족

국가로 성립하는 말레이시아의 알레고리로 해석하였다. 이 논문의 해석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한 경우는 켈리 체(Kelly Yin Nga Tse)의 연구가 있

다. 그녀는 이 소설에서 동성애성이 “과도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과 윤리적 화

해의 은유로 작동한다”(11)고 전제하고서, “사적인 회복 장면을 범 아시아적 부

활의 상징으로 다룬다”(12)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그녀의 해석은 필립의 개인적 

서사를 알레고리로 해석한다는 면에서 이 논문과 같은 관점을 견지한다. 하지만 

체는 필립과 미치코의 액자서사를 강조하여 이 작품의 비전을 말레이시아라는 

민족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범아시아라는 범주로 확대한 해석을 시도한다는 면에

서는 훨씬 넓은 관점을 반영하였다. 

나는 많은 면에서 체의 분석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녀가 이 소설에서 발견한 

범아시아적 비전은 탄의 두 번째 작품인 �해질 무렵 안개 정원�과 연결해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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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더욱 탄탄한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을 부연하고 싶다. 탄 트완 엥은 

이제 장편 소설 두 편을 발표한 신인 작가이지만 그가 두 작품에서 천착한 역사

와 트라우마, 그리고 화해를 통한 건강한 민족국가 말레이시와 범아시아적 공동

체를 향한 상상은 식민종주국민과 피식민지민을 구분하지 않고 동서양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하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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