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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랑스어권 카리 해, 그 에서도 특히 마르티니크를 심으로

1980년 부터본격화된크 올리테Créolité 문학운동은여러모로주

목할만한것이다. 그것은 1930년 에시작되어 1960년 까지 랑

스어권 카리 해와 아 리카의 흑인 세계를 지배한 네그리튀드를

계승하고 극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잘 알려진 로 일 이 흑인

세계에스스로의존엄성과가치를일깨운네그리튀드운동은 1959

년의제2차흑인작가 술가회의를기 으로정치 ,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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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를띠게되고, 에메세제르에의해 표되는카리 지역의

작가들은 상고르의 아 리카와 일정한 거리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1960년 부터에두아르 리상같은이들은네그리튀드의인

종주의 이고근본주의 인측면을지 하며, 그것이다양하고혼

종 인 카리 해의 복잡다단한 실을 설명하기에 지나치게 제한

이라는 을 비 한다. 앙티야니테Antillanité라는 이름으로 불리

게되는이러한경향은 1980년 에 어들면서크 올리테문학운

동으로계승된다. 다원주의에입각하여다양보편성diversalité이라는

새로운개념을내세우는이운동은탈식민주의 맥락에 련되는

동시에 탈근 논의와 맞물리며1)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창조하

겠다는거 한야심을내비치기도한다.

1989년장베르나베, 트릭샤무아조, 라 엘콩피앙은  크 올

리테찬양Éloge de la Créolité 을발표한다. 이짧은책은크 올리테문

학운동의지향과요청을정리한하나의선언문이다. 그런데크 올

리테가표방하는문학 로그램을소설로서잘보여주는작품이있

으니 트릭샤무아조가 1년앞선 1988년에발표한  솔리보마니피

크Solibo Magnifique 가바로그것이다. 뚜렷한의도를갖고쓴소설이

며그것을거의노골 으로표명하는이작품을  크 올리테찬양 

1) 트릭샤무아조와라 엘콩피앙은크 올리테문학운동이 “ 지와의 계를

구세계에속하는단일한뿌리의법칙이아닌리좀rhizome의법칙에따라수립한

다”고 말한다.(Patrick Chamoiseau, Raphaël Confiant, Lettres créoles, Gal 

limard, 1999, p. 253.) 모두가아는것처럼리좀은들뢰즈로부터오는것이다. 그

밖에도 샤무아조는 한 담에서 단일성에 연결된 ‘ 토 territoire’ 신 ‘장소 lieux’

의개념을내세운다. 물론이장소의개념은원래에두아르 리상의것이다.(“il 

faut penser au fait que nous sommes en train de construire non pas des 

territoires mais des lieux, des lieux multiculturels, multilingues, multiraciaux, 

avec différentes histoires qui s’entremêlent”, Maeve McCusker, “De la pro 

blématique du territoire à la problématique du lieu : un entretien avec Patrick 

Chamoiseau”, in The French Review, vol. 73, No 4, 2000, pp. 7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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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추어읽어보는 것은 작품에 한 문학 평가와는 별개로 흥

미로운작업이아닐수없다. 소설장르의특성상크 올리테의여

러층 와차원을총체 으로고찰할수있기때문이다.  솔리보마

니피크 에는크 올리테문학운동주창자들이크 올구 문학의

심에 놓는 크 올 이야기꾼이 등장한다. 우리는 이 크 올 이야

기꾼과그를둘러싼요소 상황들을검토할것이다. 그것은크

올리테에 한핵심 이고도본질 인성찰의기회를제공해주리

라기 한다. 구 통의문제는크 올리테문학운동에서 추

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마르티니크의 언

어 상황, 곧 크 올어에 해 알아보고, 이어서  크 올리테 찬

양 이원론 인입장에서제시하는구 통의복원문제, 그리고

이것이 쓰기와 어떤 계를 맺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살

펴보는게순서일듯싶다. 

본 론

1. 크 올어와 크 올 구  통

아 리카문학 문가인릴리안 스틀루에따르면,2)  크 올리

테찬양 은이미 진행되고있던문학 실천과 1975년에서 1980년

에이르는기간동안의크 올어로의회귀를확인하고승인한것으

로볼수있다.3) 이러한진단에서확인할수있는것은카리 지역

2) Lilyan Kesteloot, Histoire de la littérature négro-africaine, Karthala, 2001, p. 317.

3) ‘크 올어의옹호와선양’이가장세차게 제기되었던 것은 1970년 구아들루

에서이다. 농민노동조합운동과민족주의운동의맥락에서크 올어의사용

이 극권장되기에이르는데－특히노동조합모임, 정치회합, 술창조부문

에서－, 이시기를 표하는작가가바로소니뤼페르Sonny Rupaire (1941~199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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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크 올어가 갖는 요성이다. 카리 지역의 실을 “내재

시선vision intérieure”(EC 15)4)으로바라보며스스로의실존을 정하

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려는 데 요체를 두는 크 올리테

운동은 “ 술 인식”을통해 “진정한기억”의과거를복원하는것

(EC 36~38), 그리고 “ 성 가운데 용출하는 것l’irruption dans la 

modernité”(EC 41)을강조한다. 문학이 추 인자리를차지하는이

운동에서5) 특히 요하게떠오르는것은먼 크 올어의 상정

립이다. 

1-1. 크 올어의 옹호와 선양

1685년루이 14세의재상콜베르는 흔히 ‘코드 아르’로 불리는

｢ 랑스령아메리카제도의경찰에내리는왕의칙령｣을제정한다. 

흑인 노 를 인간이 아닌 동산으로규정하는 이 칙령은 백인 주인

이노 에게읽고쓰는법가르치는것을 지하고, 이는노 해방

이이루어지는 1848년까지6) 용된다. 결과 으로 150년이넘는기

간 동안 흑인 노 들은 그들 주인의 언어인 랑스어를 배우거나

사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해 백인 농장주

‘베 béké’와흑인노 모두에게는하나의 안이필요했고, 여기서

발생한것이바로크 올어이다.

다. (Lettres créoles, pp. 175~176.)

4) Jean Bernabé, Patrick Chamoiseau, Raphaël Confiant, Eloge de la Créolité, 

Gallimard, 1989에 한참조는본문에약자인 ‘EC’와쪽수만을표기한다.

5)다니엘막시맹은카리 지역의문학은역사 , 사회 실만을강조할것같

지만미학 측면이매우강하다는 을주목한다. (Daniel Maximin, «L’Iden 

tité de la littérature aux Antilles», in D. de Ruyter-Tognotti, M. van Strien- 

Chardonneau, Le Roman francophone actuel en Algérie et aux Antilles, Ams 

terdam-Atlanta, Rodopi B.V., 1998, p. 72.)

6) 랑스에서 노 제가 처음 폐지된 것은 1792년이다. 그러나 1802년 나폴 옹

이노 제를다시부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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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ettres créoles, pp. 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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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imard, 1989에 한참조는본문에약자인 ‘EC’와쪽수만을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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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미학 측면이매우강하다는 을주목한다. (Daniel Maximin, «L’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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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donneau, Le Roman francophone actuel en Algérie et aux Antilles, Ams 

terdam-Atlanta, Rodopi B.V., 1998, p. 72.)

6) 랑스에서 노 제가 처음 폐지된 것은 1792년이다. 그러나 1802년 나폴 옹

이노 제를다시부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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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criollo’에서, 더멀게는 ‘키우다, 교육하다’를뜻하는라

틴어 동사 ‘criare’에서 온 랑스어 ‘크 올créole’은 원래 아메리카

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러나 아메리카 인디언 같은 원주민은 아닌

백인을 가리켰으며, 이는 세 1492년 이래 아메리카에 이식된 모

든인종과동식물을가리키게된다.7) 다른한편크 올은카리 지

역에서사용되는 랑스어, 스페인어, 어, 네덜란드어, 지역의토

착어,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다양한 언어들이 혼합되어 형성된

혼종언어를가리키기도한다.8) 트릭샤무아조와라 엘콩피앙

에따르면, 랑스어권지역에서사용되는크 올어는 랑스인들

이세인트 크리스토퍼를 령한 1625년이래 랑스인과카리 인

의만남에서그기반이마련되고,9) 여기에아 리카를비롯한다양

한지평에서온요소들이덧붙여짐으로써형성된다. 그리고이러한

크 올어는노 해방이이루어지는 1848년까지카리 지역흑인

들의언어로자리잡는다.

노 해방은마르티니크의언어 풍경에커다란변화를야기한

다. 그때까지백인농장주, 식민지 리, 선교사등에게제한되어있

던 랑스어는 그것을 배울 권리를얻게 된유색 인종들에게 성공

과신분상승의상징으로떠오른다. 재빨리지배계 으로자리잡

은뮬라토들을필두로모두가앞다투어 랑스어를배우기에매진

하고, 이러한 상은 20세기 반까지계속된다.10) 그리고이와함

께 150여년동안카리 지역의주된의사소통수단으로기능하던

크 올어의 통은단 된다.

이러한상황에맞서크 올리테문학운동주창자들은노 해방

7) Eloge de la Créolité, p. 26의주 12.

8) Le Petit Robert 1.

9) Lettres créoles, p. 25.

10) Lettres créoles, pp.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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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계속되어온 랑스화 francisation에 해문제를제기하면서크

올어의 극 인 활용에서 진정성과 생산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문화의가능성을찾는다. 조 길긴하지만  크 올리테찬양 에서

발췌한다음의언명을주의깊게읽어볼필요가있다.

Notre première richesse, à nous écrivains créoles, est de pos 

séder plusieurs langues : le créole, français, anglais, portugais, 

espagnol, etc. Il s’agit maintenant d’accepter ce bilinguisme poten 

tiel et de sortir des usages contraints que nous en avons. De ce 

terreau, faire lever sa parole. De ces langues bâtir notre langage. Le 

créole, notre langue première à nous Antillais, Guyanais, Mas 

carins, est le véhicule originel de notre moi profond, de notre 

inconscient collectif, de notre génie populaire, cette langue de 

meure la rivière de notre créolité alluviale. Avec elle nous rêvons. 

Avec elle nous résistons et nous accptons. Elle est nos pleurs, nos 

cris, nos exaltations. Elle irrigue chacun de nos gestes. Son étiole 

ment n’a pas été une seule ruine linguistique, la seule chute d’une 

branche, mais le carême total d’un feuillage, l’agenouillement 

d’une cathédrale. L’absence de considération pour la langue créole 

n’a pas été un simple silence de bouche mais une amputation 

culturelle. Les conteurs créoles aujourd’hui disparus l’auraient dit 

mieux que nous. (...) Les instituteurs de la grande époque de la 

francisation ont été les négriers de notre élan artistique. Si bien 

qu’aujourd’hui, ce serait stérilisation que de ne pas réinvestir cette 

langue. Son usage est l’une des voies de la plongée en notre 

créolité.(EC 43~44)

우리 크 올 작가들에게 으뜸가는 부는 몇 개의 언어, 곧 랑스

어, 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이 혼합된 크 올어를 갖고 있다

는 이다. 이제 요한 것은 이러한 잠재 인 이 언어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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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고, 그것의강제 인사용으로부터벗어나는일이다. 이부

식토로부터말이솟아오르게하는일이다. 이언어들로우리의언어

를축조하는일이다. 우리들앤틸리즈인, 기아나인, 마스카 인에게

첫번째 언어인 크 올어는 우리의깊은 자아, 우리의 집단 무의식, 

우리의민 감의본원 달수단이다. 그것은우리크 올리

테의충 토를실어나르는강으로남아있다. 그것과더불어우리는

꿈꾼다. 그것과더불어우리는 항하고우리는받아들인다. 그것은

우리의 물이고외침이고고양이다. 그것은우리몸짓들각각에물

을 다. 그것의쇠퇴는 언어 폐허일뿐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의

추락일뿐아니라, 온나뭇잎의 인빈 이요 성당의무릎꿇기

다. 크 올어에 한고려의부재는단순한입의침묵이아니라문

화 사지 단이었다. 오늘날에는 사라진 크 올 이야기꾼들은 우

리보다그것을더잘말할수있었으리라. (...) 랑스화시기의교사

들은우리의 술 도약의노 상인들이었다. 따라서오늘날이언

어를 되살리지않음은황폐화이다. 그것의사용은우리의크 올리

테속으로들어가는길가운데하나이다.

 

랑스어나 어같은지배언어가아니라이질 인여러언어가

뒤섞인 혼종 언어 혹은 간언어를11) 모어로 갖고 있다는 사실은

자칫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이는 1848년의 노 제

폐지이후 랑스화의시기동안카리 지역에서폭넓게통용되었

던생각이다. 한가정의 “어머니는 랑스어의습득을용이하게하

기 해 아이의 목구멍에서 크 올어를 억압했다.”(EC 43) 그런데

11)  크 올리테찬양 의 자들이 크 올어를 가리키기 해 사용하며(EC 48), 

‘interlangue’ 혹은 ‘interlecte’로표기되는이개념은원래언어교육분야에서생

겨난 개념으로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서 찰되는 모어, 먼 배운 외국

어, 목표 언어의 혼합 상을 지칭한다. 장 마르크 무라는 이 개념을 활용하여

카리 지역의 문학 언어 상황을 고찰한다. (Jean-Marc Moura, Littératures 

francophones et théorie postcoloniale, PUF, 1999, pp. 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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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기서 과거 시제는 정확하지 않다. 1988년에 발표되었으며

1970~80년 에이야기를 치시키고 있는12)  솔리보마니피크 는

“학교에서크 올어로가르칠것을탄원하면서도아이들이자신에

게그것을사용하면 경실색하는” 수사반장에바리스트필롱을보

여 다.13) 다른인물필 몬부아페스는사람들을긴장시키거나

제압하기 해 랑스어를 사용한다. “ 랑스어는 그들의 머리를

마비시키고, 그들의 교활함을 정지시키는지라, 그들은 포석 를

걷는 럼주에 취한 사람들처럼 미끄러지는 것이다.”14) 이러한 사례

는카리 지역의언어생활을지배하며수치와거북함의원인이되

는 이 성을 잘 보여 다.15) 그러나 치욕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언어, 그런 만큼 극복하거나 회피해야 하는 상으로 간주되는 언

어인크 올어를크 올리테는오히려기꺼이수 하며거기서새

로운표 의보고寶庫를보고자한다. 지 까지불리함의주된요소

로 여겨지던 혼종성은 이제 풍요의 토 로 인정되고, 크 올어는

“앤틸리즈인, 기아나인, 마스카 인에게첫번째언어”로부상한다. 

크 올어를 극 으로 수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깊은 자아, 

우리의집단무의식, 우리의민 감의본원 달수단”인만

큼 이는 결코 스럽지 않은 고통스러운 과거를있는 그 로 직

시하고, 그것을 통해 문화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크 올리테 주창자들에게 크 올어는 “충 토”와 같은 역사와

12)주인공 솔리보 마니피크는 1920년 에 태어났다.(166) 이야기는그의 죽음을

둘러싸고진행되는데, 죽을때그는약 50세이다.(18) 따라서이야기는 1970년

나 1980년 에 치한다.

13) Patrick Chamoiseau, Solibo Magnifique, Gallimard, coll. «folio», 1988, p. 118. 

앞으로이책에 해서는 호안에쪽수만을표기한다.

14) “Le français engourdit leur tête, grippe leur vicerie, et ils dérapent comme 

des rhumiers sur les dalles du pavé”(105).

15) “il (...) vit comme nous tous à deux vitesses, sans trop savoir s’il faut freiner 

dans le morne ou accélérer dans la descente”(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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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고, 그것의강제 인사용으로부터벗어나는일이다. 이부

식토로부터말이솟아오르게하는일이다. 이언어들로우리의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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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어나 어같은지배언어가아니라이질 인여러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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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기서 과거 시제는 정확하지 않다. 1988년에 발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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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그런 만큼 극복하거나 회피해야 하는 상으로 간주되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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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이는 결코 스럽지 않은 고통스러운 과거를있는 그 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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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싸고진행되는데, 죽을때그는약 50세이다.(18) 따라서이야기는 1970년

나 1980년 에 치한다.

13) Patrick Chamoiseau, Solibo Magnifique, Gallimard, coll. «folio», 1988, p. 118. 

앞으로이책에 해서는 호안에쪽수만을표기한다.

14) “Le français engourdit leur tête, grippe leur vicerie, et ils dérapent comme 

des rhumiers sur les dalles du pavé”(105).

15) “il (...) vit comme nous tous à deux vitesses, sans trop savoir s’il faut freiner 

dans le morne ou accélérer dans la descente”(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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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탐색하는수단인동시에 “ 술 도약”과새로운문화창조의

매개로떠오른다.

크 올어의수 은그안에배타 으로갇히기보다다른언어에

한 개방으로 이어진다. 크 올리테는 단일언어주의나 상호독립

성을바탕으로한다언어주의를택하는 신에카리 지역에서통

용되는 모든 언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 게 받아들인

언어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균형이다.16) 

다시말해여러언어사이의생산 공존을지향한다. 이러한정신

에입각하여크 올리테는 “세계의모든언어”에 한욕구를감추

지않으며여러언어사이의유희를지향한다. 간단히말해그것의

역은랑그가아니라랑가주이다.(EC 48)

하지만 정연한 체계와 규범보다 개방성과 혼종성을 우선시하는

이러한태도는양날의칼과같은것이다. 그것은의도된것이고탈

근 논의와 맞물리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목소리와 반향을 얻고

있는게사실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이수반할수있는부

정 인 측면, 컨 의사소통의 어려움 같은 문제 한 생각해야

한다.

1-2. 구 의 복원

크 올어의옹호 선양과함께크 올리테주창자들이강조하

는 것은 구 통을 복원하고 이를 쓰기와 통합하는 문제이다. 

16) “la richesse finalement, notre chance, était d’avoir ces deux espaces-là, à 

condition bien sûr de les équilibrer, et de jouer avec eux de manière équi 

valente et non pas disparaître dans la langue dominante ou à l’inverse dans 

les structures de la langue dominée, au prétexte qu’elle serait dominée elle 

devrait être idolatrée.”, Patrick Chamoiseau, “Devenir des fondateurs...”, Ent 

retien, in Les Périphériques vous parlent, 2000 (http://www.lesperipheriques.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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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크 올어를기반으로한크 올문학의핵심이구 통에

있음을진단한다.

Notre culture créole s’est forgée dans le système des plantations, 

à travers une dynamique questionnante d’acceptations et de refus, 

de démissions et d’assomptions. Véritable galaxie en formation 

autour de la langue créole comme noyau, la Créolité connaît 

aujourd’hui encore un mode privilégié : l’oralité. Pourvoyeuse de 

contes, proverbes, «titim», comptines, chansons..., etc., l’oralité est 

notre intelligence, elle est notre lecture de ce monde, le tâton 

nement, aveugle encore, de notre complexité. L’oralité créole, 

même contrariée dans son expression esthétique, recèle un sys 

tème de contre-valeurs, une contre-culture ; elle porte témoignage 

du génie ordinaire appliqué à la résistance, dévoué à la survie. 

Après l’effondrement du système des plantations (crises sucrières, 

abolitions de l’esclavage..., etc.), après les destructurations, restruc 

turations, conversions et reconversions de toutes sortes qui en ont 

découlé (assimilation, départementalisation) cette force orale s’est 

retrouvée tournant à vide, inutile à la promotion sociale, à l’exis 

tence citoyenne. Seule la Francité (adoption conjointe de la langue 

française et de ses valeurs) nommait l’Homme, dans une société en 

pleine dérive identitaire. L’oralité alors commença son enlisement 

dans notre inconscient collectif (comme en une souterraine trans 

humance) mais laissant ça et là émerger à l’air libre les fragmants 

épars de son relief discontinué.(EC 33~34)

우리크 올문화는 랜테이션시스템속에서 정과거부, 회피

와수 의문제 역할을통해형성되었다. 크 올어를핵심으로그

둘 에 진짜 은하수처럼 형성된 크 올리테는 오늘날에도 여 히

특권 인방식을갖고있으니그것은구 이다. 콩트, 속단, 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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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노래, 가요…… 등을공 하는구 은우리의지성이다. 그것은이

세계에 한우리의독서이고, 우리의복합성에 한아직은맹목

인암 모색이다. 크 올구 은 비록미학 표 에서는지체되었

지만반反 가치의시스템과반反 문화를감추고있다. 그것은 항하

고살아남기 해 력투구하는 평범한 감을증거한다. 랜테이

션시스템의붕괴(사탕수수산업 기, 노 제폐지…… 등) 이후에, 그

리고그로말미암은온갖종류의해체, 재구성, 환, 재 환(동화, 도

道 편입) 이후에, 구 의 힘은 사회 상승과 시민 삶에 불필요한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말았다. 오로지 랑스 인 것( 랑스어와 그

가치를 함께 채택하기)만이, 정체성이 표류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이

름을부여했다. 그리하여구 은우리의집단무의식속으로빠져들

어갔다.(마치 지하로의 양떼 이동처럼) 그러나 불연속 인 붕괴들의

흩어진조각들을여기 기허공에드러내놓으면서말이다.

크 올리테주창자들은크 올문학의기원을 랜테이션, 특히

랑스어권 카리 해 지역의 경우 비교 규모가 작은, 따라서 백

인농장주와흑인노 사이의물리 거리가가깝고, 그런만큼양

측의 삶과문화가 충돌하고 섞이기에 용이한 ‘아비타시옹habitation’

에 치시킨다.18) 아비타시옹을배경으로한흑인노 들의문학은

랑스어를 사용할 수 없었던 만큼의당 구 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그들은 이러한 구 문학이 “우리의지성”이고 “이

세계에 한 우리의 독서이고, 우리의 복합성에 한 아직은 맹목

인 암 모색”이었다고 본다. 문제는 가뜩이나 기록과 보존이 어

려운구 통이노 제폐지 그에따른 랑스화의열기로인

17)크 올 속담을 가리키며 카리 해에서 사용되는 말. 인도양에서는 ‘siran 

dane’라고 부른다. 라 엘 콩피앙이 Dictionnaire des titims et sirandanes (1998, 

Ibis rouge)를펴낸바있다. 

18) Lettres créoles,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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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단 되고 실종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카리

지역의 흑인들은 스스로의 실존을 성찰하는 데 바탕이 되어

문화 거와정체성을모색하기가난망해짐은물론새로운창조

한기 하기가어려워졌다는사실이다.  크 올리테찬양  자

들의기본 제는, 유럽을비롯한다른지역의문학은구 통과

쓰기 통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EC 35) 따라서

그들은단 된구 통을되살리는한편그것을 의 쓰기에

통합해야한다고생각한다. 

Nous pourrons à travers le mariage de nos sens aiguisés pro 

céder à l’insémination de la parole créole dans l’écrit neuf. Bref, 

nous fabriquerons une littérature qui en déroge en rien aux exigences 

modernes de l’écrit tout en s’enracinant dans les configurations 

traditionnelles de notre oralité.(EC 36)

우리는날카로워진감각의결혼을통해크 올 롤을새로운

쓰기에 수정受精시킬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구 의 통 인

지형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쓰기의 요청에 조 도 배되

지않는문학을우리는만들것이다. 

 

구 의 도를 쓰기의 힘과통합하는것(EC 45)은크

올어의활용을구체화하는동시에그것에문화 틀을제공하는의

미를 갖는다. 사실 새로운 문화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언어의

옹호와 선양은 부질없는 노력일 것이다. 다른 한편 크 올어에

한 심이 역사 으로 크 올리테 문학운동보다 앞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구 과 쓰기의 통합은 크 올리테의 문학 실천에서

가장 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된다.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문학이

가능 해주기때문이다. 앞서인용한구 은 “크 올구 은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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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 표 에서는 지체되었지만 반反 가치의 시스템과 반反 문화

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확인은 크 올리테의

문학 실천이어떠한방향으로나아갈지를짐작하게해 다. 크

올문학은구 통으로부터스스로의과거를복원하며문화정체

성을구축하는것외에그것이품고있는 “반가치”와 “반문화”, 곧

노 제로표출된기존질서에 한반항과문제제기의정신에주목

할것이다. 우리시 에이것들이 요한이유는그것이근 성자

체를극복하는지렛 역할을해 수있기때문이다. 결국구 과

쓰기의통합이지향하는바는미학 성을갖춘탈근 문

학이라고할수있겠다.

2.  솔리보 마니피크 와 크 올 이야기꾼

2-1. 작품의 구조

 솔리보마니피크 의이야기는 19…년마르티니크의수도포르 

드 랑스를배경으로한다. 카니발이한창이던 2월 2일새벽, 사반

느 장타마린드나무아래모여든사람들에게이야기를들려주던

크 올 이야기꾼 솔리보 마니피크가 “ 타트사!”를19) 발음하다가

말에목이막 질식하여죽는다. “ 타트사!”에 “ 타트시!”로장단

을맞추었던청 가운데한사람인두두 메나르가사고를 경찰서

에 알린다. 필 몬 부아페스가, 이어서 에바리스트 필롱이 지휘하

는 경찰이 장을 통제하게 되는데, 솔리보의 죽음이 타살일 수도

있다고생각한경찰은그곳에남아있던사람들에게 의를품고그

들을억류한다. 경찰의수사는우선 장에서, 그리고이어서경찰

서에서 계속되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한다. 하지만 그 과

19) ‘patat’sa’는 크 올어로 고구마나 여성의 성기를 가리킨다.(Delphine Perret, 

“La Parole du conteur créole : Solibo Magnifique de Patrick Chamoiseau”, in 

The French Review, vol. 67, No 5, 1994, p.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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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폭력이행사되고두두 메나르와콩고가죽는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다. 결국 솔리보의 시체에 해 부검까지 실시한 이후

에사람들은마침내 의를벗고축제의장으로되돌아간다.

소설은독특한구조를취하고있다. 4개의장章으로이루어진 ＜말

Parole＞ 앞에 ＜말 이 －불행의 기술L’écrit du malheur＞이 있고, 뒤에

＜말이후－기억의기술L’écrit du souvenir＞이있다. ＜말＞의각장표지

에는번호가붙어있고그아래로청 의부름,20) 불과몇단어에의

한 거리요약, 그리고 호안에제목으로불리어마땅한물음과

답이배치되어있다. 그것은각각 “ 구를 해울것인가? 솔리

보를 해”, “ 구를 해울것인가? 샤를로를 해”, “ 구를애도

할것인가? 두두 메나르”, “애도해야하는가? 콩고”이다. 울어주거

나애도해야하는인물들은각장에서주된 치를차지한다. 호

안의말 한 거리의요약인셈이다.

소설은이 게복잡한모양을하고있지만자세히들여다보면모

든 것은 결국 솔리보를 심으로 사뭇 치 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을확인할수있다. ＜말이 ＞을구성하는경찰의조서가이야기의

핵심인솔리보의죽음을건조하게기술한다면, ＜말이후＞를구성하

는솔리보의죽기 마지막이야기의기록은크 올이야기꾼으로

서의솔리보의존재를증거한다. ＜말＞의첫번째장은 호가말해

주듯 솔리보에 해이야기한다. 흥미로운것은샤무아조가화자  

인물로서자신과의 계를통해포착된솔리보에 해이야기한다

는 이다. 이어지는장들 한주목의 상이되는인물은매번바

지만, 이는 재타마린드나무아래죽어 워있는솔리보와그

를둘러싼상황, 그리고과거의솔리보를보다다양한 에서

근하게할뿐이다. 한가지주목할것은 호에묶여마치제사題詞

처럼 페이지 오른쪽에 치우쳐 배치되어 있는 솔리보의 말이 소설

20) 1. Mes Amis! 2. Mes amis, ho! 3. Mes amis, a-a! 4. Mes amis, d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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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간에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구 과 쓰기의

계에 해솔리보가했던말들인데, 쓰기가결코따라갈수없

는말의힘을강조한다는 에서작품을솔리보를 심으로수렴하

는데다시한번기여한다고말할수있다. 솔리보의이말들은 1장

세번, 2장두번, 3장한번하는식으로뒤로갈수록빈도가낮아지

다가 4장에는아 나오지않는다. 이는작품에서세월이흘러갈수

록 이야기가 어든, 결국에는 쓰기에 려 사라져갈 수밖

에없었던구 통과솔리보의운명을형태 차원에서모방한다

고말할수있을것이다.  솔리보마니피크 는복잡하다못해바흐

친의말그 로다성 이고카니발 인구조를보여주지만21) 그러

한구조는비록하향곡선을그리되작품내내 함을잃지않는22) 

솔리보의존재에의해 류된다.

2-2. 크 올 이야기꾼

솔리보는 크 올 이야기꾼이다. “그는 어떤 민속이나 문화 활동

에 한법령에의해서가아니라단어에 한취향, 쉼표없는담화

에 한취향에의해포르 드 랑스에서탁월한이야기의 가가

되었다.”(26) 솔리보라는 망 인 이름에 마니피크라는 명 로운

이름이 추가된 것도 바로 그가 크 올 이야기꾼인 덕분이다. 그에

게이시들지않는월계 을 워 이는어떤늙은이야기꾼이다.

(79)

21)  솔리보 마니피크 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그들의 말을 통해 서술을 하며 이

말 서술들은종종화자의말과겹쳐진다. 그리고작가이자화자 인물인샤무아

조는 3인칭으로등장하기도한다.(169) 같은맥락에서강조해야할것은이러한

화자 인물이주인공인솔리보와다양한층 에서 화 계를맺는다는사실이

다. 릴리안 스틀루는크 올리테문학의네가지방식가운데하나로서 “바로

크 이고카니발 인 쓰기의해방”을든다. (Lilyan Kesteloot, Ibid., p. 317.)

22) ‘솔리보’의뜻은 ‘추락’이다 (76). ‘추락’과 ‘멋진’을짝지운주인공의이름이매

우의미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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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 한 것처럼, 크 올어와 크 올 문학이 생겨난 것은 사

탕수수를재배하여설탕을만들던아비타시옹이고, 그런상황에서

문학 생산과 소비를 주도했던 존재가 바로 크 올 이야기꾼이다. 

“들 과제당공장한가운데에서식민주의질서에 한항의를담보

하며 자기 술을 마스크로서, 그리고 교육으로서 활용”했던23) 크

올 이야기꾼은 카리 지역에서 “세계에 한 집단 독서의수

합자, 개자, 달자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자”로24) 규정된다. 

트릭샤무아조와라 엘콩피앙에따르면, 이러한크 올이야기

꾼은네가지기능을갖는다. 첫째, 그는집단 상상력의 표자로

서말없는집단에게목소리를부여한다. 둘째, 그는집단에 련된

갖가지 층 의 기억을 보존한다. 셋째, 그는 아비타시옹에 소속된

노 들에게 오락을 제공한다. 넷째, 그는 노 들의 반항을 언어화

한다.25)

남의 땅에서 숯을 구워 팔아생계를 유지하며 산업사회의

언 리와틈새를떠도는못배우고남루한존재인솔리보는그러나

크 올이야기꾼의네가지기능을모두수행한다. 먼 그는무엇

보다말을하는존재로나타난다.

Il parlait, voilà. Sur le marché aux poissons où il connaissait tout 

le monde, il parlait à chaque pas, il parlait à chacun, à chaque 

panier et sur chaque poisson. S’il y rencontrait une commère folle à 

la langue, disponible et inutile, manman! quelle rafale de blabla...

(26~27)

23) Lettres créoles, p. 43.

24) Lettres créoles, p. 73.

25) Lettres créoles, pp. 80~82. 크 올 이야기꾼에 해서는 송진석, ｢크 올리테

혹은불어권서인도제도의문화정체성｣, in  불어불문학연구 , 56집, 2003, pp.

972~ 973에서그설명을읽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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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말을했다. 그 다. 모두를아는생선시장에서그는매발자

국마다 말을 했고, 매번 만나는 사람과바구니에게, 그리고매번보

는생선에 해말을했다. 만약그가시간많고하릴없는, 수다스런

아낙네라도만나면, 엄마야! 얼마나 단한수다의돌풍이……

그는하루하루살아가기에바쁜, 그래서말을잃은포르 드 랑

스의 민 들 사이로 다니며 도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쉼 없이 말

을한다. 그가말을하는장소는각종시장을비롯하여당구장, 성당

마당, 스타디움, 회 목마, 축제 그리고 펀치를 마시는 카페 등, 실

로다양하다. 그는어떤거창한무 나형식을찾기보다일상속에

서자연스러운방식으로말을하는이야기꾼으로나타난다. 과거의

이야기꾼이아비타시옹의소외되고비참한상황속에서말을했다

면, 솔리보는 삶의일상 맥락속에서말을한다. 둘은서로

다르면서도같다.

과거의크 올이야기꾼처럼솔리보 한집단의과거를기억하

는존재로나타난다. 소설뒤에붙인솔리보의마지막이야기는말

을타고양산을쓴베 와땅에서일하는콩고출신흑인이등장하

는사탕수수아비타시옹의장면에서부터시작한다.(233) 이 목은

요한의미를갖는다. 그것은첫째, 솔리보가노 제의과거를생

생하게 기억한다는 이고, 둘째, 반항 인 방식으로 근된26) 그

26) 컨 이야기의 모두에서부터 반항 어조는 분명히 나타난다. “신사 숙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좋은 녁이라고 인사한다면 그것은 낮이 아니기 때문이

고, 만약에제가좋은밤이라고인사하지않는다면그것은오늘 녁어둠이운

수나쁜토요일만난돼지의비계처럼흰색일것이고, 사탕수수밭한가운데

에서 양산을 받쳐든 해 없는베 보다 더 흰색일 것이기 때문일까요, 에 크리

이?Messieurs et dames si je dis bonsoir c’est parce qu’il ne fait pas jour et si je dis pas bonne nuit c’est 

auquel-que la nuit sera blanche ce soir comme un cochon-planche dans son mauvais samedi et plus 

blanche même qu’un béké sans soleil sous son parapluie de promenade au mitan d’une pièce-cannes é 

krii?”(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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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이야기의출발 인동시에참조 상으로기능한다는 이

다. 피에르필로멘느솔 유가수사반장에바리스트필롱에게하는

말은솔리보의이야기의그러한면모를잘보여 다.

As-tu déjà interrogé la forme de ton nez, tes jambes trop lon 

gues? ton propre nom? Qu’as-tu déjà demandé à ce nom : Pilon? 

Sais-tu s’il te porte la souvenance d’un aïeul nègre-marron à qui 

l’on aurait fendu le fil du pied? Et si le bobo s’était infecté et qu’on 

lui avait coupé la jambe? Et si les nègres de l’habitation l’avaient 

alors crié Ti-Pilon! Ti-Pilon! à cause d’un bois courbaril qu’il aurait 

fixé à son moignon? Ça fait sauter ton coeur, hein? Eh bien, j’ai 

appris cela de Solibo : apprendre à questionner, plus de certitudes 

ou d’évidences, mais la question, toute la question.(185)

당신은당신 코의모양에 해, 무긴다리에 해생각해보았

어? 당신 이름에 해? 필롱이란 그 이름에 해 무얼 물어보았지? 

그것이혹시발목의힘 이끊긴탈주노 조상의기억을간직하고

있는지 알아? 상처가감염되었고, 그의 다리를 단했는지? 그리하

여아비타시옹의흑인들이잘린다리의남은부분에붙인옻나무때

문에티필롱! 티필롱! 하고불 는지말이야? 어때, 가슴이미어질것

같지? 나는이걸솔리보에게서배웠어. 질문하는법을말이야. 더이

상확실함이나자명함이문제가아니고질문, 일체의질문이문제이

지.

 

솔리보는말로써사람들에게오락을제공한다. 우선모든이야기

는 일정한 오락의 기능을 갖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도솔리보의마지막이야기의기술이보여주는다채롭고화려한말

의 유희 이미지의 활용이오락 요청에부응한다는 은 명백

해보인다. 그러나그에앞서솔리보는존재자체가오락으로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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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말을했다. 그 다. 모두를아는생선시장에서그는매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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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가이야기의출발 인동시에참조 상으로기능한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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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é à son moignon? Ça fait sauter ton coeur, hein? Eh bien, j’ai 

appris cela de Solibo : apprendre à questionner, plus de cer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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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된다.

Pour nous, Solibo Magnifique c’était ça. Une lumière d’horizon 

qui souffle Tjenbé rèd! Tjenbé rèd! et qui t’aide à survivre par le 

simple fait d’être là.(188)

우리에게솔리보마니피크는바로그거야. 티엔베 드! 티엔베

드! 하고 불며, 단지 거기에 있다는사실만으로당신이 살아남게도

와주는수평선의빛.

작품에서살해 의를받고경찰버스에억류된사람들은멀 감

치죽어 워있는솔리보를바라보면서번갈아말을한다. 이는각

자에게생 의솔리보를증언하는기회를부여하는데, 여기서사람

들이솔리보를기억하는것은무엇보다 재의비탄의상태에빠진

스스로를 로하기 해서이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솔리보를 신하여 이야기를하는 것처럼 여

겨진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크 올 이야기꾼을 흉내 내거나 그와

교 하고있는것이다.

과거의크 올이야기꾼은노 들의반항을언어화했다. 그 다

면이에상응하는솔리보의기능은무엇일까? 노 들의반항은본

질 인 차원에서 보자면 상황에 한 응의 의미를 갖는다. 솔리

보의이야기는지 여기의상황과실존에 한냉철하고 정 인

인식에바탕을둔다. 그것은결국 실에 한반항을언어화한것

이라고할수있다. 솔리보의이야기에귀기울이기를좋아하던티

칼은증언한다.

En fait, il était mieux inscrit que nous tous dans la vie d’ici, il ne 

poursuivait visiblement aucun mirage, ne se détournait pas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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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même, mais explorait à fond ce que nous sommes avec un 

regard de grand touriste, ou d’éternel enfant.(190)

사실 그는 우리 모두보다 여기의 삶에 더 잘 아로새겨져 있었어. 

그는확실히아무런신기루도좇지않았고, 스스로를도외시하지않

았지. 그는 한 객 는 원한아이의시선으로우리의존재

를철 하게탐색했어.  

소설은솔리보가, 카리 지역에서마캉달27)에의해표상되며반

항을 상징하는 탈주 노 의 정신 후 임을 이 강조한다. 솔

리보는 “이제는 사라진 통 밤샘모임에서가 아니라 옛 의흑

인들, 새로운탈주노 들, 주인없는흑인들, 고분고분하지않고제

멋 로인, 버려진 흑인들의 은신처에서 말을 하며 몸짓의 리듬에

맞추어좌 을매료시켰다”(42~43)고화자는말한다. 솔리보는불우

한 환경 때문에 숲에서 본의 아닌 탈주marronage를 하며 성장했

다.(78) 이러한경험을통해강한정신과성숙함을갖춘그는 에

노 사냥꾼과베 들이 사라고부르던탈주노 의족속에속한

다.(196) 필롱과부아페스의조사는이러한솔리보의반항을부각시

킬 뿐이다. 그것은 군가 솔리보를 독살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심축으로하여진행되는데, 목에서뽑아낸독약의모티 는마을

의우물에독을푸는마캉달과그의반항을상기시키는것이다. 경

찰자체가과거에아비타시옹에서흑인노 들을감시하던여러존

재들과 결부되거니와(83) 특히 부아페스는 농장감독commandeur 노

릇을했을인물로제시된다.(58) 결국여러인물들의증언과다양한

서술장치들에의해강조되는것은 의크 올이야기꾼솔리보

가탈주노 의반항정신을계승한힘의인간이라는사실이다.

27)실존했던탈주노 마캉달에 해서는심재 , ｢‘경이 리얼리즘’에서 ‘ 계

의시학’까지｣, in  라틴아메리카연구 , 18집 1권, 2005, p. 342에서자세한설명

을읽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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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로하기 해서이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이제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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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하고있는것이다.

과거의크 올이야기꾼은노 들의반항을언어화했다. 그 다

면이에상응하는솔리보의기능은무엇일까? 노 들의반항은본

질 인 차원에서 보자면 상황에 한 응의 의미를 갖는다. 솔리

보의이야기는지 여기의상황과실존에 한냉철하고 정 인

인식에바탕을둔다. 그것은결국 실에 한반항을언어화한것

이라고할수있다. 솔리보의이야기에귀기울이기를좋아하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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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même, mais explorait à fond ce que nous sommes avec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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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6) 필롱과부아페스의조사는이러한솔리보의반항을부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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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실존했던탈주노 마캉달에 해서는심재 , ｢‘경이 리얼리즘’에서 ‘ 계

의시학’까지｣, in  라틴아메리카연구 , 18집 1권, 2005, p. 342에서자세한설명

을읽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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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 commencé à percevoir sa force. Sa voix vibrait dans son 

front, dans ses joues, habitait ses yeux, sa poitrine et son ventre : 

une Force.(81)

나는그의힘을감지하기시작했어. 그의목소리는그의이마안에

서, 뺨안에서울리고, 그의 , 가슴, 배에서살아숨쉬었지.

Même derrière ses sacs, son vieux panama et son linge crasseux, 

il était présent avec force(...)(181)

비록그의자루들과낡은 나마모자, 그리고더러운속옷뒤에서

일망정그는힘차게있었어.

이 듯노 제가폐지된 의도시를무 로활동하지만솔리

보는 과거 크 올 이야기꾼의 주된 기능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즉

상황과 실에 응된방식으로수행해낸다고말할수있다. 그

다면 이러한 이야기꾼을 등장시키는 것은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

는가? 이물음에 한 답은, 소설이보여주는솔리보의죽음에

한매우특별한형태의밤샘을고찰함으로써얻어질수있다.

2-3. 종료되는 시

힘의인간으로서 의일상과 실에그 구보다도잘 응했

지만 크 올 이야기꾼은 쓰기에 려 무 뒤로 사라져야 하는

존재이다. 소설의두 축을이루는이야기꾼 솔리보와 ‘말의 기록자

marqueur de paroles’ 샤무아조의 계는 비록가르침을 주는자와그

것을기꺼이수용하는자사이의우호 이고정감어린우정을보여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의 엄연한 변화 때문에 둘은 결코

양립할수없는존재이다. 하나가다른하나를 체하는배타

립 계인 것이다. 극 인 선의에도 불구하고 쓰기가 구 을

있는형태그 로수용하는것은불가능하다. “구 을 로쓰는것

크 올리테와 이야기꾼 95

은배반에불과하기” 때문이다.(225)

솔리보가 죽는 것은 그의 시 가 끝났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소

설은그 계를명확히주제화한다. “입을통한기억과에두른말의

항으로특징지어지는그의시 로부터, 살아남기는 로 어져

야하는시 로의 이는그를갉아먹었다.”(222~223) 나아가그것은

그의죽음의직 인원인이된다.

Quand on sait que de son temps il étoilait chaque nuit de 

paroles, en brisait les journées, et que là, sans audience durant des 

lunes et des pleines lunes, des matin midi et soir, au long de tous 

calendriers, on imagine et on comprend : un flot de verbe devait 

lui torturer le ventre, lui vibrionner la poitrine, guetter ce terrible 

moment du carnaval où un cyclone lui jaillit de la gorge－dévas 

tateur.(224)

한창때그는 말로각각의밤에 이가게하고낮들을깨뜨렸다. 

그러나이제는달과보름달이바 는동안, 일년내내아침, 심, 

녁으로 청 이라곤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 말의물결이그의복부를고문하고그의가슴을서성이다가모

든것을 휩쓸어가는－사이클론이목구멍에서솟아오르는카니발의

그끔 한순간을노리고있었음에틀림없다.

에는인기있는식품이었으나이제는별로찾는사람이없는

마니옥manioc처럼(203~204), 바야흐로사라져가는 이야기의시 를

변하던솔리보는카니발의한 간에그를덮친말의사이클론에

의해장렬하게무 를떠난다. 말그 로그는 “종료되는세계의진

동la vibration d’un monde finissant”(227)을구 한다.

소설은종료되는세계의 표 인 통가운데하나로서밤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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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시킨다. 이제는 사라진 그것을 솔리보는 한 노 를 해 베풀

었고, 피에 르la Fièvre라는인물이그것을회상한다.

Il faut dire qu’à cette époque, les veillées n’existaient déjà plus 

que dans la mémoire des enragés de tradition. Solibo ne pleurait 

pas la tradition, mais Man Gnam était du monde de la parole et 

des veillées, et elle avait natté tellement de tristesses ces temps-ci 

que nul, l’aimant, n’aurait pu accepter son départ en l’autre bord 

avec seulement une attestation du médecin, un permis de la 

mairie, une goutte d’huile sacrée, et puis une descente au cimetière 

sans même une procession dans les rues du pays.(156)

그시기에밤샘은이미 통에열심인사람의기억속에서만존재

했다는 을 말해야겠다. 솔리보는 통을안타까워하는사람이아

니었다. 하지만망그남은말과밤샘의세계에속했고, 그즈음그토록

많은 슬픔을 겪은지라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녀가

의사의증명과시청의허가, 그리고성유한방울만으로 승으로떠

나고, 고향의 골목길에 행진도 못해 본 채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을

받아들일수없었을것이다.  

염습, 거울치우기, 집안청소, 입 , 그리고노래, 낭독, 럼주와커

피마시기, 악기연주등으로이루어지며죽은사람의행 을이야

기하는 지인들의 증언, 나아가 질펀한 주연으로 발 하는(156~157) 

밤샘은다른세계, 다른시간으로의 이를애정어린시선으로바

라보며 로하고 격려하는 기능을 갖는다. 물론 그것은 살아남은

사람들로 하여 서로 우애를 확인하는 동시에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을극복하게하는의미로작용하기도한다.(79~80) 솔리보가

통 속에서끄집어내어 베푼 밤샘 덕분에 망그남 노 는 멋진 장례

식을 선물로 받았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피에 르는 “마니피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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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더라면 그녀는 개처럼 죽었을 것이다. 정확히 지 그 자신

이그런것처럼”(159)이라고말하며자신의증언을마친다.

그러나 솔리보는 결코 개처럼 죽지 않는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함께 하며 밤샘을 해주기

때문이다. 사실이소설은솔리보의죽음에 한밤샘의구조를지

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솔리보 마니피크 가 보여주는

밤샘은솔리보의행 을이야기하는증언에필요할경우청 이입

으로내는음악과박수소리가장단을맞추어주는형태를띤다. 이

러한 밤샘의 심은 물론 솔리보의 죽음이다. 하지만 밤샘이 이제

는 “ 통에열심인사람들의기억속에서만존재하는” 시 에밤샘

의조건을마련하는가장 요한요인은아이러니컬하게도경찰에

의한 사람들의 억류이다. 그리고 그러한 밤샘의 내용을 이루는 말

을유발하는것은경찰의폭력등, 사람들에게슬픔과비탄을불러

일으키는상황이다. 밤샘이 찰되는 목은모두네곳에 달한다. 

첫째, 솔리보의 죽음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을 때 솔리보와 각별한

계의여자인시도니즈, 그리고디동, 샤무아조, 샤를로가 솔리보

의 생 의 행 과 활약상, 컨 시장에서 사람을 하는 뱀을

부드러운시선과풍뎅이소리같은말로굴복시켜사로잡은이야기

라든가(74~75), 아니면미친돼지를달래는이야기(80~82) 등을들려

다. 둘째, 솔리보를죽인 의를받는사람들이그들가운데한사

람인샤를로가경찰에게얻어맞기까지하는것을보고비탄에잠겼

을 때 시도니즈는 솔리보가 크 올식으로 상어 요리를 만들어 이

웃과함께나 었던기억(122~127)을되살린다. 셋째, 소설에서솔리

보의시체는처음에기 기가필요할정도로무거웠다가나 에는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 이를 본 경찰과 소방

들은 솔리보의 시체를 갖고 장난을 치고, 버스에 갇 무기력하

게바라보던사람들은견디기힘든슬픔에빠진다. 이때고통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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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밤샘이다. 넷째, 솔리보의죽음을밝히기 한에바리스트필롱

과 부아페스의 조사는 사람들로 하여 다시 한 번 솔리보의 생

의행 을이야기하게만들며(169~197), 이 한밤샘의구조를띤다.

죽은자에게든살아남은자에게든밤샘은다른시간으로의 이

에 련된다.  솔리보마니피크 의밤샘은두층 에 치한다. 우

선그것은 포르 드 랑스의민 들에게많은 사랑을 받았던솔리

보와의 작별을 수 하게 해 다. 즉 밤샘은 여기서 사 이고 개인

인차원에자리잡는다. 그런데솔리보는크 올이야기꾼으로서

종료되는시 를상징하는인물이다. 따라서밤샘은종료되는시

와의작별을받아들이게해 다고말할수있다. 하지만여기서기

억해야하는것은크 올구 문학이발생한것은노 제가존재하

던시기의아비타시옹이라는사실이다. 솔리보로 변되는종료되

는시 의다른쪽끝은노 제의과거에가닿는것이다. 소설은여

기 기에뿌려놓은표지들을통해경찰의억류에따른악몽의시간

을노 제의과거에연결시킨다. 표 인경우가경찰을노 들을

감시하는온갖존재들과결부시키는 목이다.

Ô amis, qui est à l’aise par-ici quand la police est là? Qui avale 

son rhum sans étranglade et sans frissons? Avec elle, arrivent aussi 

les chasseurs des bois d’aux jours de l’esclavage, les chiens à mar 

ronnage, la milice des alentours d’habitation, les commandeurs des 

champs, les gendarmes à cheval, les marins de Vichy du temps de 

l’Amiral,28) toute une Force qui inscrit dans la mémoire collective 

28)조르주 로베르Georges Robert (1875~1965) 제독을 가리킨다. 1940년부터 1943년

까지마르티니크를철권통치했던인물로 ‘카리 해의페탱’으로불린다. 권

이며흑인에 한경멸을감추지않았던까닭에 랑스어권카리 해와기아나

주민들로부터많은비난을받았다. 드골로 표되는항독운동에 이었다.

크 올리테와 이야기꾼 99

l’unique attestation de notre histoire : Po la poliiice!(83) 

오친구들, 경찰이 기있는데 가마음이편할까? 가럼주를

마시다가 목이 막히거나 떨지 않을까? 경찰과 함께 노 제 시 의

숲속사냥꾼들도오고, 탈주노 잡는개들도오고, 아비타시옹인

근의민병 도오고, 밭의노동감독들도오고, 말탄헌병들도오고, 

제독시 비시수병들도온다. 집단 기억 속에우리역사의유일

한증거를새겨넣는공권력경…… 경차 알이온다!

폭력 인 조사를 주도하는 부아페스를 화자는 옛날이라면 노동

감독이되었을인물이라고말한다.(58) 요컨 , 여장부라고할두두 

메나르가맞아죽고늙은아 리카흑인콩고가창문으로몸을던져

자살하는악몽의밤은노 제과거의메타포로볼수있다. 이런

에서집단 이고역사 인차원에 치하는밤샘은노 제와식민

주의의 부끄러운 과거에 한 확인, 나아가 그것의 극복을 의미하

게 된다. 크 올 이야기꾼 솔리보가 상징하는 종료되는 시 가 일

종의 다리로서 혹은 교집합으로서 개인 차원의 밤샘과 집단 , 

역사 차원의 밤샘을 연결한다는 사실은 단히 요해 보인다. 

맥이끊긴크 올구 통을복원하고계승함으로써과거의상처

와아픔을치유하고새로운문화를창조한다는크 올리테문학운

동의본질 인취지를 면에부각시켜주기때문이다.

마침내 의를벗은사람들이경찰서를떠나는장면은매우의미

심장하다.

Ils réapprirent l’essence du mot Solibo, ce qu’y apportait le se 

cond terme, et Sidonise leur ouvrit son coeur sur ce mystère qu’ils 

dirent être de l’amour. Puis, en courant, nous quittâmes leur Hôtel, 

plongeant nos meurtrissures de peine et d’épouvante dans les om 

bres joyeuses où Vaval s’éteignait.(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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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솔리보란단어의본질과, 두번째이름이거기에가져다주

는것을다시알게되었다. 시도니즈는그들에게자기마음의신비로

운 부분에 해 털어놓았다. 그들은 그게 사랑이라고 했다. 우리는

달음질치면서 그들의경찰서를 떠나아픔과공포의상처를바발축

제가사그라져가는즐거운어둠속에담갔다.  

거의천진난만하다고 할사람들의 “즐거운” 표정은작품의상징

차원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랑스어권 카리 해의

흑인들은 노 제로 낙인 힌 치욕의 과거에 해 한 가지 태도를

취할수밖에없다. 그것은과거를있는그 로보고그것을극복하

고 그것으로부터취할수있는좋은것을이끌어내는것이다. 그

리고 가능한 정 인 자세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악몽

과도같았던경찰의부당한폭력을아무 지도않게잊어버리고축

제의 분 기 속에 빠져드는 것은 치욕의 과거에 한 카리 해 사

람들의태도를상징한다. 솔리보는 ‘추락’을의미한다. 그것은마니

피크와 조된다. 이모순어법 인이름에서솔리보는부정 인과

거에연 될것이고, 마니피크는밝은미래를수식할것이다. 결국

솔리보 마니피크는 이름에 의해, 그리고 존재에 의해 과거와 미래

를 잇는 항項이 된다. 시도니즈가 크 올 이야기꾼 솔리보에 해

갖는사랑은크 올문화에 한 랑스령카리 해주민들의애정

을 나타낸다. 솔리보 마니피크는 크 올 문화의 다른 이름인 동시

에하나의알 고리라고할수있다. 그것은크 올문화에 한믿

음을 표상한다. 즉 크 올 문화는 랑스어권 카리 해가 과거를

극복하고복원하여미래를열고문화 정체성을확립하는데 추

인역할을수행하리라는믿음.

크 올리테와 이야기꾼 101

결 론

 솔리보 마니피크 는 상징 인 소설로서 매우 의식 인 형태와

어조를보여 다. 그것은이듬해에나올  크 올리테찬양 을소설

로서 웅변하고 있다. 의도와 경향을 노골 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 하게 구성되었으며 소설 재미와 해학

인 요소가넘쳐나는 이 문제 작품에 한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시도될수있을것이다.

이소설은크 올리테와 련하여두가지차원의문제를구체화

한다. 하나는맥이끊어진, 그리고노 제의과거에연결되어있고

크 올어를사용하기때문에더욱부끄러운것으로회피되는크

올 문학 통에 심을 갖는 문제이다. 소설은 1920년 에 태어난

가난한크 올이야기꾼이청 들의외면과망각에도불구하고마

지막까지 이야기의 열정을 불사르다가 말의 사이클론에 목구멍이

막 오십 의나이에 웅 으로죽는것을보여 으로써, 그리고

그가 포르 드 랑스의 민 들을어떻게 로하며어떤기쁨을주

었는지를 서술함으로써, 그의 상징 존재가 어떻게 개인과 집

단을 소통시키고 어떻게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지를 주제화함

으로써, 한마디로크 올문화의풍요로운가능성을제시함으로써

크 올 통을계승하는문제를부각시킨다. 치욕스런과거를정면

으로바라보고그로부터문화 자산을길어올림으로써문화 정

체성을 이룩하는 것이 요하다는 것이다. 역사 우연 때문에 악

몽과치욕의과거를갖고있고, 문화 정체성을지니지못한불행

한집단에게이러한방향설정은지극히자연스러운것인지도모르

겠다. 혹시그것이내포할수있는배타성 는 성과 련해서, 

크 올리테는다양보편성diversalité이란개념을갖고있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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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하나의문제는구 을핵심으로하는크 올문화를계승하

여 의 문학에 용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크 올 이야기꾼 솔

리보와 말의 기록자 트릭 샤무아조의 립 계에 해 말했다. 

두사람은우정어린 계를맺지만서로배타 인존재이다. 말과

의상충되는요청이그들을충돌하게만들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솔리보는샤무아조에게 향과간섭을끼친다. 그리고샤

무아조로서는솔리보를계승할길을마련할여지와가능성을갖는

다. 이미 강조한 것처럼 구 과 쓰기를 통합하는 문제는

크 올리테 문학운동의 가장 요한 이슈가운데하나이다.  솔리

보마니피크 는그것을형태 차원에서직 실천한다. 여기서구

과 쓰기의통합은 의말의기록자가과거의이야기꾼과교

한다는의미를갖는한편시 의변화에 응한다는의미를지닌

다. 이런 을감안할때,  솔리보마니피크 는구 과 쓰기의통

합에 얼마만큼 성공하고 있는가, 혹은 그와 련하여 어떤 가능성

을보여주는가는크 올리테문학운동의성패를가늠해볼수있는

결정 인 잣 가 된다. 하지만 형태 차원에서 구 과 쓰기의

통합을살피는일은이연구와는 다른각도의 근을요구한다. 

그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크 올 문화의

구심 을 이루는 크 올 이야기꾼과 그를 둘러싼 요소들, 그리고

그것들이 와충돌하는양상을살핌으로써 1980년 이후 랑

스어권카리 해에서 개되고있는문화 노력의일면을성찰하

는것으로만족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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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a Créolité et le conteur créole

SONG Jin-Seok

Notre étude se propose une lecture de Solibo Magnifique(1988) 

de Patrick Chamoiseau dans le contexte de la Créolité. Cette der 

nière a fait son apparition en Martinique aux années 1980 sous    

le signe du métissage culturel ; son programme et son enjeu se 

trouvent formulés dans Éloge de la Créolité(1989). Solibo Magnifique 

nous montre un conteur créole du même nom qui parle, non pas 

dans une habitation, mais dans une grande ville moderne qu’est 

Fort-de-France. Ce qui ne l’empêche guère de remplir les fonc 

tions qu’effectuaient dans le passé ses prédécesseurs. Le récit se 

déroule autour de Solibo qui est mort d’une égorgette de la 

parole, et on constate vite que le récit est structuré en une espèce 

de veillée funèbre sur le conteur. De manière bien ironique, cette 

veillée est possible grâce à la police qui suspecte l’auditoire pour 

la mort du conteur, et qui le détient pour une enquête prélimi 

naire. Au fait, la veillée n’est autre que les histoires que racontent 

à tour de rôles les détenus pour se consoler de leur détresse : elles 

se constituent principalement de témoignages des exploits de 

Solibo. Si le récit nous présente un conteur créole tard venu, c’est 

pour évoquer et restituer la tradition orale qui avait été autrefois 

aux Antilles l’unique forme littéraire, et qui avait été perdue av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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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lition de l’esclavage en 1848, et la francisation. Dans le récit, 

Solibo Magnifique s’avère «la vibration d’un monde finissant». 

Personnage symbolique, il incarne la survie, sinon la restitution, 

de la tradition orale qui, aux yeux des Créolistes, est censé 

assurer la richesse et la profondeur aux lettres créoles. Tout se 

passe comme si la veillée sur Solibo exprimait les exigences de 

transition vers un autre temps littéraire, c’est-à-dire vers une lit 

térature moderne qui réconcilierait l’oral et l’écrit, et qui opterait 

pour l’ouverture et la “diversalité.” Et c’est en ce sens-là que Soli 

bo Magnifique peut être lu comme une oeuvre exemplaire de la 

Créol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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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리카와 흑인의 이미지 :

18~19세기 랑스를 심으로

심 재 (서울 학교)

서 론

‘한사회 는문화가다른사회와문화에 해어떤이미지를지

니고있는가’라는질문은비교문학연구에서흔히다루어져온주제

의하나이다. 랑스와아 리카지역을 상으로한비교문학

근에있어서도 1960년 이후로그런주제는비교 활발하게다

루어져왔다. 컨 ‘ 랑스문학속의흑인･아 리카의이미지연

구’ 따 가바로그런경우이다.1)

1) 표 으로 Roger Mercier, L’Afrique noire dans la littérature française: Les 

premières images (Dakar, 1962), Léon Fanoudh-Siefer, Le mythe du nègre et de 

l’Afrique noire dans la littérature française (Klincksieck, 1968) 등을꼽을수있다. 

물론엄격한의미의비교문학은서로다른문화권에속한문학(작품)들을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