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벵골 신여성의 주체적 자각 양상*

박금표**1)

I 서론. Ⅱ 라스순다리 데비의 글자에 대한 열망. Ⅲ 스와르나꾸마리
데비의 사랑과 전통. Ⅳ 니루빠마 데비의 부부관계와 독립성.

Ⅴ 로께야 호세인의 레이디 랜드. Ⅵ 결론.

요약문 [주요어: 니루빠마 데비, 라스순다리 데비, 로께야 호세인, 벵골,
스와르나꾸마리 데비, 신여성, 인도]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말부터 1910년대까지 벵골 여성들의 작품에
나타난 신여성성을 분석했다.
라스순다리는 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자서전을 통해 드러내면서

어머니도 과부도 아닌 ‘자신’을 찾고자 하는 자기 주체적 인식을 드러냈
다. 스와르나꾸마리는 비록 사랑과 전통을 모두 포용하려는 한계를 드
러내면서도 당당하게 사랑을 찾아 결혼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을 발표했다.
니루빠마는 남편의 두 번째 아내를 받아들이고 함께 사는 전통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남편과의 관계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정립하는 여성
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발표하여 부부관계에서의 주체의식을 드러냈
다.
로께야는 남녀의 역할이 뒤바뀐 레이디 랜드를 그린 소설을 통해 가

부장제 사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한편 여성의 종속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주체성을 표출했다.
이러한 벵골의 신여성들이 비록 ‘전통과의 단절’을 확고히 하지 못하

고 전통과 타협된 자아인식을 드러내기는 했지만, 다양한 형태로 전통
적 한계를 넘어서는 주체의식과 개인으로서의 근대적 자각이라는 신여
성성을 드러냈음을 추적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1672).

**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indiahi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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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신여성(新女性, New Woman)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

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이다.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주부로서 가

정과 남편에게 헌신하는 여성이 아니라 가부장제와 전통적인 규

범을 비판하고, 개인으로서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갖고 자아를 실

현하려 했던 여성들을 구시대 여성들과 구별하여 신여성이라 칭

한 것이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유럽과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

아 각국에서도 신여성의 양상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사회의 사회적·문화적 토양의 차이에 따라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신여성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아시아

에서도 중국·일본·한국 등의 동아시아와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는 그 양상을 달리했다.

신여성의 양상과 전개과정은 다양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성의

교육 → 여성 지식인 등장 → 문학·예술작품을 통한 신여성 의식

표출 → 실제 세계에서의 신여성 등장’이라는 전개과정을 거쳤다.

19세기 중반부터 인도의 여성관련 악습 폐지를 비롯한 개혁담론

과 여성교육 운동이 일어났다. 인도 여성들은 가정이나 교육기관

을 통해 문자를 습득하고 독서를 통해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확대

한다. 이어 가정과 사회라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고 자신들은 가정

이라는 닫힌 공간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틀에 박힌 삶을 사는 여성의 실상,

자신들이 꿈꾸는 삶, 자기 주체성을 가진 여성의 삶 등을 기술한

작품을 통해 표출된다. 그러나 이 단계는 가상공간인 작품 속 인

물들이 신여성 양상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의 자신들은 대부

분 구시대 여성 모습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것이 신여성의 초

기단계라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추적하고자 것은 바로 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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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해당되는 벵골 신여성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개인으로서의

근대적 자각과 주체적 표현 양상이다.

1970년대 이후 신여성과 젠더에 관한 많은 연구물들이 발표되

었다. 유엔(UN)에서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고 이후 10년

동안을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운동 기간으로 설정한 것을

계기로, 여성담론의 기원 혹은 여성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다각적

인 연구는 물론 신여성과 페미니즘의 관계, 신여성의 본질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등장했고 각국의 신여성 양상을 분석하는 미

시적 접근은 물론 동아시아, 구미 등에서 대두된 신여성의 양상을

비교분석하는 거시적 접근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인도여성지위 위원회(The

Committee on the Status of Women in India: CSWI)’를 설립했

고 1974년에는 그 조사보고서인 평등을 향하여(Towards
Equality)가 발표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치·사회적으로 여성 담

론이 부각됨으로써 여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러나 상당수의 연구물들은 19세기 이후 여성 지위의 변화는 남성

에 의해 이루어졌고 여성은 그 수혜자라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 여성의 주체적 역할을 도외시하는 연구에서 벗어나기 시작

한 것은 1990년 무렵부터이다. 꾸마르(Nita Kumar)1)는 여성의 주

체성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구조와 객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지를 분석했으며 레이(Bharati Ray)2)는 식민지 시기의 여성 인물

탐구와 타고르의 작품을 통해 여성의 주체성과 페미니즘을 연구

했다. 포브스(Geraldine Forbes)3)는 여성 교육을 위한 남성들의

개혁운동을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았지만 여성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러한 교육이 여성들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들이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 갔는지를 서술했

다. 또한 인도 여성에 관한 연구에서 흔히 인용되고 주목 받는 차

1) Kumar(1994).
2) Ray(1995: 2005: 2010: 2012).
3) Forbe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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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지(Partha Chatterjee)4), 차끄라바르띠(Dipesh Chakrabarty)5)

등이 식민주의와 민족주의라는 구조 속에서, 여성에 대한 이분법

적인 논리와 그에 대한 민족주의적 입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

는 연구물들을 발표하여 연구 주제로써의 여성의 타자화(他者化)

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여성을 타자(他者)로 둔 연구와

여성을 주체로 인식한 연구 모두 인도의 신여성 문제를 적극적으

로 다루지 않았다. 포브스는 그의 연구서에서 2페이지에 걸쳐 소

제목으로 신여성을 언급하는 정도였고6), 레이는 ‘신여성’이라는

제목을 붙인 논문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타고르의 단편소설인 래
보러터리(Laboratory)에 등장하는 주인공 소히니(Sohini)가 주체
적·전문가적 의식을 확고히 드러냈기에 신여성이라 칭할 만하다

는 결론을 내린 정도에 그쳤다7). 아민(Sonia Nishat Amin)은 식

민지 시대의 무슬림 여성을 연구하면서 문학에 나타난 신여성을

소제목으로 다루었으며8), 센(Samita Sen)은 인도 여성 운동을 역

사적으로 조망한 연구에서 신여성을 부분적으로 언급했고9), 한스

(Hans, 2013)는 문학에서의 페미니즘을 다루면서 신여성을 부분

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마하잔(Mahajan, 2015)은 신여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했지만 그 대상 시기를 1990년대 이후로 삼았

다. 그러므로 19세기말부터 형성된 인도의 신여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과 일본의 신여성을 다룬

논문과 서적10), 한국·중국·일본 등의 신여성을 비교한 논문11), 독

4) Chatterjee(1986: 1989: 1990).
5) Chakrabarty(1993: 2000).
6) Forbes(1999) pp. 28-29.
7) Ray(2010).
8) Amin(1996) pp. 240-269.
9) Sen(2000). 센의 연구서에는 신여성이라는 용어가 여기저기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다.

10) 박용옥(2001), 송연옥(2001), 이윤미(2002), 신남주(2003), 김경일(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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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신여성을 연구한 논문12), 미국의 신여성을 연구한 논문13)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012

년에는 신여성의 대표 인물인 나혜석을 연구하는 ‘나혜석 학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의 신여성 연구에서 인도의 신여성

을 다룬 경우는 김수진(2006)이 신여성 현상의 세계적 차원과 사

회적 차이 라는 논문에서, 식민지 담론과 관련하여 차테르지와 차

끄라바르띠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3 페이지 정도 서술한 것이 전

부이다.

이렇게 인도의 신여성에 관한 연구가 빈약하게 된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적 기표에 천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본 연구자의 생각이다. 일반적으로는 현실세계에 신여성이

등장함과 동시에 신여성들의 외형적 기표가 드러났는데, 그 대표

적인 기표가 의상의 변화와 자유연애였다. 그러나 인도의 경우 이

러한 신여성의 기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동아시아에서 신여

성의 기표가 만개하던 1920-30년대에 인도에서는 신여성을 포함

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통적인 사리를 입고 있었으며 자유연애

보다는 배우자 선택권이 부모에게 있는 중매혼과 조혼이 일반적

인 양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 기표를 기준으로 하면 인도

에서 신여성을 추적하기 어렵다. 바로 이것이 인도의 신여성 연구

가 빈약해진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본 연구자의 생각이다. 그러므

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석하는 시각과 방향

을 전환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인도의 경우 ‘외형적 기표’보다는

‘여성들의 주체 의식’ 혹은 ‘개인으로서의 자각’을 중심으로 분석

해야 하고, 여성 담론의 일부만을 다루는 단편적 연구가 아니라

신여성 양상의 변화를 추적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도전적 시

도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연구공간수유 외(2005), 김수진(2006: 2009), 이행화 외(2012).
11) 최인숙(2008), 김영순(2011), 신남주(2012) 등.
12) 김희영(2012).
13) 박현숙(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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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자는 앞으로 3년 동안 인도 신여성의 다양한 양상

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첫 단계의 연구로서 본 논문에서는 신여

성성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개인으로서의 자

각과 주체적 표현’을 벵골 여성들의 문학작품과 자서전을 통해 추

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세기말부터 1910년대까지의 벵골

여성 작품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후 인도의 신여성성을 추적하는 연구를 지속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본 연구에 서술되는 인도 여성의 인명 표기와 작품명에

관한 서술방식을 밝혀두고자 한다. 인도 여성의 이름 끝에 데비

(Devi) 혹은 다시(Dasi)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Devi

혹은 Dasi는 여성들의 성이 아니다. 여성 이름 끝에 여신을 의미

하는 데비나 노예를 의미하는 다시를 붙이는 것은 힌두 특히 벵

골의 상층 카스트의 관습이다.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20세

기 중반까지도 많은 여성 활동가와 작가들이 이름 끝에 Devi나

Dasi를 붙였다. 이것을 라스트 네임 즉 성으로 인식하여 표기하면

상당수의 여성들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1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급적 전체 이름인 Rassundari Devi, Swarnakumari Devi,

Anurupa Devi 등의 이름을 사용할 것이며 한글로 표기할 경우,

라스순다리, 스와르나꾸마리, 아누루빠 등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문학 작품을 표기할 때, 처음 등장할 때는 아마르
지반(Amar Jiban: 나의 인생)과 같이 표기 하고 이후 아마르
지반으로 표기한다.

14) Devi라는 라스트 네임 대신에 남편의 성을 끝에 붙이는 현상이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나, 브라흐모 사마즈(Brahmo Samaj)에서도 이를
반대하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Murshid(1983) pp. 159-1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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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라스순다리 데비의 글자에 대한 열망

19세기 말부터 여성들이 개인으로서의 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

다. 여성들이 개인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게

된 것은 교육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글을 배운

다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도구를 갖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배움이라는 열망을 갖게 한다. 또한 어떠한 교육의 형태를 통해서

든 문자를 익힌다는 것은 차단된 공간 밖의 세계와 연결되는 통

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인도 개혁 운동이 전개된 지역이었던 벵골에서 그러한

의식을 글로 표출하는 여성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여성들이 표출

한 개인으로서의 자각과 신여성성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이 장

에서는 자서전을 통해 드러난 라스순다리 데비(Rassundari Devi:

1810—1899)15)의 열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라스순다리는 12세에 결혼했고, 25세에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

으며, 59세에 과부가 되었고 다음 해인 1868년에 자서전 출판했

다.16) 라스순다리의 자서전인 아마르 지반(Amar Jiban: 나의 인
생)은 2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째 파트는 59세인 1868년에,

15) 라스순다리 데비는 벵골어를 영어로 표기하면서 Rassundari Devi,
Rasasundari Devi, Rasasundari Dasi 등으로 쓰이고 있으며, Shreemati
Rasasundari로 표기하기도 한다.

16) 아마르 지반 1부는 벵골력 1275에 출판되었는데, 이를 서기로 계산하
면 1868-1869에 걸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1868년, 어떤
곳에서는 1869년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나이 역시 이에 맞추다보니 조금
씩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사르까르가 Words to win이라고 번역
한 라스순다리의 자서전(Sarkar 1999)을 자료로 활용했다. 이 책의 서문
에는 59세에 남편이 사망했고, 다음 해인 1868년에 자서전이 출판되었다
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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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파트는 88세인 1897년에 쓴 것이며 벵골어로 쓰인 여성의

첫 자서전이다. 라스순다리의 삶은 어린 시절, 결혼 후 아직 살림

을 도맡아 하지 않았던 시절, 살림을 책임지는 안주인 시절 그리

고 남편이 사망하여 과부로 살아간 시절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자신을

개인으로 자각해 가는 라스순다리가 겪은 내면의 변화를 기술한

부분들을 살펴보자.

나는 노동하는 생활에 빠져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
르고 있었다. 조금씩 어떤 갈망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나는 하나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즉 ‘읽기’를 배워서 성전(聖典)들을
읽고 싶다는 것이다. 나는 나의 이런 생각들을 원망했다. 난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여자는 읽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도무지 모르겠다.17)

그들은 항상 ‘너는 이제 과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 어
쨌든 이 몸과 마음 그리고 나의 삶은 그러한 변화를 통해 사라져갔
다.18)

내 이름은 엄마이다. 내가 친정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내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사라졌다. 나는 여러 아이들의 엄마일 뿐
이다.19)

위의 글에서 보듯이 라스순다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일상생활을 서술했을 뿐 적극적으로 ‘자아 인식’을 서술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서전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나는 누구의 어머니일 뿐’, ‘나는 과부일 뿐’이라는 표현을 통해

‘어머니도 과부도 아닌 자신’을 찾고 싶어 했던 라스순다리 개인

으로서의 자각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여자는

글을 배우면 안 된다는 전통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17) Sarkar(1999) p. 168.
18) Sarkar(1999) p. 192.
19) Sarkar(1999)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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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한 것에서 전통의 벽을 넘어서려는 도

전 정신을 추적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열정과 도전성을 드러낸 라스순다리는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울보이며, 겁 많은 평범한 아이였음

이 자서전 곳곳에 서술되어 있다. 즉 태어날 때부터 대담성과 진

취성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 그 시절의 평범한 일반적인 여자 아

이였던 것이다. 그러한 라스순다리가 자아를 인식하고 독학으로

글을 깨쳐 자서전을 출판한 것이기에 라스순다리의 자서전은 누

구나 새로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다음 세대 신여성 등장의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여성들이 글을 읽고 쓰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는 1893에 출판된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861–1941)의 단편소설 카따(Khata: 공책)에 적나라하게 드러

나 있다.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설의 주인공

인 우마(Uma)는 글자를 배운 후 벽에다 숯으로 글을 쓰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인 고빈달랄(Gobindalal)이 써놓은 에

세이 위에, 오빠의 펜과 잉크로 굵을 글씨를 써 놓았다. 이를 본

오빠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나서, 겁에 질려 울고 있던 우마

에게 공책(Khata)을 하나 주면서 달랬다. 당시 7살이었던 우마는

그 후로 학교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공책을 가지고 있었다.

우마가 9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엄마는 “얘야, 시어머니 말

씀 잘 따르고, 집안에서의 의무를 다해라. 공부하는데 시간을 쓰

지 말고.”라고 말했다. 오빠 역시 “가서 벽에다 글 쓰지 말고, 남

편이 써놓은 글에다가 낙서하지 마.”라는 충고를 했다. 결혼 후 우

마는 글을 쓸 시간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방문을 닫고 공책

에 의미 없는 글자들을 쓰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시누이들에게

들켰다. 우마는 시누이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다시는

글을 쓰지 않을게요.”라고 사정했지만 결국 시누이들이 우마의 남

편인 삐야리모한(Piyarimohan)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공책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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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기고 다시는 글을 쓸 수 없게 되었다.20)

이 단편소설 카따는 라스순다리가 아마르 지반 제1부를 출
판한 1868년과 제2부를 출판한 1897 사이에 출판된 것이다. 이처

럼 여성이 글 쓰는 것조차 부정적으로 보던 시절에 내면에서 일

어나는 열망으로 혼자 글을 배워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자서전까지 써서 출판했다는 것 자체가 여성으로서 대

단한 도전 정신을 발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비록 라스순다리의 자서전에 자아 인식과 주체 의식에 관한

적극적인 표현은 들어 있지 않더라도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개

인으로서의 주체 의식과 전통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도전정신을

통해 신여성성의 단초를 추적해 낼 수 있다고 본다.

Ⅲ. 스와르나꾸마리 데비의 사랑과 전통

선교사인 아담(William Adam)은 벵골과 비하르의 교육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1835, 1836, 1838에 걸쳐 작성했다. 그 보고서에서

‘여자가 읽고 쓰는 것을 배우면 결혼한 후에 곧 과부가 될 것’이라

는 미신을 힌두 가족 대다수 그리고 여성들이 믿고 있어서 여자

들에게 기초적인 지식 습득조차 하지 못하게 했고, 남자 형제들이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것을 여자 아이들이 따라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고 서술했다.21) 이러한 속설은 그 이후에도 어머니

와 시어머니 등의 보수적이고 나이든 여성들이 딸이나 며느리가

글을 배우는 것을 반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타고르의

20) 고슈(Arunabha Ghosh)는 타고르의 단편 카따 전체를 영어로 번역하
여 저널에 실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번역본을 활용했다. Ghosh(2014)
pp. 358-362.

21) Adam(1868)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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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따와 라스순다리의 아마르 지반이 발표된 1890년대뿐 아니
라 그 이후에도 여성들이 글을 배우거나 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했다.

그러나 브라흐모 개혁가에 속하는 타고르 집안의 여자들은 이

러한 제약을 덜 받았다. 벵골에서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소설을

발표한 사람은 스와르나꾸마리 데비(Swarnakumari Devi:

1856-1932)였다. 스와르나꾸마리는 람 모한 로이(Ram Mohan

Roy)의 개혁운동을 이은 브라흐모 사마즈(Brahmo Samaj)의 일

원으로 활동한 데벤드라나트 타고르(Debendranath Tagore)의 딸

이며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의 누나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스와르나꾸마리는 12세인 1868년에 고샬(Janakinath Ghosal)과

결혼하여 4명의 아이를 낳은 후인 187622)년에 그녀의 첫 소설인

디쁘니르반(Dipnirban: 등불을 끄다)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신

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익명으로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스와르나꾸마리가 익명

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여성

이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부족했고 그것도 소설을

발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설을 발표한 것은 스와르나꾸

마리가 전통적 제약과 부정적 시각을 뛰어 넘어 도전정신을 발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디쁘니르반의 저자가 밝혀진

후 스와르나꾸마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 소설을 발표했는데

1898년에 발표한 까하께(Kahake: 누구를?)에서는 당당하게 사

랑을 찾아 결혼하는 주인공을 그리고 있다. 주요 줄거리는 다음과

22) 타루(Tharu 외 1991: 236)는 디쁘니르반이 1870에 발표되었다고 기술
했다. 고샬(Ghosal 2008: x)은 스와르나꾸마리 데비의 연대표에서 1876년
이라고 기술했다. 1870년에 스와르나꾸마리는 14세였기에 연대표기가 잘
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1870년은 남편이 영국으로 유학을 간
후 스와르나꾸마리가 친정에 머물면서 타고르가문의 여성들과 문학 활동
을 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글에는 1876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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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주인공 모니(Moni)23)는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 총명하고 감성적

이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젊은 여성이다. 어린 시절에 친구

로 지내던 초뚜(Chotu)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사랑을 느꼈

었다. 시간이 흘러 모니가 열아홉 살이 되었을 때 로마나트

(Romanath Roy)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약혼했다. 그러나 얼마 후

로마나트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여자와 약혼을 했으나 버리고 돌

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로마나트는 그 일에 대해 그저 잠시 동안

의 불장난이었다고 말했지만 충격을 받은 모니는 약혼을 파기했

다. 그리고 언니의 집에서 만난 의사 비노이(Binoy Krishna)를 사

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로마나트와 약혼을 파기한 사실에 화가 난

아버지가 모니를 초뚜와 결혼시키려고 주선함으로써 모니는 혼란

에 빠지게 된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도 없지만 이미 비노이

를 사랑하게 된 모니로서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난관은 쉽게 해결되었다. 어린 시절의 그 초

뚜가 다름 아닌 모니가 사랑하고 있는 의사 비노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모니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

의 친구를 사랑하는 거지”라고 말하고 이에 응수하여 초뚜 역시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 당신은 당신 언니 집에서 만난

의사를 사랑하는 것일 뿐이야”라고 말하곤 했다.24)

스와르나꾸마리와 동시대에 벵골에서 문학가로 활동했던 아누

루빠 데비(Anurupa Devi: 1882-1942)는 “벵골 문학에 있어서 스

와르나꾸마리의 등장은 여성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며,

스와르나꾸마리는 여성 작품의 힘을 보여주고, 여성 작품이 존경

받을 수 있게 끌어 올린 최초의 작가이다.”라고 평가했다.25) 그러

나 반도빠댜이(Asit Kumar Bandopadhyay)는 이 소설에는 현실

23) 이 소설의 주인공은 Mrinaline(Lotus)인데 사람들이 주로 Moni(Jewel)라
고 불렀다고 되어 있다.

24) Ghosal(2008) pp. 1-93.
25) Tharu 외(1991)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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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부족한 결점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작가 자신의 문제라기보

다 귀족적인 타고르 가문이 영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와의 접촉은

빈번했지만 일반적인 벵골사회와의 접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비평했다.26) 그리고 무르무(Moroona Murmu)는,

스와르나꾸마리가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개인적 성향을

가진 주인공을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 자신의 삶의 배경이

자유주의적인 브라흐모 사마즈였기 때문이며, 자신의 가족들처럼

영국 스타일의 삶을 채택한 교육받은 벵골 여자의 삶을 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7)

그런데 문학적인 비평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스와르나

꾸마리의 신여성성을 추적해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비자야스리(C. Vijayasree)가 까하께의 번역서인 끝나지 않은

노래(An Unfinished Song)의 서문에서, 과부재혼 혹은 승낙연령
논쟁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 스와르나꾸마리는 침묵하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는데28) 바로 이런 점이 당시 신여성들이 갖고 있

던 한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스와르나꾸마리가 서구적

영향을 받았고, 그녀가 속한 타고르 가문이 개화된 가문이기는 하

지만, 부모가 결혼시키려는 남자를 외면하지 못하는 한계, 즉 완

전한 배우자 선택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전통과의 타협을 모색했

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혼시키려는 남자 초뚜와 자신이 선택한 남

자 비노이를 동일 인물로 만들어 ‘부자연스러운 주인공들’을 등장

시킨 것이다. 이러한 이중성은 스와르나꾸마리의 가족적·환경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스와르나꾸마리가 사

랑과 전통을 모두 포용하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전통적 규범에만 갇혀있는 무기력한 여성이 아니라 역동적이

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동시에 전통을 지키려고 한

여성 주인공을 통해 신여성의 근대적 자각과 주체 의식을 드러낸

26) Bandopadhyay(1986) p. 105.
27) Murmu(2015) p. 226.
28) Ghosal(2008) p. x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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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

자는 스와르나꾸마리의 ‘자각과 표현’을 통해 그녀의 신여성성을

추적해낼 수 있고 이러한 신여성성의 표출이 이후 신여성 등장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Ⅵ. 니루빠마 데비의 부부관계와 독립성

20세기로 접어들어 영국정부의 교육정책, 개혁가들의 여성교육

운동이 확대되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양한 학교가 설립

되었으며 여학생의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인구 조사 통계에

따르면 벵골의 경우 여학교의 수는 1863년 95개, 1871년 344개,

1881년 1,042개, 1890년에는 2,238개로 급속히 증가했다. 학생 수

또한 1863년에는 2,486명, 1871년 6,717명, 1881년 44,096명, 1890

년 78,865명으로 늘었다. 벵골의 상층 카스트29) 힌두 여성의 문식

률의 경우 바이드야(Baidya) 25.9, 브라만 5.6, 브라모 사마즈 55.6,

까야스타(Kayastha) 8.0 퍼센트였고, 영어 문식률은 바이드야 0.8,

브라만 0.1, 브라모 사마즈 30.9, 까야스타 0.4 퍼센트였다.30) 이처

럼 글을 읽을 수 있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여성 소설도 더 많이

출판되기 시작했고 여성의 주체 의식도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니루빠마 데비(Nirupama Devi: 1883-1951)의 소설 디디(Didi:
자매)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한 여성의 주체 의식을 볼 수 있다.

니루빠마 역시 벵골의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나 일찍 결혼하

여 15세에 과부가 된 후 친정으로 돌아와 과부로써 검소한 삶을

살면서 문학 작품을 썼다.

29) Brahmin, Kayastha, Baidya는 전통적으로 uchchajati(higher castes)로
불리는 벵골의 최상층 카스트들이다. Bandyopadhyay(2004) p. 20 참조.

30) Murshid(1983)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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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차테르지(Saratchandra Chatterjee)를 중심으로 문학 모임

이 생겨났지만 니루빠마는 여자이면서 과부였기에 직접적인 활동

을 하지 못하고 오빠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이 모임에 보냈고, 오

빠의 격려로 문학수준을 높여갔지만 본명을 밝히지 못하고 필명

인 스리마띠 데비(Srimati Devi)라는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

그 후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1913년에 발표한 안나뿌르나르 만
디르(Annapurnar Mandir)를 비롯한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녀
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것은 1915년에 발표한 소설 디디이다.
디디의 기본 구도는 여주인공 수로마(Suroma), 그녀의 남편

인 아마르나트(Amarnath) 그리고 그가 새로 맞이한 아내 차루

(Charu)의 삼각구도이다. 아마르나트는 수로마와 결혼한 후 도시

에 공부하러 갔다가 차루를 사랑하게 된다. 아마르나트는 아버지

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차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차루

는 수로마를 좋아하게 되었고, 수로마 역시 차루를 받아들이고 품

으면서 자매처럼 지내지만 아마르나트를 용서할 수는 없었다. 수

로마는 시아버지가 사망한 후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차루와 아

마르나트가 부부이고, 자신은 아마르나트와 집안일을 의논하는 관

계일 뿐 부부관계는 아니라고 천명한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살면

서 수로마의 도덕성과 지성에 반한 아마르나트는 자신이 수로마

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수로마 역시 점차 아마르나트에

게 애정을 느끼게 되었지만 만약 이러한 감정을 스스로 인정한다

면 그녀가 자제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

래서 남편의 집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가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

도 자신은 아마르나트와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다고 천명한다.

한편으로는 자매처럼 지내고 있던 차루가 당황해 하는 모습에 더

욱 마음이 무거움을 느낀다. 그러나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인 결

말 부분에서 수로마는 아마르나트를 받아들인다.31)

이처럼 디디의 여주인공 수로마는 남편의 다른 아내를 받아

31) Tharu 외(1991) pp. 36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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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고 시집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전통적인 모습을 보이기

는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자신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처럼 부부관계의 주체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자

의식을 분명히 드러낸 것은 신여성의 ‘내면적 변화’와 일맥상통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시기의 작품들 상당수가 그

러하듯이 디디에서도 전통과의 확실한 단절을 추구하지 못하고,
끝내는 남편을 받아들이는 한계를 드러냈다.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1907년에 발표된 미국의 로빈스(Elizabeth Robins:

1862-1952)가 쓴 소설 전환(The Convert)32)의 결말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한계를 더욱 극명하게 느낄 수 있다. 전환의 여주
인공 레버링(Vida Levering)은 32세의 독신여성이다. 상류층의 딸

인 레버링은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집을 떠나 독립했지만 경제적

문제로 인해 안면이 있던 스토너(Geoffrey Stonor)를 만났고 이어

임신을 하게 된다. 정치적 야망을 갖고 있던 스토너는 레버링에게

낙태를 종용했고 레버링은 스토너와 헤어진다. 그리고 10년 후 상

원의원이 된 스토너와 스토너의 약혼녀 그리고 레버링이 다시 만

난다. 스토너의 약혼녀와 레버링은 여성 참정권 운동 단체에서 함

께 일하게 되었는데 레버링과 스토너의 관계를 알게 된 약혼녀는

스토너에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자신들

이 추진하는 여성참정권 운동을 지지하라고 주장한다. 결국 스토

너가 여성 참정권 지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소설은 끝이 난다.33) 이 소설의 삼각구도 ‘레버링, 스토너, 스토너

의 약혼녀’는 디디의 삼각구도와 많이 닮아 있다. 한 남자를 사
이에 둔 두 여자가 의기투합하여 자매처럼 지내는 모습도 닮아

있다. 그러나 디디에서 수로마가 남편의 애정을 외면하지 못하
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추구한 어떠한 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독립성도 지켜내지 못하는 결말을 보인 것과, 전환에서 레버링
과 스토너의 약혼녀가 단합하여 그들이 원하는 여성 참정권 지지

32) The Convert는 Votes for Women이라는 희곡을 소설화 한 것이다.
33) Robins(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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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어내는 것은 여성의 신여성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엄청

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으로서의 자각은 드러내고 있으나 주체성을 확고히

하지는 못하는 한계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만 보이는 것은 아

니다. 차토빠댜이(Saratchandra Chattopadhyay)가 1917에 발표한

소설 데브다스(Devdas) 역시 그러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소설에서도 여주인공 파로는 데브다스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아

버지의 뜻대로 나이 많고 부유한 홀아비와 결혼한다. 자신도 파로

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 데브다스 역시 방황하며 술로 세월

을 보내는 중에 찬드라무키를 만난다. 그러나 파로를 마음에 둔

데브다스는 찬드라무키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파로는 남편

과 전처소생의 아들딸들을 잘 돌보고 자선활동을 하면서 안주인

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늘 데브다스를 담고

있다. 병든 데브다스는 죽기 전에 파로를 보기 위해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로 마차를 타고 달려갔으나 한 밤 중에 그녀의 집 근처

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아침이 되어 집근처에서 죽은 브라만이 데

브라스라는 것을 알게 된 파로가 그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지만

가족들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신한다.34)

이 소설에서 파로가 대담하게도 몰래 데브다스의 방에 찾아가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은 전통적인 인도 여성에게서 찾아보기 힘

든 모습이다. 그러나 돌아와서 부모의 뜻대로 결혼을 하는 모습은

신여성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미약한 측면이 있다. 권보드레의 연

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애’라는 말이 일반화 된 것은 1910

년대 말부터였다.35) 이 자유연애가 중요한 것은 자기 주체성의 상

징인 배우자 선택권을 부모로부터 넘겨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신여성들의 주체 의식의 표현 양상이었기 때

문이다. 또한 어떠한 관념보다도 사랑이라는 개념이 전통적인 관

습과의 단절을 가장 실감나게 하는 것이어서36) 배우자 선택권을

34) 사라트챤드라 챠토파드히아이(2009).
35) 권보드레(2003) pp. 12-15.



180 ∙ 印度哲學 제45집

쟁취할 수 있는 연애야 말로 신여성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일

제강점기 조선에서는 부모의 반대에 부딪힌 사랑하는 남녀가 정

사(情死)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소설에

서 파로는 부모들의 반대로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홀아비와

결혼함으로써 배우자 선택권을 포기하고 만다.

그런데 이 소설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인도에서 인기를 끄는

소설이 된 것은 전통적 역할을 포기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을 알지만 전통을 지킨 여성의 이야기였기 때문일 수 있으며,

이것이 당시 인도 신여성의 한계이고, 신여성들이 살던 사회적 토

대의 한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토대의 한계는 니루

빠마의 소설에서 중혼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당시의 인도

여성들이 남편의 외도나 중혼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독립 후 힌두의 민법을 제정하면서 일부일처제를 규정

하려 할 때에도 상당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을 감안한다면37)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아마르나트에게 자신은 아내가 아니라 집

안일을 함께 하는 관계일 뿐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그 관계성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야 말로 여성의 주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

을 것이고, 바로 여기서 수로마를 통해 부부관계의 주체성을 천명

하려 했던 니루빠마의 신여성성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로께야 호세인의 레이디 랜드

힌두 여성들만 신여성으로서의 자아 인식, 개인으로서의 자각

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회개혁 운동으로 여성 담론이

36) 김수진(2009) p. 259.
37) 독립 후 힌두법안 제정과정에서의 일부일처제에 대한 논쟁은 박금표
(2015) pp. 41-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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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고, 그러한 경향은 무슬림들에게서도 일어났다. 그러나

힌두와 무슬림 여성들의 이슈가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앞에서 언

급한 벵골의 힌두 여성들은 개화된 집안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사

상과 문화를 접하면서 신여성으로서의 자각과 그 의식을 드러냈

다. 그러나 같은 벵골에 살았지만 무슬림인 로께야 호세인

(Rokeya Sakhawat Hossain: 1880-1932)의 경우는 문화적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녀의 소설 또한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무슬림인 로께야는 어린 시절부터 힌두 여성들보다는 훨씬 엄

격한 뻐르다 제도(purdah system)의 영항 하에 있었다. 주지하다

시피 뻐르다는 얼굴과 몸을 베일로 가리는 것을 시작으로 외부

사람들이 여성의 얼굴을 볼 수 없게 차단하는 것이며 여성들의

활동을 가정 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뻐르다는 무슬림들

뿐만 아니라 벵골의 힌두여성들에게도 일반화되어 있었지만 완고

한 무슬림 집안에서는 개화된 힌두여성들의 경우보다 훨씬 강하

게 뻐르다를 지키고 있었다. 로께야의 아버지(Jahiruddin

Muhammad Abu Ali Haidar Saber)는 교육을 받은 자민다르

(zamindar: 지주)였지만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집안의 여자

들이 뻐르다를 엄격히 지키는 것이 가문의 지위에 걸 맞는 것이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께야는 다섯 살 때부터 뻐르다를 하고,

같은 여자라도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뻐르다를 했으며, 갑자기 이

웃 여자들이 집에 방문할 때에도 허둥지둥 급히 몸을 숨겨야 했

다.38)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빠인 이브라힘(Ibrahim Saber)은 무

슬림의 근대 개혁을 추진하던 사이에드 아흐메드(Syed Ahmed:

1817-1898)의 알리가르 운동을 지지한 진보적인 인물이었다. 당시

무슬림 상류층에서는 아라비아어나 페르시아어를 배우는 것을 선

호했기에 벵골어나 영어를 배우는 것을 반대했지만 오빠 덕분에

로께야는 영어와 벵골어를 배웠다. 로께야는 16세에 결혼했는데

남편인 사이에드 사카와뜨(Syed Sakhawat Hossain)는 비록 딸이

38) Ray(2005) p. 431, Ray(2012)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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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있는 홀아비였지만, 로께야가 영어를 배우는 것과 힌두와 기

독교 여성들과 교류하는 것을 장려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 활동을

지원할 정도로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39) 요컨대 로께야는 진

보적 사고를 가진 오빠와 남편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접할 기회

를 갖게 되었고 그녀의 대표작품인 술타나의 꿈(Sultana's
Dream)을 비롯하여 많은 문학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1908년에 영어로 발표된 술타나의 꿈은 레이디 랜드(Lady

land)라는 상상의 나라를 그린 판타지 소설이다. 본 연구와 관련

하여 이 소설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몇 군데 있는데 첫째

로는 ‘남자답다’는 의미에 관한 것이다. 주인공인 술타나(Sultana:

왕비)가 시스터 사라(Sister Sara)와 정원을 걷고 있을 때 지나가

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자 “당신이 남자 같다

고 그들이 말하는군요.”라고 시스터 사라가 알려주었다. 술타나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라고 되묻자 “당신이 남자들처럼 부끄럼

을 타고 소심하다는 의미에요.”라고 설명해준다. 그 다음은 뻐르

다에 관한 것이다. 술타나가 “나는 뻐르다를 해야 하는 여자라서

베일을 쓰지 않고 걷는 것은 어색해요.”라고 말하자 사라는 “레이

디 랜드에서는 여성들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지만 남성

들은 정해진 구역에만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마르다나(Mardana)

라고 한다.”고 설명해준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남녀의 역할

에 관한 것이다. 레이디 랜드에서는 여성이 지적인 일을 하고 남

성이 비천한 일을 한다는 설명을 듣고 “남자들이 더 뇌가 크고 힘

이 세지 않아요?”라고 술타나가 말하자, 사라는 “코끼리는 남자들

보다 더 힘이 세고 뇌가 크지만 남자들이 코끼리를 붙잡아서 마

음대로 부리지 않아요?”라고 답한다. 이러한 일들이 전개된 후 술

타나가 꿈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난다.40)

이처럼 규방을 의미하는 제나나(zenana)라는 공간에 여성들이

갇혀있는 것처럼 남성들이 마르다나라는 제한된 공간에 머물러야

39) Ray(2012) pp. 17-22.
40) Hossain 외(2015) pp. 15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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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여성들이 명령을 하고 남성들은 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에는 로께야의 뻐르다와 가부장제에 대한 반감이 그대

로 들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모두 같

은 인간이라거나, 남자나 여자가 동등해야 한다거나 하는 의식은

이 소설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 남녀의 상황이 정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독자들이 통쾌함을 느꼈을 것이지만, 근대적 의

미의 인간으로서의 자각은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상상을 한다는 것, 여자가 남자를 지배할 수도 있다

는 생각 그 자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즉 힘이 센 코끼리를 남성들이 마음대로 부리듯이 힘이 약

하다고 해서 여성이 늘 짓눌려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인 여성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원래 억압의 강도가 심할수록 그 반작용도 큰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 있던 상류층 힌두 여성들이 꿈꾸

기 어려운 상상력이 발휘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로께야의 소설이 비록 남녀평등 의식보다는 여성 억압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약한 여성과 지배하는

남성이라는 인식을 깨고, 여성도 사회를 이끄는 지배자가 될 수

있고, 차단된 공간을 넘어서 세상을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존

재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

리고 새로운 여성의 세계를 그려낸 것을 통해 로께야의 주체의식

과 개인의 자각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말부터 1910년대까지 벵골 여성들의 작

품에 나타난 신여성성을 분석했다. 라스순다리의 자서전에서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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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도전 정신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주체

의식을 추적해 낼 수 있다. 여자는 글을 배우면 안 된다는 전통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함

으로써 전통의 벽을 넘어서려는 도전 정신을 표출하는 한편 ‘어머

니도 과부도 아닌 자신’을 찾고자 하는 개인으로서의 주체 의식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스와르나꾸마리의 까하께에서
는 사랑과 전통을 모두 표용함으로써 완전한 배우자 선택권을 주

장하지 못하고 전통과의 타협을 모색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

나 한편으로 전통에 순종하는 여성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스와르나꾸마리가 표현

하고자 했던 신여성의 근대적 자각과 주체 의식을 읽어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의식의 표출이 이후 신여성 등장을 촉발시키는 역

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니루빠마의 소설 디디의 여주인공 수로마는 남편(아마르나

트)의 다른 아내(차루)를 받아들이고 시집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는 전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두 명의 아내를 두고 있는

아마르나트에게 자신은 아내가 아니라 집안일을 함께 하는 관계

일 뿐이라고 천명하면서 그 관계성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을 통해

부부관계의 주체성을 천명하려 했던 니루빠마의 신여성성을 추적

해 낼 수 있다. 로께야의 판타지 소설 술타나의 꿈에는 가부장
제 하에서 남성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반감이 적

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비록 남녀의 역할이 바뀌어 있을 뿐 남

녀평등이나 동등의식을 드러내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무

능하고 나약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지배할 수도 있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여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

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레이디 랜드의 여성을 통해

로께야가 꿈꾸는 미래의 여성의 모습, 세상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지배할 수 있는 여성 주체적인 모습을 읽어 낼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이처럼 라스순다리 데비, 스와르나꾸마리 데비, 니루빠마 데비,



벵골 신여성의 주체적 자각 양상 ∙ 185

로께야 호세인 등에 의해 19세기 말부터 1910년대까지 다양한 형

태로 여성의 주체적 의식 혹은 개인으로서의 근대적 자각이 표출

되었다. 비록 다른 나라의 신여성들이 보여준 ‘전통과의 단절’을

확실히 제시하지 못하고, 전통에 대한 도전 의식보다는 전통과 타

협된 자아인식을 드러내는 한계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언급된

여성들의 삶이나 그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통해 전통을

넘어서서 주체적 의식을 갖고자 하는 여성 즉 신여성으로서의 자

각을 추적해 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초기 신여성들의 다양한 주체의식과 표현은, 여성

을 억압하고 있는 남성들을 비판함은 물론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다음 세대 신여성 등장을 촉발시키는 역할

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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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pect of New Woman and Subjective 
Self-Awareness in Bengal41)

Park, Kyum-Pyo42)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analyzed the subjective self-awareness
which was shown at the works written by new women in
Bengal from the end of 19th century to 1910s.

Through the autobiography, Rassundari Devi showed
her desire to learn the letters. On the other hand, she clear-
ly showed her will to find out ‘herself, not a mother, nor a
widow’. In the Kahake, Swarnakumari described a woman
who found out her lover on her own and was married to
him. At these points, a new woman was exposed who in-
sisted the right to choose her spouse on her own. But, the
limit was shown to embrace love and tradition at the same
time by identifying Chotu and Binoy as the same person.
That is the limit of new women in India at that time.

Nirupama Devi's Didi, showed a traditional look by ac-
cepting the second wife. But their relationship was estab-
lished by Suroma's own will. So Suroma’s choice can be
evaluated to have a thread of connection to ‘new woman's
self-subjectivity’.

41)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5S1A5A2A01011672).

42) Research Professor in Institute of Ind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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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tana's Dream is a fantasy novel written by Rokeya.
Women’s antipathy against that they are dominated by men
under patriarchy was described in the Sultana's Dream. But
only the roles and spaces for men and women were ex-
changed, the recognition that men and women should be
equal was not exposed.

As above, ‘disconnecting to tradition’ shown by new
women in the other countries couldn't be suggested. Rather
than recognition to challenge to tradition, limit was shown
to self-recognition compromised over tradition. Nevertheless,
it can be said that the above-mentioned women’s lives and
the women appeared in their works clearly showed that
they are the women who are over tradition and have con-
sciousness of subjectivity or recognition as new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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