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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1. 언어의 분열에서 정체성의 탐구로

  2. 나는 구인가?

  3. 내가 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구인가?

  4. Never Ending Story

결  론

타하르 벤 젤룬의  모래의 아이 에 

나타난 정체성 탐구와 이야기의 미로

정 지 용(서울 학교)

서 론

마그 라 불리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는 역사 으로 여러

문명이교차했던지역으로단일한문화권으로분류하기힘든복합

인공간이다. 비록거부되기는했지만모로코가유럽연합에가입

신청을했던것처럼이지역은유럽 지 해문화권에속해있으며, 

동시에 아랍 이슬람 문화권에도 속하고 있으며, 한 아 리카

륙에 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 속해 있는 이슬람 문화권과도

구별되는독특한문화를가지고있다. 그 기때문에이지역의문

화에 한 근은 단순한 지리 인 공간 구분에 의한 아 리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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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단일문화권으로서의이슬람이라는 이아니라, 다양한

문화가공존하고, 나아가혼종混種hybride하는공간으로서 근해야

한다.

특히마그 인들은서양제국의식민지배와독립이후의근

화 과정 속에서 통 인 환경과 믿음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들의운명을개척해가는가운데자기정체성을새롭게

확립해야한다는문제가첨 하게 두되었다. 정체성확립의문제

는 아랍 이슬람 문화와 구별되는 타자Autre를 상정하는 것과 떼어

서생각할수없다. 이때서양은주체가속해있는사회 문화 환

경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여 다. 그것은 단순히 배척해야 하는

내밖에있는것이아니라, 이미내재화된타자로서, 매혹 이면서

동시에 오스러운그어떤것으로나타난다. 

모로코에 랑스가실질 인 향력을행사하기시작한것은제

1차세계 이후이며, 랑스어로작품을쓴첫세 로는아메드

세 리 Ahmed Séfrioui (1915~2004)와리스크라이비Driss Chraïbi (1926~ 

2007)를꼽을수있다. 그다음세 라고할수있는타하르벤젤룬

Tahar Ben Jelloun (1944~ )은 재 랑스어로 을쓰는마그 작가

에세계 으로가장 리알려진작가라고할수있다. 그는 부

분의 등교육을 랑스학교에서받았으며, 학에서철학을 공

했다. 학창시 그는반정부시 에가담했다는 의로수감되었다

풀려났다. 졸업후고등학교철학교사가되었고, 문학잡지인  숨결

Souffles  지와 계를맺고첫작품을발표한다. 그러나잡지가 진

인 명주의 노선을 따르자 곧 결별한다. 1971년 정부가 고등학

교철학교육을아랍어화arabisation하기로결정하자, 그는아랍어로

강의를하도록교육받지못했다는이유를들어휴직하고 랑스로

유학,  르몽드  기자로활동하며심리학박사학 를받았고, 소설, 

시, 에세이 등을 발표하기시작했다. 1985년  모래의 아이L’enfant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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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le 를 발표했고, 1987년 발표한 그 뒷이야기인  신성한 밤La nuit 

sacrée 으로공쿠르상을받았다. 이두소설은 43개국어로번역되었

다.1) 그는 랑스어로 을쓰고 있고, 작가 기자로서 부분의

활동을 랑스에서 하고 있다. 그 지만 그는 자신의 근본이 모로

코문화에있음을강조하며, 유럽문화와아랍문화사이에다리를

놓는역할을하고있다.

본 론

1.언어의 분열에서 정체성의 탐구로

만일문학이라는것이근 에와서생긴것이라는주장을받아들

인다면, 마그 (근 )문학은 다문화 공간에서 마그 인들이

겪고 있는갈등과 정체성 탐구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는 가장 표

인 술이라고할수있다. 문학은이들이내재화하고있는다양

한 문화들 간의 단 과 갈등을 표 하는 공간이며,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을 찾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핵심에 언어의

문제가있다.

타하르벤젤룬은이 언어작가는아니다. 그는거의 부분의

작품을 랑스어로발표했고, 아랍어번역은 문번역가들이맡아

서하고있고그는단지교정에만참여한다. 즉엄 한의미에서그

는 랑스어를 사용하는 작가이다. 그 지만 그는 자신을 이 언

어를사용하는작가처럼생각한다.

1)그의작품과 기에 해서는그의홈페이지를참조할것.

    http://www.taharbenjelloun.org/accuei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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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언어 사용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랑스어라는

단일한언어내부에서이 언어를경험하고있습니다. 나는이국

인기호로지극히아랍 인 실을 니다. 의사소통을계획하는데

있어나는그 구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나는내 나라의 시민들

뿐아니라 다른 나라의시민에게도말을 건넵니다. 나는 내 차이를, 

우리들의차이를내사람들에게보이고, 그것을다른사람들에게

향하게합니다.”

“Je ne suis pas un écrivain bilingue. Cependant, je vis le bilin 

guisme à l’intérieur d’une seule langue : le français. J’écris un réel 

profondément arabe avec des signes étrangers. Dans mon entre 

prise de communication, je ne néglige personne : je m’adresse aussi 

bien aux citoyens de mon pays qu’aux citoyens d’autres cités. Je 

révèle ma différence, notre différence aux miens et je la tends aux 

autres”.2) 

왜 랑스어인가? 아니보다정확하게, 왜어떤마그 작가들

은 랑스어로밖에쓸수없는것인가? 독립운동을하던시기에민

족주의자들은외국어, 특히그 에서도압제자의언어인 랑스어

로 을 쓰는 것을 비 했으며, 그 비 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랑스어로 을 쓰는 것을 단순히 개인 인 결정에

의한 국가와민족에 한 ‘반역’으로 간주하기에는 이 작가들이속

한 ‘상황’은 사회 이고 역사 이고 심지어는 운명 인 면까지 있

다. 마그 지역을 비롯한 부분의 아랍 국가들은 사실상 코란

에기 한문어文語라고할수있는고 아랍어arabe classique와구어

口語라고할수있는지역아랍어arabe dialectal 혹은베르베르어를병

2) Tahar Ben Jelloun, “De la différence”, Ethno-Psychologie, 1973, p. 222. Saloua 

Ben Abda, Bilinguisme et poétique chez Tahar Ben Jelloun, Thèse de Doctorat de 

l’Université Paris IV, 1991, p. 5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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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 Abda, Bilinguisme et poétique chez Tahar Ben Jelloun, Thèse de Doctorat de 

l’Université Paris IV, 1991, p. 5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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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타하르 벤 젤룬을 비롯한 모로코의 랑스어로 을

쓰는 작가들은 부분 랑스 학교를 다녔고, 당연히 부분의 교

육을 랑스어로 받았다. 비록 그들의 모국어는 지역 아랍어지만, 

그들은아랍어로교육을받지못했기때문에고 아랍어에능숙하

지못한경우가많다.3) 그리고무엇보다도언어는단순한의사소통

의 도구가아니라 문화 그 자체이기 때문에그들은 랑스 언어를

통해이질 인 랑스문화를받아들 으며, 특히 랑스문학과의

만남은 그들에게 을 쓰고자 하는욕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

다.

 숨결  편집진은언어로인한작가의분열의문제를해결하기

해내용과형식을분할하는것에서해답을찾았다. 즉, 마그 문

학의 내용은 국민 , 민 , 아랍 이고, 형식으로서의 랑스어

는 단순한의사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어떤 모순도 없

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에서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

능하며, 문학은곧내용이자형식이라는것을생각할때, 이와같은

기계 인분리는오히려작가가경험한독특한모순을은폐하는것

이상의것이되지못한다고볼수있다. 그 기때문에 “ 랑스어로

을 쓰는 아 리카 작가들이 개인 으로 의식의 분열을 겪고, 문

학 으로는모호한입장에처한다고하더라도그들의특이한체험

과문학 성격은 랑스문학과아 리카문학에동시에기여한다

고생각하는태도가더온당할것”4)이라할수있다.

식민지시 를경험한첫세 작가들은이와같은이 혹은삼

으로분열된언어 문화 상황과그속에서 랑스어로밖에는

3)타하르 벤 젤룬이 고등학교 철학과목의 아랍어화가 결정된 뒤 아랍어로강의

하도록교육받지못했다는이유를들어휴직했다는 을상기해보자.

4)오생근, ｢아 리카문학과언어의갈등｣,  랑스어문학과 성의인식 , 문

학과지성사, 2007,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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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쓸수없는자신들의어 할수없는선택때문에괴로워했다. 

그뒤타하르벤젤룬처럼독립이후작가가된세 들은 랑스어

로 을쓰는것에 해더이상과거와같은정도로양심의가책을

느끼지는않는다.5) 그 다고이작가들이자신들이처한언어상황

으로 인해 내 인 상처와 분열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쟈크 와 가지 하듯이, 토착문화의 통이다른 랑스어권보

다 뿌리 깊고 오래된 마그 지역 출신 작가에게 언어의 문제는

언제나작가자신의존재 체가걸린정체성의문제라고할수있

다.6) 

살루아 벤 아 다가 지 하듯이, 앞의 문에서 타하르 벤 젤룬

이보여 것과같은 “이 언어는 랑스어 쓰기안에서이루어

지는 것”이며, 그것은 “보편 가치의 담지자가되고자 하는 한언

어내부에서차이를요구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7) 비록타하르

벤젤룬이엄 한의미에서이 언어사용자도아니고, 랑스

어를사용하는것에 해과거독립운동시 의선배작가들처럼양

심의가책을느끼고있지는않지만, 그는 랑스어로 을쓰는매

순간마다 자신의 존재 내부에 각인되어 있는 아랍 문화와 랑스

문화사이의모순을느끼게되고, 당연히그의 쓰기는자기정체

성에 한질문과탐구로이어지게된다. 

5)아랍어언론과출 은정부의통제와검열을따르고있는경우가많은반면, 

랑스어언론과출 은상 으로자유롭고 랑스문화에기 한민주주의

와 인권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일부 작가들이나 지식인들은

과거압제자의언어 던 랑스어를아랍어화를추진하고있는 정부의인권

탄압과독재에 해견제하고 항할수있는도구로간주하기도한다. 실제로

이들작가들이쓴비 인 들이 되었거나검열을통해삭제되는경우도

많았다. 

6) Jacques Noiray, Littératures francophones: I. Le Maghreb, Belin, 1996, p. 116.

7) Saloua Ben Abda, op. cit.,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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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타하르 벤 젤룬을 비롯한 모로코의 랑스어로 을

쓰는 작가들은 부분 랑스 학교를 다녔고, 당연히 부분의 교

육을 랑스어로 받았다. 비록 그들의 모국어는 지역 아랍어지만, 

그들은아랍어로교육을받지못했기때문에고 아랍어에능숙하

지못한경우가많다.3) 그리고무엇보다도언어는단순한의사소통

의 도구가아니라 문화 그 자체이기 때문에그들은 랑스 언어를

통해이질 인 랑스문화를받아들 으며, 특히 랑스문학과의

만남은 그들에게 을 쓰고자 하는욕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

다.

 숨결  편집진은언어로인한작가의분열의문제를해결하기

해내용과형식을분할하는것에서해답을찾았다. 즉, 마그 문

학의 내용은 국민 , 민 , 아랍 이고, 형식으로서의 랑스어

는 단순한의사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어떤 모순도 없

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에서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

능하며, 문학은곧내용이자형식이라는것을생각할때, 이와같은

기계 인분리는오히려작가가경험한독특한모순을은폐하는것

이상의것이되지못한다고볼수있다. 그 기때문에 “ 랑스어로

을 쓰는 아 리카 작가들이 개인 으로 의식의 분열을 겪고, 문

학 으로는모호한입장에처한다고하더라도그들의특이한체험

과문학 성격은 랑스문학과아 리카문학에동시에기여한다

고생각하는태도가더온당할것”4)이라할수있다.

식민지시 를경험한첫세 작가들은이와같은이 혹은삼

으로분열된언어 문화 상황과그속에서 랑스어로밖에는

3)타하르 벤 젤룬이 고등학교 철학과목의 아랍어화가 결정된 뒤 아랍어로강의

하도록교육받지못했다는이유를들어휴직했다는 을상기해보자.

4)오생근, ｢아 리카문학과언어의갈등｣,  랑스어문학과 성의인식 , 문

학과지성사, 2007, p.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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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쓸수없는자신들의어 할수없는선택때문에괴로워했다. 

그뒤타하르벤젤룬처럼독립이후작가가된세 들은 랑스어

로 을쓰는것에 해더이상과거와같은정도로양심의가책을

느끼지는않는다.5) 그 다고이작가들이자신들이처한언어상황

으로 인해 내 인 상처와 분열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쟈크 와 가지 하듯이, 토착문화의 통이다른 랑스어권보

다 뿌리 깊고 오래된 마그 지역 출신 작가에게 언어의 문제는

언제나작가자신의존재 체가걸린정체성의문제라고할수있

다.6) 

살루아 벤 아 다가 지 하듯이, 앞의 문에서 타하르 벤 젤룬

이보여 것과같은 “이 언어는 랑스어 쓰기안에서이루어

지는 것”이며, 그것은 “보편 가치의 담지자가되고자 하는 한언

어내부에서차이를요구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7) 비록타하르

벤젤룬이엄 한의미에서이 언어사용자도아니고, 랑스

어를사용하는것에 해과거독립운동시 의선배작가들처럼양

심의가책을느끼고있지는않지만, 그는 랑스어로 을쓰는매

순간마다 자신의 존재 내부에 각인되어 있는 아랍 문화와 랑스

문화사이의모순을느끼게되고, 당연히그의 쓰기는자기정체

성에 한질문과탐구로이어지게된다. 

5)아랍어언론과출 은정부의통제와검열을따르고있는경우가많은반면, 

랑스어언론과출 은상 으로자유롭고 랑스문화에기 한민주주의

와 인권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일부 작가들이나 지식인들은

과거압제자의언어 던 랑스어를아랍어화를추진하고있는 정부의인권

탄압과독재에 해견제하고 항할수있는도구로간주하기도한다. 실제로

이들작가들이쓴비 인 들이 되었거나검열을통해삭제되는경우도

많았다. 

6) Jacques Noiray, Littératures francophones: I. Le Maghreb, Belin, 1996, p. 116.

7) Saloua Ben Abda, op. cit.,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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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는 구인가?

타하르벤젤룬의작품은, 그것이소설이든자 인것이든, 내

면에 한 성찰이든 여행의 기록이든, 모두 지난한 자기 정체성에

한 탐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에서도 여성이 등장하는

 모래의아이 와그뒷이야기인  신성한밤 이가장 표 인것이

라고할수있다. 가부장 인아랍문화에서여성은남성을 심으

로성립된가문에종속된존재라고할수있다. 그들은교육과사회

진출로부터 배제되었으며, 오직 가문의 를 잇기 한 출산과

양육과가사노동을 해존재했다. 통아랍사회의근 화, 특히

서유럽문화의도입은기존의가부장 사회의기반을뒤흔들었고, 

여성들은주어진역할을수동 으로받아들이는것을거부하고스

스로자기존재이유에 해질문하기시작했다.8) 

 모래의아이 의 반부는한가정에일어난사건을통해모로코

사회가지닌성차별과가부장제의폭력과그리고그로인해아메드

가 겪은 심리 외상trauma의 문제를사회심리학 인 에서치

하게 고들고있다.9) 타하르벤젤룬은모로코사회에서실제로

8)타하르벤젤룬소설에서여성은마그 국가의다양한층 의구조 인모

순을드러내보여주는문제 존재라고할수있다. 그런의미에서아메드를단

순히가부장사회속에놓인여성의문제만으로축소하여해석할수는없으며, 

다른층 에서보자면 랑스식민지를경험한뒤아랍화와근 화를동시에

추구하고있는마그 국가들의정체성탐구로해석될수있다. 소설의주인

공으로서아메드는 다양한 해석이 교차할 수 있는 마치 미로와같은 존재라고

할수있다. 

9)타하르벤젤룬은 1975년 “ 랑스내북아 리카노동자의애정과성문제pro 

blèmes affectifs et sexuels de travailleurs nord-africains en France”를주제로 사회정신병리학

박사학 를받는다. 그는같은해이연구를바탕으로한에세이  최고의고독La 

plus haute des solitudes 을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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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소설의 이야기를 구성한다. 딸만 일곱을

둔하드아메드Hadj Ahmed는 망 이었다. 아랍사회에서 아들이

없는아버지는인정받지못한다. 그것은치욕이상이다. 상속을할

아들이없다는것은곧자기가문의소멸을의미한다. 그의재산을

노리는 형제들은 그가 죽기만을 기다렸다. 아내는 여덟 번째 임신

을했다. 그는이번에태어날아이는무슨수를쓰더라도아들이될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의 기도를 버리고 다시 딸이 태어났지만, 

그는 이미 모든 비를 용의주도하게 끝냈다. 그는 모든 친척들에

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자랑스럽게 공포한다. 그는 여덟 번째 딸에

게자신의이름을물려주고아들로키운다. 그 게 “아메드는만들

어졌고, 아버지의 략에따라자랐다”.10) 리한아메드는일 부

터깨달았다. “이사회가여성보다남성을선호한다는것을.”(42)

아랍사회에서남자가된다는것은폭력에익숙해진다는것을의

미했다. 힘이없는남자는남자가아니다. 할례는어린아이가남자

가되는의식이다. 폭력을경험하지않고서는남자가될수가없다. 

최 의폭력을남성의성기에새겨넣는의식, 그것이곧할례다. 아

메드의아버지는교묘하게할례를수행하는이발사에게자신의손

가락을자르게했다.(32) 아무도그가손가락에붕 를감고있는것

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속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수는없었다. 남자는스스로싸워자신을지킬 알아야한

다. 아버지는 아메드를 남자로 만들기 해 싸워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다. 

사람들은서로부딪치며사원에서나왔다. 남자들은서로서로몸

을붙이는것을좋아했다. 가장강한자만이지나갈수있었다. 나는

10) L’enfant de sable, Seuil, 1985, coll. “Points”, p. 42. 앞으로이책을인용한경우

호안에페이지만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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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는 구인가?

타하르벤젤룬의작품은, 그것이소설이든자 인것이든, 내

면에 한 성찰이든 여행의 기록이든, 모두 지난한 자기 정체성에

한 탐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에서도 여성이 등장하는

 모래의아이 와그뒷이야기인  신성한밤 이가장 표 인것이

라고할수있다. 가부장 인아랍문화에서여성은남성을 심으

로성립된가문에종속된존재라고할수있다. 그들은교육과사회

진출로부터 배제되었으며, 오직 가문의 를 잇기 한 출산과

양육과가사노동을 해존재했다. 통아랍사회의근 화, 특히

서유럽문화의도입은기존의가부장 사회의기반을뒤흔들었고, 

여성들은주어진역할을수동 으로받아들이는것을거부하고스

스로자기존재이유에 해질문하기시작했다.8) 

 모래의아이 의 반부는한가정에일어난사건을통해모로코

사회가지닌성차별과가부장제의폭력과그리고그로인해아메드

가 겪은 심리 외상trauma의 문제를사회심리학 인 에서치

하게 고들고있다.9) 타하르벤젤룬은모로코사회에서실제로

8)타하르벤젤룬소설에서여성은마그 국가의다양한층 의구조 인모

순을드러내보여주는문제 존재라고할수있다. 그런의미에서아메드를단

순히가부장사회속에놓인여성의문제만으로축소하여해석할수는없으며, 

다른층 에서보자면 랑스식민지를경험한뒤아랍화와근 화를동시에

추구하고있는마그 국가들의정체성탐구로해석될수있다. 소설의주인

공으로서아메드는 다양한 해석이 교차할 수 있는 마치 미로와같은 존재라고

할수있다. 

9)타하르벤젤룬은 1975년 “ 랑스내북아 리카노동자의애정과성문제pro 

blèmes affectifs et sexuels de travailleurs nord-africains en France”를주제로 사회정신병리학

박사학 를받는다. 그는같은해이연구를바탕으로한에세이  최고의고독La 

plus haute des solitudes 을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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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소설의 이야기를 구성한다. 딸만 일곱을

둔하드아메드Hadj Ahmed는 망 이었다. 아랍사회에서 아들이

없는아버지는인정받지못한다. 그것은치욕이상이다. 상속을할

아들이없다는것은곧자기가문의소멸을의미한다. 그의재산을

노리는 형제들은 그가 죽기만을 기다렸다. 아내는 여덟 번째 임신

을했다. 그는이번에태어날아이는무슨수를쓰더라도아들이될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의 기도를 버리고 다시 딸이 태어났지만, 

그는 이미 모든 비를 용의주도하게 끝냈다. 그는 모든 친척들에

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자랑스럽게 공포한다. 그는 여덟 번째 딸에

게자신의이름을물려주고아들로키운다. 그 게 “아메드는만들

어졌고, 아버지의 략에따라자랐다”.10) 리한아메드는일 부

터깨달았다. “이사회가여성보다남성을선호한다는것을.”(42)

아랍사회에서남자가된다는것은폭력에익숙해진다는것을의

미했다. 힘이없는남자는남자가아니다. 할례는어린아이가남자

가되는의식이다. 폭력을경험하지않고서는남자가될수가없다. 

최 의폭력을남성의성기에새겨넣는의식, 그것이곧할례다. 아

메드의아버지는교묘하게할례를수행하는이발사에게자신의손

가락을자르게했다.(32) 아무도그가손가락에붕 를감고있는것

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속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수는없었다. 남자는스스로싸워자신을지킬 알아야한

다. 아버지는 아메드를 남자로 만들기 해 싸워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다. 

사람들은서로부딪치며사원에서나왔다. 남자들은서로서로몸

을붙이는것을좋아했다. 가장강한자만이지나갈수있었다. 나는

10) L’enfant de sable, Seuil, 1985, coll. “Points”, p. 42. 앞으로이책을인용한경우

호안에페이지만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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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빠져나갔고, 나를방어했다. 아버지는나에게항상자신을

지켜야한다고말 하셨다. 돌아오는길에우리는침투성이있는하

얀천으로싼 말린우유를샀다. 그리고우리는빵을 먹으러 화덕으

로갔다. 아버지는 나보다 먼 도착했다. 그는내가혼자해결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셨다. 어느 날 나는 깡패들에게 맞아서, 

빵자르는 을빼앗겼다. 나는싸울수없었다. 그들은셋이었다. 나

는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는 내따귀를 때리셨다. 지 도그

것이기억난다. 그는 “ 는울기나하는계집애가아니다. 남자는울

지 않는다.”라고 말 하셨다. 아버지가 맞다. 여자들이나 우는 것이

다. 나는 물을멈추고깡패들을찾아싸우기 해집을나갔다. 아

버지가길에서나를잡고는말 하셨다. 무늦었다.

On sortait de la mosquée en se bousculant. Les hommes ai 

maient se coller les uns aux autres. Au plus fort de passer. Moi, je 

me faufilais, je me défendais. Mon père me disait qu’il faut tou 

jours se défendre. Sur le chemin on achetait du lait caillé préparé 

dans un tissu blanc perméable. On passait ensuite au four prendre 

le pain. Mon père me devançait. Il aimait me voir me débrouiller 

tout seul. Un jour je fus attaqué par des voyous qui me volèrent la 

planche à pain. Je ne pus me battre. Ils étaient trois. Je rentrai à la 

maison en pleurant. Mon père me donna une gifle dont je me 

souviens encore et me dit : “Tu n’es une fille pour pleurer! Un 

homme ne pleure pas!” Il avait raison, les larmes, c’est très féminin! 

Je séchai les miennes et sortis à la recherche des voyous pour me 

battre. Mon père me rattrapa dans la rue et me dit que c’était trop 

tard!(39)

아버지는 아메드의 가슴을 항상 천으로 꽁꽁 묶었다. 아메드는

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만이아니라그것을좋아했다.”(50) 아랍사회에서남자라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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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가 여자 다면 얻을 수 없는 특권을 릴 수 있게 해 주었다. 

코란에는 “남자 아이에게는여자아이 두명분을주라”고 쓰여있

다.(53) 이것은 단순하게 두 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메드는

나들과달리학교에갔고, 을읽고쓸 알았으며, 아버지의사

업을물려받았다. 그의사업수완은곧아버지를능가했다. 그는집

안의 주인으로서 명령을 했고, 나들에게 심과 녁을 차리게

시켰다. 나들은말없이복종했다. 

그러나 육체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겉으로드러나는육체의변화를숨길수있었지만, 자기육체의진

실을부정할수없었다. 어느날아침다리사이로흘러나온피는유

폐된육체의진실을폭로했다.

그것은분명히피 다. 육체는이름에 항했다. 뒤늦은할례로피

가튀어묻었다. 묻어두었던기억,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내 삶이

될수있었던어떤삶의기억이나를부르고, 불만에차얼굴을찡그

렸다.

C’était bien du sang; résistance du corps au nom; éclaboussure 

d’une circoncision tardive. C’était un rappel, une grimace d’un 

souvenir enfoui, le souvenir d’une vie que je n’avais pas connue et 

qui aurait pu être la mienne.(46)

아메드는자아의분열을겪는다. 그는자신을둘로분열된존재, 

이 의모순된존재로인식한다. 그는자신을 “숨기는자이자 헤

치는 자이고, 주인이자 노 이고”(45), “건축가이자 집이고, 나무이

자수액”(46)이라고말한다. 진실을보기를두려워하는그는자신의

육체를 비춰주는 거울을 바라보는 것을 피한다. 그러나 정체성에

한질문은끊임없이그를따라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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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빠져나갔고, 나를방어했다. 아버지는나에게항상자신을

지켜야한다고말 하셨다. 돌아오는길에우리는침투성이있는하

얀천으로싼 말린우유를샀다. 그리고우리는빵을 먹으러 화덕으

로갔다. 아버지는 나보다 먼 도착했다. 그는내가혼자해결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셨다. 어느 날 나는 깡패들에게 맞아서, 

빵자르는 을빼앗겼다. 나는싸울수없었다. 그들은셋이었다. 나

는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아버지는 내따귀를 때리셨다. 지 도그

것이기억난다. 그는 “ 는울기나하는계집애가아니다. 남자는울

지 않는다.”라고 말 하셨다. 아버지가 맞다. 여자들이나 우는 것이

다. 나는 물을멈추고깡패들을찾아싸우기 해집을나갔다. 아

버지가길에서나를잡고는말 하셨다. 무늦었다.

On sortait de la mosquée en se bousculant. Les hommes ai 

maient se coller les uns aux autres. Au plus fort de passer. Moi, je 

me faufilais, je me défendais. Mon père me disait qu’il faut tou 

jours se défendre. Sur le chemin on achetait du lait caillé préparé 

dans un tissu blanc perméable. On passait ensuite au four prendre 

le pain. Mon père me devançait. Il aimait me voir me débrouiller 

tout seul. Un jour je fus attaqué par des voyous qui me volèrent la 

planche à pain. Je ne pus me battre. Ils étaient trois. Je rentrai à la 

maison en pleurant. Mon père me donna une gifle dont je me 

souviens encore et me dit : “Tu n’es une fille pour pleurer! Un 

homme ne pleure pas!” Il avait raison, les larmes, c’est très féminin! 

Je séchai les miennes et sortis à la recherche des voyous pour me 

battre. Mon père me rattrapa dans la rue et me dit que c’était trop 

tard!(39)

아버지는 아메드의 가슴을 항상 천으로 꽁꽁 묶었다. 아메드는

항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만이아니라그것을좋아했다.”(50) 아랍사회에서남자라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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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가 여자 다면 얻을 수 없는 특권을 릴 수 있게 해 주었다. 

코란에는 “남자 아이에게는여자아이 두명분을주라”고 쓰여있

다.(53) 이것은 단순하게 두 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메드는

나들과달리학교에갔고, 을읽고쓸 알았으며, 아버지의사

업을물려받았다. 그의사업수완은곧아버지를능가했다. 그는집

안의 주인으로서 명령을 했고, 나들에게 심과 녁을 차리게

시켰다. 나들은말없이복종했다. 

그러나 육체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겉으로드러나는육체의변화를숨길수있었지만, 자기육체의진

실을부정할수없었다. 어느날아침다리사이로흘러나온피는유

폐된육체의진실을폭로했다.

그것은분명히피 다. 육체는이름에 항했다. 뒤늦은할례로피

가튀어묻었다. 묻어두었던기억,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내 삶이

될수있었던어떤삶의기억이나를부르고, 불만에차얼굴을찡그

렸다.

C’était bien du sang; résistance du corps au nom; éclaboussure 

d’une circoncision tardive. C’était un rappel, une grimace d’un 

souvenir enfoui, le souvenir d’une vie que je n’avais pas connue et 

qui aurait pu être la mienne.(46)

아메드는자아의분열을겪는다. 그는자신을둘로분열된존재, 

이 의모순된존재로인식한다. 그는자신을 “숨기는자이자 헤

치는 자이고, 주인이자 노 이고”(45), “건축가이자 집이고, 나무이

자수액”(46)이라고말한다. 진실을보기를두려워하는그는자신의

육체를 비춰주는 거울을 바라보는 것을 피한다. 그러나 정체성에

한질문은끊임없이그를따라다닌다.



204 특집 ‧ 불어권 아 리카와 카리 해 지역의 문학과 문화

나는존재인가아니면이미지인가, 육체인가아니면권 인가, 시

든정원의돌인가아니면단단한나무인가? 말해줘, 나는 구인가?

Suis-je un être ou une image, un corps ou une autorité, une 

pierre dans un jardin fané ou un arbre rigide? Dis-moi, qui suis- 

je?(50)

나는죽지않으려고애썼다. 어도일생동안한가지질문에답은

해야하니까. 나는 구인가? 그리고다른사람은 구인가?

J’essaie de ne pas mourir. J’ai au moins toute la vie pour répon 

dre à une question: Qui suis-je? Et qui est l’autre.(55)

육체와이름의모순이, 존재와외 의갈등이심각해지면질수록

아메드는 권 이 되어갔으며, 사람들과 교류를 끊은 채 집의 높

은방에칩거했다. 그는이 기를극복하고, 아버지가만들고자

신이 받아들인운명을끝까지 고나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완벽

한 이슬람 남자는 결혼한 남자다’라는 마호메드의 말에 따라 사

티마Fatima를아내로맞이하기로한다.(51)

티마는 한쪽 다리를 었고, 종종 간질발작을 일으켰다. 그녀

의 얼굴은 더 심해지는발작으로 인해일그러졌고 주름이 깊

게 다. 코는작았고, 뺨에는여드름이났고, 발작을일으키면입

이돌아갔다. 사람들은모두그녀를피하고멀리했다. 그녀는작은

방에칩거했다. 가족마 도그녀의존재를종종잊었다. 모두가잊

어버리고싶어하는존재, 스스로사라지고싶은존재, 바로그때문

에 아메드는 티마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두려움

에서벗어나고자신이맡은역할을강화”(83)하기 해결혼한 티

마는 오히려 잊고 싶어 하는자기 존재의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었

다. 그녀는그의 “거울이었고, 강박 념이었고, 약 ”이었다.(77)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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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여자라고인정해주지않았던 티마는아메드가여자라는것

을, 그역시자신처럼불구 다는것을알아보았다. 이세상에서살

기를거부하고서서히사라져가는 티마는아메드에게마지막말

을남긴다.

나는항상 당신이 구인지알고있었어. 나의 언니, 나의 사 언

니, 그때문에내가당신곁에서죽으려고여기왔어. 우리는둘다모

두마른우물깊숙이있는돌을향해, 불모의땅을향해사랑없는시

선으로둘러싸여태어났어. 우리는불구가되기 에여자야. 어쩌면

우리는여자이기때문에불구인지도몰라…… 나는우리들의상처를

알고있어……

J’ai toujours su qui tu es, c’est pour cela, ma soeur, ma cousine, 

que je suis venue mourir ici, près de toi. Nous sommes toutes les 

deux nées penchées sur la pierre au fond du puit sec, sur une terre 

stérile, entourées de regards sans amour. Nous sommes femmes 

avant d’être infirmes, ou peut-être nous sommes infirmes parce 

que femmes..., je sais notre blessure... (80)

티마의죽음이후아메드는다시자기정체성의문제로흔들린

다. 그가 이제까지 피해왔던 여성으로서의 길을 가도록 결심한 것

은, 가슴을동여매듯이육체깊숙이억압해왔던욕망, 남성의욕망

이아닌여성의욕망때문이었다. 꿈속에한남자가나타나육체의

감각과욕망을일깨운다.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김이자욱이 낀공간을가로질러서, 땀

에젖은얼굴에손을올렸다. 을감은채, 나는이미미지근해진물

속에그냥나를내버려두었다. 그의손이가슴을무겁게 다. 가

슴이놀라깨어났다. 그의머리가물속으로들어오더니, 아랫배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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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치골에입을맞추었다. 그자극이 무나강렬해서나는의식을

잃고그만물에빠질 뻔했다. 열린입으로물이들어오는순간나는

깨어났다.

내존재 체가흔들렸다.

Un homme est venu, il a traversé la brume et l’espace et a posé 

sa main sur mon visage en sueur. Les yeux fermés, je me laissais 

faire dans l’eau déjà tiède. Il passa ensuite sa main lourde sur ma 

poitrine, qui s’éveilla, plongea sa tête dans l’eau et la déposa sur 

mon bas-ventre, embrassant mon pubis. J’eus une sensation telle 

ment forte que je perdis connaissance et faillis me noyer. Je me 

réveillai au moment où l’eau pénétra dans ma bouche entrouverte.

J’étais secoué de tout mon être. (95~96)

아메드는 “창문을 열고, 태양을 마주바라본다.”(97) 그러나자기

자신을직시하고되찾는것은쉬운일이아니다. 그는그동안잃어

버렸던, 한번도사용하지않았던, 자기육체의언어를배우기시작

한다. 여자처럼말하는것을배우고, 거울에서자신을바라보는것

을, 자신의벗은육체를바라보는것을배우기시작한다. 그는이성

이통제할수없는육체의감각을되찾기시작한다. 그는자기자신

을찾아길을떠난다.

나는한창변하고있다. 나는나에게서나로, 다리를 면서, 머뭇

거리며, 불구자처럼다리를끌면서간다. 나는간다. 그러나언제어

디서이여행이멈추게될지는모른다.

Je suis en pleine mutation. Je vais de moi à moi en boitant un 

peu, en hésitant, traînant mes pas comme une personne infirme. Je 

vais et ne sais quand ni où j’arrêterai ce voyage.(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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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나는나간다. 다시태어나야할때다. 사실변하는것이아

니라단지나에게로돌아가는것이다. 사람들이나에게만든운명이

시작되고나를휩쓸어가기바로 으로.

Alors je vais sortir. Il est temps de naître de nouveau. En fait je 

ne vais pas changer mais simplement revenir à moi, juste avant 

que le destin qu’on m’avait fabriqué ne commence à se dérouler et 

ne m’emporte dans un courant.(111)

집을 나온 아메드는 그가 여자인 것을 알아본 노 가 운 하는

곡마단에들어간다. 그는남장여인이되어남성들앞에서춤을춘

다. 사람들은이제그를자라Zahra라부른다.

3. 내가 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구인가?

아메드/자라의모험은어떻게끝날까? 그는자기자신으로되돌

아갈수있었을까? 그답을기 하며이야기를따라가는독자는

더미로속으로빠져들고있다는것을깨닫게된다. 장리카르두

Jean Ricardou의 “소설은더이상모험의 쓰기가아니라, 쓰기의

모험이다. le roman n’est plus l’écriture d’une aventure, mais l’aventure d’une 

écriture”라는유명한말처럼, 벤젤룬의소설은장이바뀔때마다아

메드가 자기를 찾아 떠나는 모험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의 이야

기로, 그이야기의모험으로바 어간다.11) 한그의소설은 지

이며객 화자에의해서술되는 통 인사실주의 소설의

상에 해반성하는자의식 인 쓰기를보여 다는 에서오

늘날 포스트모더니즘 문학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메타픽션metafic 

11)벤젤룬소설의자기지시 성격에 해서는Marc Gontard, “Méta-narration 

et auto-référence dans L’Enfant de sable”, in Le moi étrange: littérature marocaine 

de langue française, L’Harmattan, 1993, pp. 11~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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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과도그맥락이닿는다고할수있다. 퍼트리샤워의정의에따

르자면 “메타픽션이란픽션과리얼리티와의 계에의문을제기하

기 해가공물로서의그 상에자의식 이고체계 으로 심을

갖는허구 인 쓰기를가리키는말”로, “이러한 쓰기들은구성

을 이 나가는 자신들의 방법을 비 하면서, 서사소설narrative fic 

tion의 근본 인 구조들을 검토할 뿐 아니라 허구 인 문학텍스트

외부에존재하는세계의있을수있는허구성도탐구한다”.12) 

아메드의이야기는그가쓴일기를가지고있는 장의이야기꾼

에의해시작되었다. 그는청 들에게그가앞으로하게될이야기

가미로를헤매거나사막을가로지르는것처럼, 길을모르는채떠

나는여행과같다고하면서이야기를시작한다. 

왜냐하면이이야기는역시사막이기도합니다. 불타는모래 로

맨발로걸어야합니다. 지평선 에그려지고끊임없이하늘향해나

가는오아시스를믿으며말없이걷고, 기증에쓰러지지않기 해

뒤돌아보지않으며걸어야합니다. 우리가앞으로나아간만큼우리

발은 길은 만듭니다. 그 뒤로 발자국은흔 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

직빈공간과, 벽과, 허무뿐.

Car cette histoire est aussi un désert. Il va falloir marcher pieds 

nus sur le sable brûlant, marcher et se taire, croire à l’oasis qui se 

dessine à l’horizon et qui ne cesse d’avancer vers le ciel, marcher et 

ne pas se retourner pour ne pas être emporté par le vertige. Nos 

pas inventent le chemin au fur et à mesure que nous avançons; 

derrière, ils ne laissent pas de trace, mais le vide, le précipice, le 

néant.(15~16)

여러분이알수있듯이, 우리행렬은첫번째문을향한길로약간

12)퍼트리샤워,  메타픽션: 포스트모더니즘문학이론 , 1989, 열음사,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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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갔습니다. 각자 여행을 한 비를 해오셨군요. (...)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듣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를 따라 오십시

오…… 그런데무엇의끝인가요? 빙빙도는길은끝이없습니다!

Comme vous pouvez le constater, notre caravane a avancé un 

peu sur le chemin de la première porte. Je vois que chacun a 

apporté ses provisions pour le voyage. (...) Vous avez choisi 

m’écouter, alors suivez-moi jusqu’au bout..., le bout de quoi? Les 

rues circulaires n’ont pas de bout!(21) 

실제로소설의 반부에서독자는장을넘길때마다마치카스바

의미로를빠져나가듯문을하나씩하나씩지나가게된다. 각장은

아메드의성장과정과심리변화에따라 2장부터 7장까지각각 ‘목

요일의문La porte du jeudi’, ‘ 요일의문La porte du vendredi’, ‘토요일의

문La porte du samedi’, ‘밥엘하드Bab El Had’, ‘잊 진문La porte oubliée’, 

‘유폐된문La porte emmurée’이라이름붙여져있다.13) 이야기꾼은마

치 여행 가이드처럼 장에 모인 청 들을 이끌고미로 같은 길과

문을통과하며이야기를한다. 이야기는미로가되며, 미로는이야

기가된다. 

우리이야기는이문에서멈추지않습니다. 이야기는더계속됩니

다. 그러나더이상벽에뚫린문을지나가지는않습니다. 빙빙도는

길을따라갈것입니다. 우리는더욱더주의를기울여이야기를쫓아

가야합니다.

Notre histoire ne s’arrête pas à cette porte. Elle se poursuit, mais 

elle ne traversera plus de portes creusées dans une muraille. Elle 

tournera dans une rue circulaire et nous devrons la suivre avec de 

plus en plus d’attention.(63)

13)  모래의아이 는총 19장으로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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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꾼은과연이야기의미로를끝까지갈수있을까?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던 독자는 갑자기 소설 속에서 그가 사라진

것을알게된다. 그가사라진지벌써 8개월하고도 24일, 그의이야

기를 경청하던 청 들도 장에서 그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사실사라진것은 “ 장”이었다. 아랍 통문화에서 장은좁은길

이 모 다 다시 갈라지는 곳이며, 사람들이 모 다 흩어지는 곳이

며, 소문과이야기가입에서입으로 해지는곳이다. 근 화가진

행되면서도시의구불구불한미로와 장은반듯하게정리되기시

작했다. 그러면서동시에 장에서이루어지던 통문화역시사라

져갔다. “ 은도시계획행정기술자들의선동”에의해구청은베토

벤의 교향곡 5번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음악분수를 설치하기

해 장을 “청소”했다.(135) 장은 깨끗해졌다. 뱀주술사, 나귀조

련사, 서커스견습공, 남쪽에서가뭄때문에올라온거지, 못을삼키

는술취한춤꾼, 쟁이로 업한늙은창녀, 소녀들을매혹시키던

피리연주가, 양머리를팔던가게, 이가다빠지고 이먼늙은

가수, 어린애들에게춘화를보여주던남자…… 모두가 장을떠났

다. 이제 장은더이상과거의문화 기억을간직하고있는공간

이 아니라 단지 “깨끗한 곳”일뿐이었다. 모두가 떠난 그곳에는유

럽에서온 객을 한 “클럽메드” 여행사만남았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할 곳을 잃어버린 이야기꾼은 슬픔으로 죽었

다. 가슴에아메드 자라가쓴일기를가슴에안고서는. 그 다면아

메드의뒷이야기는어떻게될까? “우리는 이이야기의끝을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까지 하기 해 지어진 것이

다.”(136) 이야기는끝까지계속되어야 한다. 어도 장에서이야

기를경청했던 살렘Salem, 아마르Amar, 투마Fatouma는그 게생

각했다. 그들은근 화의불도 가 어버리지않고남겨놓은아주

조그만카페에 앉아 각자 자기가 알고 있는 아메드 자라의 뒷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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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계속한다.14) 

살렘은 세네갈에서 잡 온 흑인 노 의 아들이다. 그는 자라가

서커스단에서짐승처럼다루어졌으며, 늙은노 의아들인아바스

Abbas에게 강간당한 뒤, 그를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다고 이야기한

다. 살렘은 아메드의 가족들은 시신을 보고 그가 여자 다는 사실

에경악했으며, 그뒤익명의권세가가그를 해여성의탐스러운

엉덩이를닮은무덤을만들어주었다고말한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마르Amar는 살렘이 “소녀나 소년을 강간

하는꿈을꾸고있으며”, 그래서 “아바스뿐만아니라자라와자신을

동일시했고”, 변태 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해 그 다음 이야기를

모두만들어냈다고꾸짖는다.(144) 그는자기가죽은이야기꾼이읽

어주던 아메드의 일기를 병원의 간호사에게 샀다고 밝힌 뒤, 그것

을 가지고 와 살렘과 투마에게 읽어 다. 아마르는 일기에 쓰인

것을보면아메드는테라스 에있는높은방을한번도떠난 이

없으며, 그곳에서 “사랑에 한오래된아랍과페르시아원고가운

데에서, 아무도찾아오는사람도없이, 그가상상하는욕망의부름

에젖어서죽어갔다”고생각한다.(158~159) 은퇴한늙은교사인아마

르는 자신이 아메드의 이야기에 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선 그

것이 “수수께끼같은측면”이있어서이고, 다음은이 인이야기

가모로코사회의폭력 인성격을극단 으로표 하고있기때문

이라고말한다.(160)

세사람 유일한여자인 투마는두남자의이야기를듣고나

서, 자신은학교에서교육을받은여성이라고소개한다. 그녀는자

신이 “학교를통틀어유일한여자” 고, 자기아버지는자신을자랑

스러워했으며, “딸을가진것을부끄러워하지않는다”고말하곤했

14)소설의 ‘14장살렘’, ‘15장아마르’, ‘16장 투마’는각각이세사람의이야기로

구성되어있다.



210 특집 ‧ 불어권 아 리카와 카리 해 지역의 문학과 문화

이야기꾼은과연이야기의미로를끝까지갈수있을까?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던 독자는 갑자기 소설 속에서 그가 사라진

것을알게된다. 그가사라진지벌써 8개월하고도 24일, 그의이야

기를 경청하던 청 들도 장에서 그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사실사라진것은 “ 장”이었다. 아랍 통문화에서 장은좁은길

이 모 다 다시 갈라지는 곳이며, 사람들이 모 다 흩어지는 곳이

며, 소문과이야기가입에서입으로 해지는곳이다. 근 화가진

행되면서도시의구불구불한미로와 장은반듯하게정리되기시

작했다. 그러면서동시에 장에서이루어지던 통문화역시사라

져갔다. “ 은도시계획행정기술자들의선동”에의해구청은베토

벤의 교향곡 5번의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음악분수를 설치하기

해 장을 “청소”했다.(135) 장은 깨끗해졌다. 뱀주술사, 나귀조

련사, 서커스견습공, 남쪽에서가뭄때문에올라온거지, 못을삼키

는술취한춤꾼, 쟁이로 업한늙은창녀, 소녀들을매혹시키던

피리연주가, 양머리를팔던가게, 이가다빠지고 이먼늙은

가수, 어린애들에게춘화를보여주던남자…… 모두가 장을떠났

다. 이제 장은더이상과거의문화 기억을간직하고있는공간

이 아니라 단지 “깨끗한 곳”일뿐이었다. 모두가 떠난 그곳에는유

럽에서온 객을 한 “클럽메드” 여행사만남았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할 곳을 잃어버린 이야기꾼은 슬픔으로 죽었

다. 가슴에아메드 자라가쓴일기를가슴에안고서는. 그 다면아

메드의뒷이야기는어떻게될까? “우리는 이이야기의끝을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까지 하기 해 지어진 것이

다.”(136) 이야기는끝까지계속되어야 한다. 어도 장에서이야

기를경청했던 살렘Salem, 아마르Amar, 투마Fatouma는그 게생

각했다. 그들은근 화의불도 가 어버리지않고남겨놓은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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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계속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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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말한다.(161) 그녀는자신이바로문제의일기를쓴사람이라고

밝힌다.

과연 구이야기가사실일까? 세사람은모두자신이처한상황

과 욕망에 따라 아메드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것이 곧 이야기가

아닐까? 입에서 입으로 해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비 과

소원이더해지면서, 길어지기도하고 어들기도하고순서와내용

이계속해서바 는것이. 투마는이 게말한다.

나는이 게꿈속에서존재하고, 내삶을 부꾸며낸이야기로만

드는법을배웠습니다. 실제로일어난일을기억하는한편의이야기

로말입니다.

J’ai appris ainsi à être dans le rêve et à faire de ma vie une his 

toire entièrment inventée, un conte qui se souvient de ce qui s’est 

réellement passé.(168)

그 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심지어 아메드의 이야기

를시작한이야기꾼의이야기까지모두 ‘사실’이아닐수있다. 그러

나그모든이야기는이야기하는사람들의 ‘진실’을담고있다.

4. Never Ending Story

카페에서세사람의이야기를듣고있는 “ 먼음유시인”이그들

과합석한다.15) 그는자신은일생동안 “다른사람의이야기를왜곡

15)소설의 17장은 먼음유시인의이야기로구성되어있다. 마크공타르는 먼

음유시인과아르헨티나의부에노스아이 스가무 로등장하는이장에서보

르헤스의소설과벤젤룬소설의상호연 이가장명확하게, 심지어는보르헤스

에 한 경의의 표 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Marc Gontard, op.cit., pp.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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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조작”했다고 말하면서(171), 자신을 “실수와 거짓말의 기

를 쓰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173) 그는 이야기꾼은 자신이 이야

기속에있는인물이며, 그 기때문에그자신이곧이야기책이라

고말한다.

사람들은내가책속에있고, 이야기한가운데나타나서독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상야릇한 등장인물들 에 하나라고 말할 겁니

다. 아마 나는조 까지일했던도서 에 첩첩히 쌓여있는수만

권의책 에 한권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도내가 생각하고있는

책은, 사람들을 섞기 해서, 그리고그들이 길을 잃고 그들이 지닌

욕망의좁은차원으로데리고가기 해서만든미로입니다. 

On aurait dit que j’étais dans un livre, un de ces personnages 

pittoresques qui apparaissent au milieu d’un récit pour inquiéter le 

lecteur; j’étais peut-être un livre parmi les milliers serrés les uns 

contre les autres dans cette bibliothèque où je venais naguère 

travailler. Et puis un livre, du moins tel que je le conçois, est un 

labyrinthe fait à dessein pour confondre les hommes, avec l’inten 

tion de les perdre et de les ramener aux dimensions étroites de 

leurs ambitions.(177~178)

그 다면 결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사람들을사로잡고, 그의육체안에서들어가사는것이라고할수

있다. 이미 맨 처음 아메드의 이야기를 시작했던 늙은 이야기꾼인

시 아 델 말 크Si Abdel Malek 역시이야기란 그런 것이라고 말하

지않았던가.

이 책을나는읽었고, 그런사람들을 해해독했습니다. 내가지

샌밤과내 육체를통하지않고서여러분은이책에도달할수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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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나는바로이책입니다. 나는비 의책이되었습니다. 나는그

것을읽기 해일생을바쳤습니다. 몇 달동안불면에시달리며 끝

까지읽은뒤, 나는책이나와하나가되었다는것을느 습니다. 그

것이제운명입니다.

이야기가내게와서, 내안에살고, 나를변화시킵니다.

Ce livre, je l’ai lu, je l’ai déchiffré pour de tels esprits. Vous ne 

pouvez y accéder sans traverser mes nuits et mon corps. Je suis ce 

livre. Je suis devenu le livre du secret; j’ai payé de ma vie pour le 

lire. Arrivé au bout, après des mois d’insomnie, j’ai senti le livre 

s’incarner en moi, car tel est mon destin.(13)

Ce sont les histoires qui viennent à moi, m’habitent et me trans 

forment.(16)

그리고이야기는이야기를하는사람의몸에서이야기를듣는사

람의몸으로옮겨가고, 그 게 다른이야기와섞이기도하면

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흘러간다. 부에노스 아이 스에서 만났던

여인의이야기를하던 먼음유시인은, 에서청 들을모아놓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자리를 옮겨간다. 그는 그 게 자기가 하고 있던 이야기에

서 “끝도시작도모르는다른이야기”로옮겨가버린것이다.(202) 

그 다면 이제 아메드의 이야기는 어디로 갔는가? 마치 사막의

모래가 바람에 흩어지듯이 사라져버린 것인가? 사실 그는 사막의

아이, 말의아이가아니었던가. 그때 “ 장 건 편, 카페에서, 푸른

터번을 두른 남자가 이야기를 계속한다.”(202) 그는 아메드의 조카

가자기에게그의일기와생각이 힌 200페이지가넘는커다란공

책을주었다고밝힌다. 그러나그는그책에 힌 씨는보름달빛

에다사라졌으며, 자신은거기에 인모든것을잊어버렸다고말

한다. 그러고 그는 독자에게 그 뒷이야기가 궁 하다면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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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아메드의이야기를계속해주기를부탁하고는사라진다.

여러분들 군가 다음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보름달이 될 때

달에게물어보아야할것입니다. 나는여러분앞에책과잉크병과펜

를놓아둡니다. 나는죽은자들의무덤에서코란을읽으러갑니다. 

Si quelqu’un parmi vous tient à connaître la suite de cette his 

toire, il devra interroger la lune quand elle sera entièrement pleine. 

Moi, je dépose là devant vous le livre, l’encrier et les porte-plume. 

Je m’en vais lire le Coran sur la tombe des morts! (209) 

결 론

마그 랑스어작가는어디서자신의정체성을찾을수있을

까? 민족? 국가? 아랍문화? 랑스어? 오늘날그모든것이결국은

신기루같은것이아닐까? 랑스어마그 문학은 랑스의북

아 리카식민통치라는특정한역사 상황속에서태어난문학이

다. 그리고그역사 상황이바 오늘날사라질운명에처한문학

이라고 할 수 있다. 리스 크라이 를 비롯하여 랑스어로 작품을

발표했던첫세 많은작가들은이미세상을떠났다. 신세 작

가를 표하던타하르벤젤룬도벌써 60 반이다. 가장 은작

가들이라고해도 50 . 그뒤를잇는 랑스어마그 작가는거

의없다고해도무방할정도다. 이사라짐은이미 견된것이며, 당

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마그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이 지역에

서 랑스어의지 는바 었다. 비록신문, 라디오, 텔 비 과같

은미디어의발달로 랑스어의사용이양 으로확 되는것처럼

보이지만, 국민국가건설을 해교육의아랍어화가진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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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아메드의이야기를계속해주기를부탁하고는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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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마그 랑스어작가는어디서자신의정체성을찾을수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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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어의문화 향력은 어들고있다. 그러면서자연스럽게

랑스어독자가감소하고있다. 여기에 랑스어작가들이마그

의 일반 을 하기보다는 랑스의 독자를 상으로 삼고, 

민족 사실주의 경향을 폄하하면서 극단 인 자아정체성의 탐구

와형식실험에경도되었던것도독자의감소에큰 향을미쳤다고

할 수 있다.16) 80년 작가들이 다시 통 인 서술방식으로 회귀

하고있지만, 그 다고사라지는것을늦출수는있어도막을수는

없다.17) 결국역사 으로, 그리고본질 으로사라짐을향해갈수

밖에 없는 마그 랑스어 문학은, 우리가  모래의 아이 를 통

해 보았듯이,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경

험에 한탐구이며, 그이야기는곧이야기의가능성과기원과본

질에 한 불안하고 끝없는, 허무하면서도 열정 인 모색 그 자체

로수렴되는경향에서벗어날수없어보인다. 그리고그정체성의

근본은 말해진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하

는행 그자체에있다고할수있다. 마치세헤라자드가끊임없이

이야기를할때만살아남을수있는운명에처한것처럼. 

16) Jacques Noiray, op.cit., pp. 157~159 참조.

17)이에 해서는 Sarra Gaillard, Le retour du récit dans les années 1980: oralité, 

jeu hypertextuel et expression de l’identité chez T. Ben Jelloun, R. Mimouni, F. 

Mellah, V. Khoury-Ghata et A. Cossery, Thèse de Doctorat de l’Université Paris- 

Nord, 1993 참조. 타하르벤젤룬도모래의아이와신성한밤을기 으로하여

쓰기의모험에서모험의 쓰기로다시되돌아왔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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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a quête de l’identité et le labyrinthe de l’histoire 

dans L’enfant de sable de Tahar Ben Jelloun 

CHUNG Ji-Yong

Le Maghreb est une région où se croisent les différentes cul 

tures. Au cours de la colonisation et de l’indépendance, les magh 

rébins ont connu la modernisation, qui remet en question leur 

identité traditionnelle. Dans cette crise d’identité, la question de 

langue prend la place la plus importante. Comme la plupart des 

écrivains francophones, Tahar Ben Jelloun a étudié à l’école fran 

çaise où il a appris non seulement le français mais aussi la culture 

française. Il n’est pas un écrivain bilingue mais ressent à l’in 

térieur de la langue française la différence de deux cultures, qui 

l’amène sans cesse à la question: Qui suis-je? Surtout, dans L’en 

fant de sable, à travers l’histoire d’Ahmed, née fille mais élevée 

comme un homme par son père, il ne montre pas simplement la 

violence de la société marocaine à l’égard des femmes, mais aussi 

la difficulté de retrouver le soi. Or, plus l’histoire se déroule, elle 

s’égare dans le labyrinthe. Il semble que c’est désormais l’histoire, 

non pas le personnage, qui recherche son identité. Chaque con 

teur raconte son histoire d’Ahméd selon son désir. Mais l’histoire 

ne disparaît pas dans le désert. Elle continue d’un conteur à l’au 

tre. Et le dernier conteur laisse la parole aux lecteurs. La litté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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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e maghrébine de l’expression française, née dans une situation 

historique, est destinée d’une certaine manière à sa disparition. 

Les plus jeunes écrivains sont déjà cinquantaines. Elle cherche sa 

raison d’être non pas par telles ou telles histoires racontées, mais 

par l’acte même de raconter, comme si Shéhérazade continuait de 

raconter pour survivre. 

주제어 : 마그 , 타하르 벤 젤룬, 모로코, 정체성, 쓰기

mots-clés : Maghreb, Tahar Ben Jelloun, Maroc, identité, écriture.

투고일 : 2007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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