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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구기와 시옹오의 �피의 꽃잎들�에 나타난 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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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Seo, Eunjoo. “The meaning of fire in Ngũgĩ wa Thiong’o’s Petals of Blood.”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4 (2021): 71-91. Ngũgĩ praises the power of fire to destroy and purify the evils 

of Kenya’s neo-colonial era. In particular, his Petals  of  Blood is full of images of fire that were glorified 

in ancient Hindu mythology. The story reveal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pressors and oppressed in 

the process of finding the perpetrators of the brothel arson murders. The reader discovers that the true 

perpetrators of the violence of neo-colonial society are the victims of the fire incident, and the arson 

suspects themselves were the oppressed in the neo-colonial society. An alleged criminal, Godfrey Munira, 

is asked to keep a prison diary for investigation by inspector Godfrey, and he recalls the time from when 

he arrived at Ilmorog 12 years ago to the arson incident. Munira, who has consistently maintained his 

position as an observer and an outsider in all groups, confesses that he committed arson to destroy evil 

deeds, and after the arson, he was “baptized by fire” and felt purified. Wanja, a prostitute, who almost 

died in the fire, “cleanses” her sexual immorality by fire and rises like the mythical phoenix from the 

ashes. Ngũgĩ’s ideology of fire, decolonization and resistance in the neo-colonial society, is the central 

theme that guides the characters on a new path of lif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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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동아프리카의 대표 작가인 응구기 와 시옹오(Ngũgĩ wa Thiong’o, 1938-)는 

불에 영혼이 있다는 믿음을 간직한 작가이다. 그의 믿음은 소설에서 불의 두 기

능인 ‘파멸성과 정화작용’을 사건과 연결하여 스토리를 절정에 달하게 하고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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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 장치로 묘사되어 나타난다. 응구기가 재현하는 불의 사

건은 아프리카에서 사라져야 할 식민성을 파괴하고 동시에 탈식민성을 극명하게 

부각시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한다. 특히 그는 식민성에 길든 아프리카인

들이 자신에게 처한 불행한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

운으로 여기는 식민주의자를 심판하는 “예수 재림의 불”(Nicholls 135)로 제시

한다. 이는 “마귀들을 태워 죽이는 위력과 정화력”(�리그베다� 50)을 소유한 불

의 능력이다. 기존의 것을 탈피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

기가 있어야 하는데, 응구기는 영혼이 있는 불이 그 계기가 되고 불의 능력이 아

프리카인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여긴다. 

케냐 신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응구기의 네 번째 소설 �피의 꽃잎들�

(Petals of Blood)은 영국의 식민지 독립 이후 식민지를 답습한 신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에 소설 속에 등장하는 마을과 가정은 불빛도 없는 음침하고 어스

름한 어둠의 음영이 짙게 자리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암흑 속에서 

응구기는 햇빛, 달빛, 별빛과 같은 자연의 불빛과 “나무에 걸려있는 도시별과 석

유램프”(31)와 같은 인위적인 불빛에 의미를 더한다. 응구기는 이러한 불의 이미

지 중에서도 만물을 소훼하는 가뭄과 같은 “하늘에서 내뿜는 불”(195)과 인간이 

주도한 방화 사건을 주요 소재로 삼는다. 브렌돈 니콜스(Brendon Nicholls)는 

“응구기가 윌리엄 블레이크(William Blake)의 시 영원한 복음 (The 

Everlasting Gospel)과 데릭 월컷(Derek Walcott)의 시 늪 (The Swamp)에서 

꽃과 불의 이미지를 영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이폴(Naipaul)의 �흉내 내는 사람

들�(The Mimic Men)에서 불의 이미지와 화재 사건을 답습하고 있다”(15)고 주

장한다. 망명한 이산(diaspora)작가라는 공통점을 가진 인도계 영국 작가인 나이

폴과 응구기가 소설에서 재현하는 파란만장한 불의 사건들은 식민지와 신식민지 

사회의 고통과 상실, 승리와 패배, 굴욕과 허망함, 두려움과 죄책감, 끔찍한 죽음

과 허망함, 죄책감과 자기 승리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과 긴장감을 극대화시킨다.

스토리는 신도시 일모로그(Ilmorog)에서 일어난 방화 살해 사건의 진실을 밝

히는 과정으로 “누가 그랬어? 라는 범죄소설 형식”(Cook & Okenimkpe 97)을 

취하고 있다. 방화 살해 사건은 교육자이자 사업가 추이(Chui), 거물 사업가 키

메리아(Kimeira), 교육 사업가 음지고(Mzigo)를 희생시킨다. 이 사건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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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드프리(Godfrey) 경감은 한 번에 지역의 유지들이 살해된 흥미로운 사건이

라고 여기고 방화범으로 학교 교장 고드프리 무니라(Godfrey Munira), 창부 완

자(Wanja), 노동당원 카레가(Karega), 소상공인 압둘라(Abdulla)를 지목하고 그

들을 체포한다. 국가의 법에 봉사하는 고드프리 경감은 무니라에게 “놀랍겠지만 

공교롭게도”(44) 같은 이름이라고 소개하고 그에게 “펜과 종이와 잠자리와 음식

을 제공할 거니 완전한 진술서(일종의 감옥 일기)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내보내 

줄 수가 없다”(44)고 한다. 

독실한 기독교도이자 학교 교장 무니라는 십이 년 전으로 기억을 거슬러 “비

와 가뭄에서 출발한 일모로그가 피의 꽃잎들이 피어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목격한”(45) 과거를 회상하고 방화 살해 사건의 발단이 그 이전부터 시작

되고 있었다고 기술하기 시작한다. 스토리의 서사는 무니라, 완자, 압둘라, 카레

가 등으로 다초점 서술로 전개되지만, 그들 각각의 과거 이야기가 끝나면 무니라

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시점으로 귀착하는 방식이다. 응구기는 이러한 서술 

방식에 대하여 “조지프 콘래드(Joseph Conrad)에게서 영감을 받아 다른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다중의 서술자 방식이 소설에 더 많은 정보와 증거를 제공

한다”(Decolonising 76)고 밝힌 적이 있다. 그가 밝힌 바대로, 소설은 다양한 장

소에 거주했던 이들이 한곳에 모여 각자가 과거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신식민지 사회의 악행이 폭로되고 긴장감이 더해진다.

그리고 다시 무니라로 돌아오는 서술 구조는 그들 중에서도 무니라가 스토리

를 이끌어가는 관찰자적인 인물임을 암시한다. 무니라는 신식민지 사회에서 부

를 형성한 농장주의 아들로 방화 살해 사건의 희생자들과 같은 위치이면서 동시

에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방화 살

해 사건 이전까지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고 심지어 관심도 없는 ‘관찰자, 아웃사

이더, 이방인, 외톨이, 국외자, 도망자, 구경꾼’이었다. 그러한 그가 감옥에서 진

술서를 통해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 것은, 그 사회를 관찰자 시점으로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한 작가의 의도일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가 방화

를 주도한 가해자임이 소설 말미에 밝혀진다. 이 사건은 암묵적으로 용인되어온 

신식민지 사회의 진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는데, 사실 방화 살해 사건의 가해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은 민중을 위해 투쟁하는 피해자들이었고, 그 사건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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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살해된 피해자들은 민중을 강탈하는 가해자들이었음이 드러난다. 이처럼 방

화 살해 사건은 그동안 일모로그에 덮여 있던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과 피해자들

의 위치를 바꾸어놓는 계기가 된다.

본 연구는 불의 사건을 계기로 고찰한 신식민지 사회에서 파멸되어야 할 억압

의 주체와 숨겨진 진실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응구기가 �피의 꽃잎들� 이전 소

설에서 주로 언급하는 촛불, 모닥불, 횃불과 같은 불의 이미지는 식민지 사회를 

견뎌내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밝은 미래를 암시적으

로 보여주지만, 이러한 잔잔한 불빛은 식민지 사회를 답습한 신식민지 사회의 악

행에 대적할 수도 없을뿐더러 아프리카인들 내면 깊이 내재해 있는 식민근성을 

소멸할 수도 없다. 이에 응구기는 �피의 꽃잎들�에서 그들을 파멸하고 “불사조

(Phoenix bird)를 탄생”(Ogude 122)시킨 원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큰불의 사건

을 형상화한다. 이는 응구기가 불에 의미를 더하여 신식민지 사회의 정치적 편향

성에 의해 가해자와 피해자, 관찰자와 행위자, 주체와 객체가 비정상적으로 혼돈

된 사회를 재현하는 동시에 정화하여 복원하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II. 불의 신화

불을 숭배하는 사상은 오래전 인류가 시작되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와 인

도로 거슬러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삶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불은 

수호신으로 여길 만큼 신성시 여겨져 왔는데, 응구기는 �피의 꽃잎들�에서 “고대 

힌두의 종교 문헌인 베다(Vedas)”(140)를 거론하며 인도 문화에 관심을 보인다. 

응구기가 언급한 힌두교의 신화적, 종교적, 철학적 경전서인 베다 서적에는 �리

그베다�(Rig-Veda), �사마베다�(Sama-Veda), �아타바베다�(Atharva-Veda),  

�야주르베다�(Yajaur-Veda)가 있는데, 그중 기본서인 �리그베다�에는 자연 신

과 더불어 ‘불의 신 아그니(Agni)’가 예찬되어 있다. 응구기가 �피의 꽃잎들�에서 

언급한 베다서와 스토리를 이끄는 불의 이미지를 연결해 보면, 그는 “천상에서는 

태양으로 빛나고, 공중에서는 전광으로서 번쩍이며, 지상에서는 제사의 성화로서 



75응구기와 시옹오의 �피의 꽃잎들�에 나타난 불의 의미

타오르는”(�리그베다� 50) 불의 신을 찬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불의 신을 숭배하는 응구기의 사상은 유년 시절 경험한 인도 문화에 기인한다. 

응구기가 고백하는 가족사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면, 그는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

의 일족들이 리무르(Limuru)에 살았고 그곳에 인도 상가가 들어서면서 그들의 

장례 문화를 보아왔다고 전한다. 그의 소설에 종종 등장하는 “인도인이 운영하는 

상가”(223)도 그의 유년 시절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2012년에 발표한 “아시아는 내게 어떤 존재일까? 아프리카에서 동

방 바라보기”(What Is Asia to Me? Looking East from Africa)에서 응구기는 

다음과 같이 추억의 편린을 회고하고 있다.

인도인의 시신을 태우는 장례식은 외할아버지의 관리하에 있는 작은 숲에서 치러졌

습니다. 화장은 힌두교 문화의 중심입니다: 불의 신, 아그니는 지상의 육체에서 영

혼을 분리해 천상에 있는 다른 형태의 존재로 재구현되도록 합니다. 분리된 영혼은 

방해물이 없다면 프리탈로카에서 핏랄로카로 여행합니다. 어머니는 힌두교를 신봉

하지 않으셨지만, 그녀가 죽는 날에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진 촛불처럼 화장장소 주변

의 숲을 배회하는 인도의 영혼들을 보았다는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우리가 그녀를 의심하면 그녀는 역력히 기분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The funeral pyres to burn the bodies of the Indian dead were held in a 

small forest that was also under my maternal grandfather’s care. Cremation 

is central to Hindu culture: it asks Agni, the fire god, to release the spirit 

from the earthly body to be re-embodied in heaven into a different form of 

being. The departed soul traveled from pretaloka to pitraloka unless there 

were impurities holding it back. My mother did not practice Hinduism, but to 

her dying day she believed and swore that on some nights she would see 

disembodied Indian spirits, like lit candles in the dark, wandering in the 

forest around the cremation place. She talked about it as a matter of 

material fact, and she would become visibly upset when we doubted her. 

(What Is Asia to Me? Looking East from Africa 15)

이처럼 응구기는 유년 시절 어머니로부터 힌두교를 신봉하는 인도인들이 화장으

로 장례를 치렀기에 그들의 영혼이 떠나지 않고 불과 함께 살아있다는 말을 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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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랐다. 이를 목도한 응구기는 작품 속에 “불교도들이 그러는 것처럼”(65) 마

치 인도인들이 불에 시신을 태우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을 재현한다. 

매음굴 방화 살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창부 완자는 유년 시절에 이모가 

불에 타서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목격하고 “끔찍한 죽음, 고통, 두려움, 죄

책감”(65)을 느낀 적이 있다. 그녀의 이모는 “밀가루가 가득 담긴 바구니에 총과 

실탄을 숨겨 숲으로 운반하곤 했기”(65)에 완자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

만 어느 날 이모가 “불타고 있는 오두막 밖에서 불이 붙은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동물처럼 서 있었다”(65). 그날을 기억하며 완자는 사촌 언니가 남편을 

버리고 도시로 갔다는 앙갚음으로 사촌 언니의 남편이 불을 질렀다고 의심하면

서도 “정말 유치하게도 나(완자)는 불교도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모가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을 붙였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65)라고 고백한다. 그 사건의 전말은 

공교롭게도 오두막에 사촌 언니가 아닌 사촌 언니의 어머니인 이모가 머물렀기

에 이모가 불에 탄 것으로 드러난다. 

완자 이모의 방화 사건은 오랜 역사를 가진 힌두교의 악습으로 알려진 사티

(Sati) 제도를 연상시킨다. 인도 여성들처럼 그녀는 산채로 “불타는 장작더미에 

속에서 죽는 잔인한 의식”(박종성 62)을 치른 것이다. 완자는 이모의 불타고 있

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자기의 몸에 불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고 한다. 이후에도 완자는 자기 안에 있는 “교활함과 악마성”(66)을 태워버리기 

위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때가 몇 번 있었고 

만약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자신이 뼛속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다

고 한다. 완자는 불타는 이모의 모습을 보면서 “태초의 물과 불이 생각나고, 지

구를 정화시키고 인간의 잔혹성과 외로움이 그득한 우리 지구를 순수하게 만들

어 줄 제2의 물과 불”(65)을 생각한다. 그녀는 불을 통해 암울했던 “삶과 과거의 

기억”(Banik 14)이 소멸하기를 희망한 것이다. 

니콜스는 “응구기가 창세기와 계시록에서 영감을 받아 물과 불로 심판하러 오

실 예수의 재림을 연상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135)고 지적한다. 응구기가 

매춘부 완자를 불로 심판받게 했다는 것이다. 절음 발이 압둘라는 불타고 있는 

매음굴 안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듣고 질식할듯한 불길 속으로 들어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유리창을 깨고 손과 발로 더듬어 시신을 찾아 밖으로 나오는데 그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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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바로 완자다. 완자는 치솟는 불길 속에서 누구든지 살려야 한다는 압

둘라의 사명감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부도덕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불로 청산

하고 다시 살아난다. 이처럼 완자는 “창부의 성적 방탕한 생활을 불로 정

화”(Nicholls 135)한 후 압둘라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계획한다. 

과거의 실루엣, 삶과 기억으로부터 좀처럼 사라지려 하지 않는 것들을 거부했다. 

그녀는 새롭고 . . . 깨끗한 . . . 삶을 원했다. 최근에 가까스로 탈출한 것의 의미

가 바로 이것이라고 느꼈다. 벌써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 . . 그녀는 결국 불로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 새로운 기회와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She refused to be burnt right out of her life and memory. She wanted a new 

live . . . clean . . . She felt this was the meaning of her recent escape! 

Already she felt the stirrings of a new person . . . she had after all baptised 

by fire. And to think that . . . another chance to try out new paths, new 

possibilities. (337)

이처럼 응구기는 치솟는 불길 속에서 죽음을 넘나들며 불로 세례를 받고 “새로

운 기회와 또 다른 가능성”(337)을 품고 다시 살아난 완자를 통해 불의 정화 능

력을 강조한다. 완자는 이제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새롭고 깨끗한 삶, 선택

받고 선택되는 삶이 아닌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희망한다. 

제임스 오구드(James Ogude)는 응구기가 “신화에 나오는 불사조처럼 암흑과 

같은 역경을 견뎌내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완자의 모습을 불과 함께 재현하고 

있다”(122)고 주장한다. 응구기가 아라비아 사막에 살며 500년마다 자신의 몸을 

불태워 죽고 그 재 속에서 부활하는 영원불멸과 재생을 뜻하는 전설의 불사조처

럼, 어떠한 곤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케냐 기쿠유(Gikuyu) 부

족의 강한 모습을 불사조와 같은 형상으로 그려내고 있다”(Ogude 122)는 것이

다. 이처럼 응구기는 만물 자체를 불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범신론적인 일면을 

보여주며 아프리카인들이 “고대의 불을 지닌 채 태어났다”(River 12)는 강한 믿

음으로 불이 만사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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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믿음은 방화 살해 사건 이후 완자가 과거를 청산하고 “기생충이 없는 세

상에서 행복(happyness)과 복지(well-being)로 충만”(327)한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재현된다. 완자는 이제 시대의 굴욕 속에서 부당하게 이용되

는 창부가 아니라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응구기는 능력을 소유한 활력있는 불이 과거의 아프리카인들을 불태우고 그 재 

속에서 부활한다고 고대 문헌에서 회자되고 있는 “불사조와 같은 새로운 아프리

카인”(Ogude 122)의 영원불멸한 삶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는 철학자 헤라클레

이토스(Herakleitos)가 만물의 근원을 ‘불의 원리’로 보았던 것처럼, 응구기는 불

의 기능이 악을 파멸하고 정화하여 정체성을 회복한 주체적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으로 신화 속에 나오는 불사조에 의미를 더하여 불을 찬미하고 있다.

III. 불의 정화작용

정화는 그리스어로 카타르시스(katharsis)를 의미하며, 정화작용은 심리적으

로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정신적, 정서적

으로 안정을 되찾는 일이다. 이는 제우스에게서 빼앗은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응구기는 소설에서 정화작

용을 위한 장치로 불을 이용해 등장인물들의 비극적인 상황이나 비참함을 해결

하거나 탈출의 기회로 삼게 한다. 특히 방화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구금된 

등장인물들의 변화된 모습은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한계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그들이 구속적인 상황

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초월적인 순간을 체험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그들의 

모습은 한 차원 더 고양된 모습으로 제시된다. 

무니라가 기술하는 감옥 일기에 의하면 12년 전 그는 자신을 유일하게 신뢰해

주는 여동생 무카미(Mukami)가 채석장에서 떨어져 죽은 후 가족과 인간사에 관

심이 없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은신처를 찾아 일모로그의 학교 선생으로 부임해 

온다. 그의 아버지 이제키엘 와웨루(Ezekiel Waweru)는 농장을 경영하는 부유

한 지주이자 존경받는 교회 장로다. 와웨루는 시리아나 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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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맏아들의 도리를 다하지도 못한 그를 “패배자”(91)로 여긴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무니라는 게릴라들한테 잡혀 한쪽 귀를 잘린 아버지와 부자와 결

혼했거나 부자가 된 형제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관심도 없었기에 가정에서도, 

“1952년 마우마우 서약을 거절했기에”(341)에 공동체에서도, “아웃사이더이고 

구경꾼”(227)이다. 그래서 그의 삶은 죄책감과 무기력함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무니라의 모습은 “상징주의 작가들의 특징으로 가득”(Pagnoulle 274)

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한 평가는 무니라가 “자기 삶의 타버린 담배꽁초를 

볼 수 있었다”(269), “내가 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가?”(68)라는 어구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무니라의 모습은 “상징주의 대표 시인 엘리엇(T. S. 

Eliot)의 프루프록의 연가 (The Love Song of J. Alfred Pruprock)에 나오는 

프루프록이 느끼는 영혼의 공허함과 같은 맥락”(Pagnoulle 274)이다. 무니라를 

프루프록에 빗대어 보는 것은 상징주의라는 장르로 현대 시의 새로운 차원을 개

척한 엘리엇처럼 응구기도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이미지로 복잡한 신식민지 당대 

사회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억압된 무의식의 욕망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응구기가 엘리엇처럼 상징으로 가득한 모호하고 몽롱함에 

감정과 사상을 감추는 기법은 글쓰기가 시대적으로 제약된 상황 속에서 ‘타버린 

담배꽁초’와 같은 신식민지 삶을 온전히 표현해내기 위함일 것이다. 

무니라는 유년 시절부터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중 가장 치욕스러웠던 기억은 

그가 시리아나 학생이었을 때, 이탈리아 전쟁 포로들이 들락거리는 카미리소

(Kamiritho)에 있는 창부의 집을 방문했던 일이다. 그는 창부 아미나(Amina)에

게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고 매춘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문간에 서

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아이구, 어린 애네 . . . 나는 할례를 안 받은 남자들

하고는 안 자요. 내 규칙이에요. 그래도 이리 와요”(71)라고 말하며 그를 집안으

로 들였다.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는 순식간에 끝나버렸다. 무니라는 두려움과 치

욕감에 떨었고 이후 그의 삶엔 늘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의식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질이 안 좋은 여자와 처음으로 범했던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그 기억을 제거

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속죄 의식을 치르게 된다. 그가 창부의 집 모형을 만들

고 불을 붙인 후 “불 옆에서 떨쳐내려 했던 기억”(72)은 바로 이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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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집으로 가서 자신을 하느님한테 바치는 속죄의 의식을 치르기로 결심했다. 그

는 성냥 한 통을 훔치고 풀과 마른 쇠똥을 모아 그가 하느님한테 죄를 저지른, 카

미리소에 있는 아미나의 집 모형을 만들고 불을 붙였다. 불길을 바라보니 자신이 

정말로 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하느님이 자신을 받아 주셨다는 사실에 

평화를 느끼며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He had gone home, convinced that inwardly he had given himself up to the 

Lord, and decided to do something about his sins. He stole a matchbox, 

collected a bit of grass and dry cow dung and built an imitation of Amina’s 

house at Kamiritho where he had sinned against the Lord, and burnt it. He 

watched the flames and he felt truly purified by fire. He went to bed at 

ease with himself and peaceful in his knowledge of being accepted by the 

Lord. (14)

무니라는 불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악을 태워버렸기에 “죄를 용서받고 정화되는 

느낌”(14)을 받는다. 불의 정화의식 이후 그 불은 쇠똥으로 번졌고 제때 발견한 

이가 없었다면 큰불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소설 초반에 언급되는 큰불은 매

음굴 방화 살해 사건의 용의자를 찾아가는 과정에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고드프

리 경감은 교회 장로이자 부유한 지주인 와웨루의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무니

라를 의심하지 않는다. 

무니라는 아버지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삼남 삼녀 중 장남이다. 그는 늘 성공

한 동생들과 비교되고 시리아나 학교에서 실패한 기억으로 주눅이 들어 있다. 그

가 기억하는 즐거웠던 유년 시절의 기억은 그의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는 마리아

무(Mariamu)와 그의 아들 응딩구리(Nding’uri)와 어울리며 차를 마시고 숯불에 

감자를 구워 먹으며 보냈던 일이다. 그의 놀이 친구 응딩구리는 무니라가 시리아

나에 가기 전에 그리고 시리아나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도 함께 어울렸는데, 어

느 날 마우마우 단원이라는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했다. 무니라는 우연히 마리아

무의 아들이 무카미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유를 물었지

만 “나쁜 부류들 . . . 나쁜 여자 마리아무 . . . 그 여자의 아들들이 나를 망쳤

다”(94)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런 아버지에게 마저 관심이 없는 무니라는 부유한 

기독교도 지주인 아버지 편에도, 마우마우 단원에도 속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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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카미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안고 일모로그를 피난처로 택했다.

무니라가 일모로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프리카계 어머니와 인도계 아

버지 사이의 혼혈이자 절름발이 압둘라가 상가를 운영하고 있었다. 유년 시절에 

압둘라는 부유한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는데, 어느 날 혼혈인 자신을 증오

하며 아버지한테 아프리카인들의 재산을 탐내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

고 아버지의 후원을 거절하고 학교와 집에서 달아나 “숲의 전사이자 케냐인으로 

다시 태어나기”(137)를 원해 마우마우 단원이 되었다. 그에게는 응딩구리라 불

리는 한 친구(숙모의 아들)가 있었는데, 그들은 인도인이 운영하는 쇼핑센터에서 

총알을 지칭하는 옥수수알을 받아 마우마우 단원에게 건넬 임무를 수행하는 중 

총과 탄약 배급자였던 키메리아 와 카미안자(Kimeria wa Kamianja)에게 배반을 

당했다. 다행히 압둘라는 수색을 피했지만 응딩구리는 주머니의 물건이 들통나 

교수형에 처했다. 그곳에서 달아나는 도중에 절름발이가 된 압둘라는 “고통스러

운 배반이 없는 깊숙한 시골”(255) 마을 일모로그에 왔다.

무니라와 압둘라가 일모로그에서 평온을 되찾을 무렵 완자가 도착한다. 완자

는 학창 시절 부유한 호킨스 키메리아(Hawkins Kimeria)의 꾐에 빠져 임신을 

했지만 키메리아의 무책임한 행동과 스스로 아이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도시로 가서 창부가 되고 아이를 낳은 직후 하수구에 버렸다. 여급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완자는 자신의 집에 불이나 물건들이 모두 타버린 것을 알게 되고 

창부 생활의 피로함과 아이를 버린 죄책감에 시달리며 은신처를 찾아 할머니 마

을 일모로그에 도착한다. 완자는 그곳에서 압둘라를 도와 상가를 꾸미고 여급이 

된다. 그녀는 무니라와 압둘라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데, 그녀를 향한 무니라의 

집착은 점점 심해져 간다.

그즈음 카레가가 일모로그에 도착하고 완자의 관심은 카레가를 향한다. 무니

라는 자신처럼 시리아나 학교에서 실패한 카레가를 학교 선생으로 추천하고 카

레가는 무니라와 같은 학교 선생이 된다. 카레가는 무니라가 완자를 향한 속내를 

알지 못하고 일모로그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한다. 카레가의 어머니 마리아무

는 무니라의 아버지 농장에서 일했고 그의 여자친구가 무니라의 여동생 무카미

였다는 것이다. 무카미의 아버지는 카레가가가 마우마우 단원의 가족이었기에 

교제를 허용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무카미가 채석장에서 뛰어내려 죽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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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죄책감에 시달린 카레가는 그녀의 오빠 무니라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

이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무니라는 카레가의 고

백으로 가족의 역사를 알게 되고 그가 자신보다 더 가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는 느낌에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를 믿어 주는 여동생 무카미를 죽

게 만들었고 완자의 관심을 전적으로 받는 카레가를 처벌하기로 마음먹는다. 무

니라는 카레가가 여동생 무카미와 창부 완자를 같은 부류로 취급하는 것이 못마

땅하지만, 이를 내색하지 않고 창부와의 관계가 학생들 교육에 미칠 영향을 구실

로 삼아 카레가를 학교에서 해고한다. 

무니라, 압둘라, 완자, 카레가는 저마다의 사연과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을 안

고 일모로그로 도피한 “망명자”(Cook & Okenimkpe 96)이다. 처음에 그들은 친

분을 쌓으며 가뭄으로 고통받는 마을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약속하지만, 셍게타

(Teng’eta, 기쿠유 전통주)라는 마약과 같은 환각을 유발하는 술을 마신 후 이어

지는 각자의 고백으로 서로 얽혀있는 관계가 밝혀지고 그들의 사이는 미묘해진

다. 특히 완자는 무니라, 압둘라, 카레가와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매음굴

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매춘부의 직업을 이용하여 그녀와 

성적 관계를 맺고 있는 케냐 지부의 중역인 추이, 키메리아, 음지고를 처단하려 

계획한다. 그때 완자를 사모하는 압둘라는 그녀의 매음굴을 즐겨 찾는 이들을 제

거하기 위해 “칼과 성냥을 꺼내 선택된 운명을 만나러 완자의 집으로 절뚝거리

며”(318) 가다가 완자의 매음굴이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압둘라가 생각만 했던 일을 실행에 옮겨 매음굴을 방화한 사람은 무니라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무니라는 “미리 준비해둔 석유를 문마다 붓고”(333) 방화

를 시도했고 방화 이후 언덕에 올라가 “불길이 피의 꽃잎 같은 모습으로 검은 하

늘을 비추었다”(333)고 진술한다. 그는 “매음굴을 불살라 버리라는 명령이 그에

게 내려졌고 하느님의 법에 따랐는데 방화 후 자신이 아웃사이더가 아니

다”(333)라고 느꼈으며 되레 감옥에서 “상쾌한 마음과 영적인 만족감”(43)을 느

낀다. 무니라의 진술서를 받는 고드프리 경감은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재산과 

부와 사회적 지위와 종교와 교육)을 거부하는 도덕적 순수성”(334) 때문에 방화

를 주도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범죄와 범죄적인 행동의 법칙”(43)을 잘 

아는 그는 자연과 인간을 약탈하는 공간에서 “도덕적 순수성이라는 명목으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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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한 무니라 같은 사람을 만난 적”(334)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무니라의 방화 행동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느끼는 일종의 욕구 충족행위인 “가학 피학증”(Sadomasochism) 현상으로 해석

해 볼 수 있다. 가학 피학증은 가학을 뜻하는 사디즘(sadism)과 피학을 뜻하는 

마조히즘(masochism)을 합한 합성어로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경우, 무의식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도덕적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경우이다. 프로이트

(Freud)가 주장하는 성애 발생적(erorogenic) 마조히즘은 모든 마조히즘의 기초

가 되는데, 무니라처럼 불로 세례를 받고 순교 당하기를 원하는 종교인은 도덕적 

마조히즘의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니라가 완자의 매음굴

에 불을 지르고 언덕에 올라가 매음굴이 불에 타는 모습을 바라보는 행위는 사디

즘이 마조히즘으로 그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보여주는 일

화라고 할 수 있다. 무니라는 매음굴 방화로 신식민지 사회의 악행을 주도한 이

들을 불로 처형하고 동시에 그 불에 자신의 과거와 내면을 소멸시키는 기회로 삼

는다.

이처럼 불의 사건은 저마다의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일모로그에 모인 이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응구기가 제시하는 불의 정화작용은 

하염없이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의 내면에 활활 타오르는 화를 소멸하거나 죄

를 사하여주는 파괴 의식인 동시에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새 삶의 기회

를 부여하는 일종의 의식 행사인 것이다. 응구기는 그들 내면에 내재해 있는 고

통과 쾌락, 의식과 무의식, 죄책감과 죄 사함, 처벌과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불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래서 스토리는 방화를 주도한 범인을 찾는 탐정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

는 상황을 장황하게 묘사하고 사실 매음굴 화재 방화범으로 지목된 가해자들이 

신식민지 사회의 피해자였음을 밝혀내는 과정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그리

고 응구기는 불의 사건을 계기로 그들이 식민지 아프리카의 선택된 피해자가 아

닌 자기 삶의 주체적인 인물로 정화되어 거듭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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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불의 파멸성

불의 부정적인 의미는 파괴와 암흑이다. 이를 암시하듯 소설의 배경은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고통받는 메마른 시골 마을과 불 꺼진 밤의 어두운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소설의 음침한 달도 없는 밤의 기운은 등장인물에게 당장이라도 무

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스산한 기운을 감돌게 한다. 응구기는 신식민기에 주

위의 감시를 피해 아예 불을 켜지 않은 “으스스한 환경을 설정”(Cook & 

Okenimkpe 97)하여 그들이 머무는 어둠의 세상, 암울한 현실을 투사하여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시종일관 관찰자 자리를 지키는 무니라는 해가 지고 달이 뜨

지 않는 밤이 되면 “무서운 어둠의 일부”(71)가 된다. 

무니라는 황혼을 무서운 어둠에 대한 서곡으로 여기고 좋아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

게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를 기다렸다. 그러고 나면 그는 식물, 동물, 사람, 오

두막 등, 그것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 선택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에 대한 노력, 결정, 우선권과 연관되기에 그것

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었다. 그는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

Munira relished twilight as a prelude to that awesome shadow. He looked 

forward to the unwilled immersion into darkness. He would then be part of 

everything: the plants, animals, people, huts, without consciously choosing 

the links. To choose involved effort, decision, preference of one possibility, 

and this could be painful. He had chosen not to choose. (71)

무니라는 아무것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기에 모든 집단에서 배제된 채 남겨진 

어둠 그 자체이다. 그는 “병원에서 마취 주사를 맞고 할례를 받았기”(204) 때문

에 어느 집단에도 속할 수가 없었다고 자책하며 “늘 불완전한 느낌”(204)과 “늘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의식의 그늘”(71)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처럼 응구기는 케냐 신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무니라와 같은 존재에 아프

리카인을 비추어 패배자로 태어난 존재들을 그려내고 있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

던 식민시대부터 무니라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재까지 아프리카인들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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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땅에서 이방인이었고 패배자였다. 그 시대를 살아온 아프리카인들은 모두가 

주체성을 상실한 채 자기 나라에서 이방인 상태에 있었기에 망쳐진 아프리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해야 한다”(227). 방화범이 되기를 자처한 무니라는 

일모로그의 역사를 진술하며 누가 진정한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를 밝혀낸다. 

매음굴 방화 살해 사건은 신식민지 사회의 피해자가 방화 사건의 가해자가 되

고, 신식민지 사회의 가해자가 방화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서로의 위치가 바뀌었

음을 알게 한다. 방화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과 희생자들은 모두 완자와 관

계를 맺은 적이 있는 그녀의 애인들이다. 그러던 어느 날 완자는 자신을 임신시

키고 배신한 호킨스 키메리아가 마우마우 단원으로 활동하던 압둘라와 카레가의 

형 응딩구리를 배신한 키메리아 와 카미안자와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키

메리아는 마우마우 단원에게 무기를 밀매하는 도중에 응딩구리와 압둘라를 배신

하고 무기 밀매로 부를 쌓았고 사업을 위해 두 개의 이름을 사용했다. 완자는 매

음굴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키메리아를 칼로 처단하며 살해 사건의 가

해자가 된다. 물론 완자는 화재로 묻힐 사건을 구태여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생

각하고 진술하지 않는다.

완자는 매음굴 방화 살해 사건에 연루된 이들 중심에 있는 “집결지”(Ikiddeh 

9) 역할을 하는 창부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창부 완자와 관계를 맺는 무니라는 

여동생을 죽게 만든 카레가의 여자(완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고, 카레가는 

친형을 죽인 키메리아의 여자(완자)와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 

완자는 자신의 여자이고 친구의 여자이자 형제의 여자이고 원수의 여자인 셈이

다. 그들의 얽힌 관계를 알게 된 무니라는 “동물의 세계처럼”(294) 일모로그에 

드리워져 있는 악을 파멸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방화를 시도한다. 응구기는 “하느

님의 법에 따라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

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341)고 마태오복음을 인용한다. 

모든 악은 불태워 없애버려야 한다는 응구기의 사상은 �마티가리�(Matigari)

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작가의 유년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주인공 마티가

리는 진실과 정의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집과 

차가 불에 타는 모습을 바라보며 즐거이 춤추고 노래하며 정열적으로 기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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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소년(제국주의자의 2세)의 집이 타고 있다.

그것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자.

심지어 여기 있는 다른 집들도 불타야만 한다.

노예에게 속하는 모든 것들이 불타야만 한다.

그들의 차들은 불타야 한다.

모든 다른 억압자들의 차들을 불태우자.

대중을 강탈하는 사람들의 재산은 불타야만 한다.

이 땅에서 앵무새 이론은 불타야만 한다.

Bad Boy’s house is burning.

Let’s warm ourselves with it. 

Even these other houses should burn.

Everything that belongs to these slaves must burn.

Their cars must burn.

Let all the other oppressors’ cars burn.

The property of those robing the masses must burn.

Parrotology in the land must burn. (Matigari 166-168)

응구기는 억압자와 강탈자가 불에 파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케냐 식민지에 

뿌리내린 제국과 그들의 관계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어떤 계기가 있어

야 하는 데 만물을 태워버리는 불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

면 억압받는 자들과 강탈당한 자들의 아픈 흔적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응구기가 지적하는 또 다른 파멸은 “입술이 두툼한 아프리카인이 회색 양털 

옷과 풀을 먹여 목깃이 뻣뻣한 흰 셔츠를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넥타이를 

맨”(29) 무차별한 제국 따라 하기에 길든 원주민들의 노예적 습성이고 독립 이후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영국 국기에 경례하는 . . . 검은 유럽인”(29)이 점유한 

신식민지 체제이다. 이러한 원주민들의 행동에 대하여 응구기는 나이폴의 �흉내 

내는 사람들�의 제목을 답습해 “앵무새 이론”(Matigari 168)에 빗대어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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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응구기는 �피의 꽃잎들�에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풀이하고 있는데, 

앵무새 이론이란 억압과 폭력에 익숙해진 약자들이 “주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앵무새처럼 반복함으로써만 안정감을 느끼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262)

을 일컫는다. 응구기는 식민의 습성이 깃든 이들을 바른길로 안내하듯 제국의 무

차별한 따라 하기와 “흉내 내는 것”(163)을 멈추기 위해서 모든 악의 소멸을 강

조하고 “불로 파괴”(265)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 없는 구금을 불태워라, 불태워라!

재판 없는 구금을 불태워라, 불태워라!

애국자의 추방을 불태워라, 불태워라!

애국자의 추방을 불태워라, 불태워라!

애국자들을 가두는 감옥을 불태워라, 불태워라!

애국자들을 가두는 감옥을 불태워라, 불태워라!

Burn detention without trial-burn!

Burn detention without trial-burn!

Burn the exiling of patriots-burn!

Burn the exiling of patriots-burn!

Burn the prisons holding all patriotic patriots-burn!

Burn the prisons holding all patriotic patriots-burn! (Matigari 168-169)

‘재판 없는 구금, 추방, 감옥’은 응구기의 개인적인 일화를 함의하고 있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응구기는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만 바뀌었을 

뿐”(43) 부도덕함과 부당함으로 가득한 억압적 정권 체제를 비판하고 있다. 특

히, 그는 “주인의 목소리에 따라 주인의 춤을 열심히 흉내 내는 어리석은 흑인들

을 보면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화도 난다”(163)고 한다. 그래서 응구기는 

그것들을 완벽에 가까울 때까지 행하는 “요괴들을 퇴치하는 데 불의 신 아그니

에게 호소하여 태워 죽여버리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간주”(�리그베다� 6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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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식민지인들에게 “문화적 정체성이란 백지상태가 아닌 거듭 쓴 양피지처럼 

얼룩진 상처 위에 구축”(박종성 58)되기 때문에 막강한 탈식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응구기는 불의 신 아그니를 가장하여 불을 관장하고 불에 파

괴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V.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응구기의 �피의 꽃잎들�은 많은 상징성을 내재한 불

의 이미지로 가득하다. 이 불은 먼저 신식민지 시절 제국을 그대로 답습하는 신

식민지에서 사라져야 할 부당한 이득을 취한 지배자들, 즉 “적들에게 나라를 팔

아먹은 자들”(199)을 파괴한다.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신식민지 시대를 장악한 

억압자들은 매음굴 방화 살해 사건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응구기는 불의 파멸성

과 소멸성이 아프리카에 만연해 있는 억압적 만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

들을 희생제물로 불에 태워 하늘에 제물로 바치는 희생제의를 치른 것이다. 달리 

말해 그들의 살해는 “아그니여, 진리를 왜곡한 자를 태워 죽이소서, 타오르는 불

꽃으로 생명을 뺏는 자, 사악한 자들을 향해 작열하여 멀리 쳐부수시라”(�리그베

다� 63)라는 작가의 기도인 셈이다. 그들을 불의 제단에 태우는 거룩한 행위는 

응구기의 반식민 이론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응구기의 반식민적 사상은 불을 지배하거나 불에 지배당하는 자들의 상관관계

를 조사하고 조사받는 고드프리 경감과 고드프리 무니라를 통해 분명해진다. 그

들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법과 하느님의 법”(44)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인간의 법에 봉사하는 고드프리 경감이 감당하지도 처리하지도 못

하는 것을 무법의 법의 영역인 하느님의 법에 따라 무니라가 실행에 옮겼기 때문

이다. 그리고 그의 실행은 신식민지의 사회체제와 사고 체계를 뒤흔드는 사건, 즉 

신식민지의 사회의 가해자들이 화재 사건의 희생자가 되고 신식민지 사회의 희생

자들이 화재 사건의 가해자가 되는 형국으로 나타난다. 즉, 그의 방화는 인간의 

법이 닿지 못하는 곳의 “희생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195)으로 국가의 법과 정치

를 초월한 천벌(하늘의 벌)과 같은 초자연적 징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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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는 불은 잔인한 대우에 길들어 있는 완자와 같은 피해자들의 부도덕함

과 식민근성을 소멸시킨다. 저주받은 영혼을 가진 창부의 몸은 신성한 불 속에 

던져진 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불의 정화작용은 그녀의 암울했던 과

거의 기억을 소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응구기는 완자처럼 곤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내는 “신화에 나오

는 불사조처럼 불로 세례”(Ogude 122)를 받는 불멸의 기운을 지닌 아프리카인

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응구기에게 파멸과 불멸을 상징하는 불은 “짓눌린 영

혼”(49)들이 역경과 고통을 겪어내는 데 힘이 되어 주고 암울하고 어두운 곳을 

환히 밝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다른 불의 역할은 아무런 정체성 없이 살아온 무니라에게 깃들어있는 식민

성을 소멸하는 탈식민의 상징물이다. 무니라처럼 아포리아에 빠진 이들이 국가

나 사회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벗어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주체적으

로 현실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종일관 ‘관찰자, 아웃사이더, 이

방인, 외톨이, 국외자, 도망자, 구경꾼’이었던 무니라가 방화를 고백하면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말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그가 바로 불의 제전 의

식을 통해 식민을 탈식민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작가의 탈식민 사상과 

저항의식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실이 절망스러울 때, 응구기의 

소설을 읽는 것은 좋은 처방일 수 있다”(왕은철 677)는 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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