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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혜브 프랑스어권 문학올 판룡하는 운학적 운동이나 제도적 

기반용 추출하기는 어렵다 프랑스 식민통치 아래서 프랑스어로 글 

올 쓰기 시작한 첫 세대가 작품융 빨요하기 시작한지 반세기가 녕 

게 흘렀고， 그동안 수액 연의 작풍이 출간되었고，!E 몇몇 작가를은 

노앨상 후보에 오르는 등 세계척인 명성율 얻었지안， 이들 작풍파 

작가를이 모여 유파를 형성하연서 냥안주의나 사실주의와 같온 성 

운융 형성한 것응 아니다 비록 지리객으로 근접뼈 었고 역사적으 

로 동일한 경험용 공유하고 있지만， 이툴 작가퉁이 프랑스어로 글 

융 쓰기로 결심한 것옹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자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작풍을 역시 이와 같은 개인적인 경헝과 활동의 정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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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극히 개인격인 성격， 즉 외흡고 고통스러운 자 

기성창의 끝에 모국어인 아랍어 대신 프랑스어로 글을 쓰기로 선해 

했다는 동일한 경험 때문에 대부분의 마그레브 프항스어 작가툴의 

작풍 옥록 속에는 그 션택에 따른 갈퉁과 분열융 당고 있는 자전적 

인 작풍을이 들어 있다 이들 작풍툴온 커빌리 Kabylie 출신의 에르 

에르 여성 작가인 따드흐마 앙루슈 Fadhma Amrollche (1882?- 1967)의 

r내 인생의 이야기 Hisloire de mll vieJ (1968)와강이 필립 르켠느가제 

시하는 ‘자서션의 규약’용 충실히 지키는 작풍도 있지안， 대부분의 

작풍 툴옹 ‘자전적 소설 roman autobiograph띠"'’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것즐이다 " 

필립 르펀느는 자서천과 소성의 경계율 영확히 구분하며 자전적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훌 부갱한다 그는 자서전파 소성용 텍스트의 

형식으로는 구별할 수 없으며， 오직 ‘온명’파 ‘규약’， 즉 작가와 화자 

와 주인공의 이륨이 동일하고또작가와톡자사이에 이 작풍온작 

가의 인생용 이야기하고 있다는 명액한 계약이 있으연 자서전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경우는 소설이며， 그 가운데 이른바 자전적 

소셜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냐 그 자신이 지드의 예훌 

툴여 성명하듯이 이 두 축 사이에는 ‘자서전적 공{}espaæ autob 。

graph녁"'’이 존재하며， 실제로 작가가 경험한 사실의 고액과 상상한 

허구의 이야기가 서로 에올려 많옹 작풍이 나옹다는 사실올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20세기 툴어오연서부터 두브로브스키의 ‘자서천적 

허우 autoñιtion 의 예처럼 고액과상상의 우숙의 독엄성융유지하연 

서 그 울 사이의 긴장판계에서 글의 원동력용 찾는 시도가 늘고 었 

다는 것도 자전적 소설의 중요성융 업충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 자셔션의 정의에 대에서는 Philψpe Lejellne, U pacle lI ul앵띠'graph띠ue ， ooll 

‘Poél에ue~ ， Sellil , 197’ pp.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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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용 판정에서 보자연 타하르 앤 쟁훈의 r대영7"’)는 아그 

헤프 프랑스어 작가를에게 공용척으로 냐타나는 자전척 글쓰기용 

이해할 수 있는 충요한 작용 충에 하나라고 항 수 있다 륙히 이 작 

용이 판싱용 끄는 것온 타하르 벤 생툴이 여기서 자신이 작가가 되 

기까지의 성장과갱융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혹외 나이톨 앞 

두고 발표한 이 작용옹 그가 이전까지 작가로서 겪었언 고용스러훈 

성장과갱파 이얘 대한 성앨융 집약하고 았으며， 동시에 이 작용의 

집필파정융 통뼈 오로코의 역사와 미로와강이 엄힌 개인사용 서슐 

힐수있는문체와창작앙엉융 확렵항으로써 앙으로그외 대표작이 

훨 r모래의 아이」와 r신성한 암J융 집필할 수 었게 되는 전환정융 

이용다 

본론 

l 지킬수없는규약 

영립 르펀느에 따르자연 루소 이후 자가 인생에 대해 쓰고자 하 

는 자， 톡히 자신의 내연 깊숙이 갑추고 있는 상처에 대해 고백하고 

자 하는 자는 모두 오직 사실안융 알하겠다는 규약에 서영해야 한 

다 쭈소가 r고액j의 첫 쩨이지에서 ·오직 나안이 나만이 내 마용 

흩 느낀다 Moi seul. Je sens mon coeur'-라고 용연적으로 표현했듯이 

그에게 있어 자기 자아의 정쩨성보다 더 푼명한 것용 없었다 적어 

2) 져서션， 자천혀 소성 자션혀 허구톨 툴러샌 논쟁에 대에서는 Philippe cas 
parini, Est “ þl: rom.ln lIutob띠"째써Ut tt autofiction , ∞1 1. .. Poétique’, Seuu, 
2004 창조 

3) Tahar Ben Jelloun, Etrivflin publκ， ∞11 . .,Points". Seuu, 198} 앙으효 이 찌율 

인용하는갱우훌효안에 에이져안 V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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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r고액J용 쓰는 동안에는 그에게 자아분열이나 그에 따른 자아정 

처l성의 당구는본질척인 문제가아니었다4) 

그러나 자기 인생용 고액하기 위해 자서전의 규약에 서명하려고 

했던 프랑스어 마그레브 문학 작가툴은 어뭇거힐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자아는 단일하지도 않고 운영하게 잡히지도 않는 ‘낯설고 

불안한’ 것으효 보였다 특히 식민통치와 톡재， 강제수용소와 이주 

와 같이 폭력적인 역사올 경험한 작가들응 대부분 그 체험융 망각 

하고 있거나 파연적으로안 기억하고 있어 자서전용 쓰는 숨간에 시 

간의 순서에 따른총합적인 재구성이 불가능한경우가많았다” 

타하르 벤 젤준 역시 과거의 체험을 고액하려는 순간， 와연척인 

기억를올 종함해서 한연의 자서전올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용 

깨닫는다 r대휠가」의 앤 앞에는 r서기의 고액 Confession du scribeJ 

이라는 제옥의 서문이 불어 있다 이것용 타하르 벤 첼훈의 것이 아 

닌익명의 서기가쓴것으로되어 었다 그러나서문의화자，본문의 

주인공， 그리고 작가 타하르 벤 첼룬응 외형적으로는 각각 다른 인 

툴이지안， 타하르 벤 쟁룬의 홈메이지에 냐옹 그의 자기소개와 주 

인공의 인생을 비교해 보고， 또 우엇보다 이 셋이 모두 글을 쓰는 직 

업올 갖고 있다는 정용 생각힐 때 결국 이 셋온 싱충적으혹는 오두 

동일한존재라고한수있다 6) 

씨’ean Starobinski, Inm-føcqιt5 ROUS5ellU: 111 Iranspanma t!I J'obstllde, c이1 

‘ Tel~ ， CaJlimard, 1971. pp. 216-239 

’) 프료이트가 1차 대션을 씨엉한 외상성신정중g자융에 대한 연구나， 이후 잉터 

엔야인이 근대객인 사용간에 갱영융 성명하기 외애 에g 재사한 건앵외 에앵처 

영， 일싱척 상과 다용 극한의 혹력과궁염융 용크리고 견뎌야 했언 영사율의 씨 

엉온 용껑외고 와연화되어 우의식 용으호 양각되었고， 그렇기 예용얘 천갱이 

끌나고 훌야옹 이후애도 그 셰엉융 기억하고 총앙얘셔 사건의 운서대로 이야기 

하는 것이 g가능g다 (깅흥중 r훈화적 요더니티외 역사시악1， r경재와 사 

회J ， 70~.200ιp.94 창조) 

이 타하르 헨 생훈의 일생옹 그의 용에이지에 나용 자핑 이력 장조 ’“w.ta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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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의 서기는 앞으로 읽게 휠 본문옹 익명의 의뢰인으로부터 부 

탑을 받아 그의 이야기흉 듣고 쓴 것이며， 의뢰인이 자서전을 완성 

하는데 판싱이 없어지자자신이 가필하여 출간하게 되었다고 밝힌 

다 제옥의 ‘고액’이라는 단어가 직정걱으로 지시하듯 이 서문온 루 

소가 정초환 자서션의 규약용 톡자에게 보여 주연서， 이 규약에 서 

영힐 수 없는 상황율 설영하고 있다 그는 서문의 첫 문단에서 자신 

은 자서션융 부당한 의뢰인의 정체성융 일판왼 이미지로 파악하는 

것이 용가놓하다는사실융 밝히며 글을 시작한다 

1’écrirai cette histoire à voix basse dans I’e，pαr de dévisager 

l’image trouble du miroir. 11 s'agit de quelqu'un que je connais 

bien, que j'ai f얘quenté lontem ps. Ce n‘est pas un ami, mais une 

connaissance. C닝st une présence dont je ne me su잉 pas assez 

m아ié . 50n aspect insaisissable est irritant.(9) 

나는 이 이야기흩， 낮용 목소리호， 거용에 비친 혼용리는 이미지 

홉 똑바호 바라g 수 었융 것이라는 회망융 가지고 쓴다 이것용 내 

가 장 알고 있는， 오랫동안 안났던 사랍의 이야기이다 그는 친구는 

아니고아는사랑이다 그는 내가 충용히 정계하지 않았던 존재이다 

그의 파악할수 없는오슐용 신경용 날가흉게 한다 

서기는 의뢰인의 정체성용 파악하려고 노력하나， 거용에 비친 그 

의 。l미지는 마치 사악의 신기루쳐렁 끊임없이 떠다니며 장히지가 

않는다 외뢰인온 항상 찌를야다닌다 그는 여앵에서 돋야아 다시 

바쁘게 떠나는 사이 서기에게 자신의 이야기롱 한다 의뢰인이 삶 

용 사는 자라연， 서기는 그 경험을 기록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의 

뢰인온 오래션부터 서기에게 이야기룡 해주며 글을 쓰게 하지안， 

아njelloun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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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는 의뢰인의 정체성용 파악할 수 없다 본문의 주인공 역시 동 

일한 경험올 한다 그와 서문의 서기가 심충적으로는 률혹 분리원 

하냐의 존재라고 힐 수 있는 것응 글용 통해 갱체성올 파악하려는 

시도와 그 실왜라는 동일한 경험용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 me sens traqué par I'ombre d'une si lhouette fragile qui me 

poursuit, pèse su r les épaules, me parle et me dicte ce que je dois 

écrire. Le problème du double serait si.mple, s’iI se présentait à 

nous avec le visage du songe et la voix de 1’'absen l. Hélas, iI n'a ni 

voix ni visage, mais I’immense présen∞， encombrante et per 

verse, de SOi.(182) 

나는형태가용분영힌어떤설루엣의 그링자에 쫓기는것 걷이 느 

낀다 이것온 나용 쫓아오고， 내 어깨용 누르고， 나에게 알용 하고， 

냐에게 내가 써야 하는 것을융 용러준다 만일 분신이 우리에게 꿈속 

에 보이는 얼룰이나 여기 없는 사랍의 목소리로 동장한다연， 그 문제 

는 간단할 것이다 아 그러나 용행하게도， 그것온 욕소리도 얼굴도 

없다 그것온 거추장스럽고 타락한， 거대한 자기의 현존이다 

정체성의 파악이 불가능한 것용 무엇보다도 자아가 분열되어 있 

기 때문이다 서문에 실려 있는 서기에게 보낸 연지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고액은 파연적인 이야기틀앨이며， 그렇기 때문에 한연의 일 

관왼 자서전용 구성할 수 없다고 말한다 

Cher ami 

Tu as bien vou lu être mon scribe. Je t’'en remercie. A présent 

tout cela est loin de moi. Ce que tu as écri t ne m’intéresse pas 

Fais-en ∞ que tu veux. Mais, quoi qu’il en soit, je tiens à préc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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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 les histoires que je t'ai confiées ne composent pas ce qu'on 

appelle une autobiographie. Ce sont des histoires. Ni plus ni 

moms ’e te les ai racontées töt le matin, par faiblesse, après des 

nuits d'Însomnie et d ’incertitude.(IO) 

친구여 

당신용 기꺼이 내 셔기가 되어 주길 원했지 고아외 지금옹 이 오 

든영이영게안느껴지네 낭당신이쓴것에관심이없어 당신하고 

싶용대로하게나 그러나어웠은내가당신에게 했언이야기률이사 

랑을이 양하는 자서션이라는 것용 이후지 않는다는 것안 용영히 하 

겠네 그것툴용 이야기을일 쁜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나 

는 왈연과 용안으로 며철 망융 지새용 뒤， 이를 아침， 지쳐서 당선에 

게그것을융이야기었지 

모로코뿐만 아니라 마그레브 전체의 역사는 끊잉없는 분영의 연 

속이다 역사가냥긴분열중가장김고것옹이중언어라고할수있 

다 알베르 에미가 식민지 r피지배인의 초상j에서 명확하게 용석한 

것처렁 마그래브인올에게 이중언어용 시-용한다는 것용 단순히 두 

개의 언어융 구사힐 수 었다는 언어 놓력융 의마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언어에 의해 상징되는 분옐왼 두 세계 사이의 갈등파 폭력 

의 경험이다" 프랑스 학교는 이와 같용 용열원 언어， 문화， 계급， 

그리고그사이의 갈풍과폭력용집약해서 보여 준다 

Lesél승ves européens se fréquentaient entre eux; je me retrou 

vais dans le c1an des Arabes. C강tait I'époque de la guerre 

d ’Algérie. Des camarades algériens partaient rejoindre le FLN; 

7) Albeπ MemmÎ, Portrait du colonisi, précédé Porlr/l it du colonisaleur ∞11 

J이io .. , Callimard, 198~(19'7)， pp. 1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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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Françaìs vivaient dans la hantise d'être envoyés faire leur 

services mili taires dan s les Aurès. Les rapports entre nous étaient 

souvent agressifs. Moi qui croyais avoir réalisé une promotion 

sociale en changeant de lycée, je découv rais plutôt le racisme et 

la brutalité de I'histoire.(59) 

유럽학생올용 자기네을끼리 사귀었다 냐는 아랑학생 우리에 끼 

었다 그 당시는 알제리 전쟁 때였다 알제리 친구들은 국민해방천선 

에 참여하기 위해 떠났다 프앙스 친구률옹 징집되어 오래스 산액으 

로보내정까용안에 떨며 지냈다 우리흩사이의 판계는종종공격적 

이었다 나는 고둥학교훌 바꾸연서 사회적 신분상숭융 했다고 생각 

했는데， 내가 발견한 것온 오히려 인종차별주의와 역사의 쪽력성이 

었다 

역사는 공간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선택올 강요했고， 그에 따라 

사랑즐옹 이주를 해야 했다 본문의 주인공온 유옥민처렁 정착하지 

옷하고 모로코 은대사의 격항에 따라 이 도시에서 저 도시， 이 국가 

에서 저 국가로 끊임없이 이주한다 주인공이 이주하는 경로와 그 

과갱에셔 겪게 되는 역사척 사건을온 타하르 앤 쟁훈이 자신의 흥 

에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자멸 이력에 냐온 것과 용일하다 1944년 

에스Fè， 출생， 1955년 탕헤르Tangcr 이주， 1963년 라바트Rabat 청학 

파 엽학， 1965년 다우 태이트DawTeït 강제수용소 투욕， 1 968년 대투 

앙Telouan 고등학교 철학교사 발령， 1970년 카사블랑카Casablanca 

딸령 ， 1971 년 프랑스의 파리로 유학 그리고 자핍 이력에는 나오 

지 않지안 이 작풍에 의하자연 그리스의 시오스Xios ， 이스라옐의 베 

이루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디나Mêdina 퉁퉁 

본문의 주인공은 마지막에 고향으로 올아가 기원으로부터 한연 

의 자서전융 쓰고자 하지안， 그는 자신을 이주했던 공간파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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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억를로 훈열왼 파연화왼 자아로 인식할 수 있올 쁜 한연의 일 

관원 이야기흘 흉한 단일한 자야정체성의 확컵。l 왈가능하다는 것 

융깨닫는다 

。ù suis-je en cette fin d’après-midi d ’hiver? 

Quel chemin emprunter pour rentrer chez moi? 

Suis-je à Fès à I년poque 0μ la ville avait des p。ηes dans les 

murailles et que le veilleur.de nuit et des murs~un maître potier 

• fermait une à une, gardant précieusement sur lui les clés? 

Suis-je à Tanger à 1’'époque 0니 plusieurs nations 1’'occupaient, 

faisant d녕 le un repère[sic] de brigands, un lieu pour I'énigme, le 

jeu et le trafic des âmes? 

Suis-je à Xios ( ... )? 

Suis-je à Beyrouth (. .. )? 

Suis-je à Médine ( ... )? 

Je suis dans la nuit et je ne sais plus mon chemin.(197) 

냐는 어디 있는가， 이 겨융 오후가 끝나는 이 순간? 

어느 킬융콜라야집에동아갈수있용까? 

나는 에스에 있는가， 성역에 문률이 었고 양파 벽융 지키는 샤항 

도기 도공-이 열쇠용 용에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씩 하나썩 장그 

언그시갤의왜스에? 

나는 탕얘트에 있는가， 여러 나라가 그곳용 정령하고， 산척 소굴 

로 안툴고， 수수째끼와 도박과 인신얘얘의 장소로 안을던 그 시절의 

탕에트에? 

나는 시오스에 있는가( ... )1 

나는베이루트에있는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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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에디냐에있는가( ... )? 

한암충이다 냐는더 이상내갈길용오프겠다 

어떻게 하연 자아의 분열을 용합하고 기억의 조각을용 연결하여 

하나의 인생， 한연의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용까? 서문에서 서기는 

주인꽁의 파연화왼 이야기에 일관성융 부여하기 위해 “이야기훌 꾸 

며 냈다’( 11 )고 밝힌다 

’e n’'a i pas respecté 1’。rdre chronologique dans lequel il me 

parlai t. Je suis intervenu plusieurs fois pour mettre de I'ordre et 

ajouter des déta il“ piquants qu’iI ne tenais pas à divulguer. (11) 

나는그가 내게 알한이야기의 시간적순서흩지키지않았다 내가 

개입해서 순서흉 맞추었고， 그가 방히지 않으려고 했던 흥이로훈 세 

부적인 이야기툴용 멋용였다 

그는 이이 주인공이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도 많은 부분 꾸며낸 

이야기이며， 욕히 어린 시절에 판얻 것온 거의 전우가 꾸며낸 것이 

었다고말한다 (9) 

혼히 ‘상상으로 이야기룡 꾸며내다 fabule r， affabu“r. 혹은 ’소성로 

안을다romanær’라는 것용 단순히 사실용 숨기기 위해 지명이냐 인 

영융 감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영다 서기 역시 겸손하게 자신의 

작엉용 의뢰인이 실영용 밝히기용 거부한 여인등에 대해 가명으로 

몇몇 에피소드율 지어내는 것처럽 알한다 그러나 그가 의뢰인이 

해준 조에 부스케 Joe Bousquet 의 알흘 인용하고 있는 것처럽， 서기냐 

주인공이냐이야기릅꾸며내는것，즉소셜용쓴다는것응 i한여인 

용 이해하고，그녀의 모순된 강정용조화홉게 연결시키는 것"( 1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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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는것올잘알고있다 

그런 갱에서 타하르 앤 젤룬이 이 작풍의 장프를 자서전도 아니 

고 소설도 아닌 ‘이야기 recit’라고 했다고 생각해 블 수 있다 쇠이유 

Seuil 출딴사의 운고판‘프앵 Points’ 시랴즈에서 충간흰 r대될가」의 

표지와 속표지용 보면 이 작풍의 장르는 ‘이야기’라고 표시되어 었 

다 그의 작풍 중 ‘이야기’로 분휴원 것온 이 작풍융 비롯하여， 아버 

지의 노년파관련된 r탕헤르의 고요한하루101<' de silt nce à Tangtr J . 우 

정과 판련된 r우얘어린 결합ÚI soud l<re fralσ"nellrJ 동 작가 자신의 경 

험과 직정적으로 판련된 작풍들이다 프랑스 문학에서 ‘이야기’의 

갱의는 모호하며， 비영가율에 따라 그 경계가 얘우 유동객이지안， 

장-이브 타디에가 r사척인 이야기」에서 강조하듯 ‘모든 이야기는 

사건을의 연컬”이라는 정에서 충발한다8) 즉 타하르 벤 첼룬에게 

이야기란 단순히 있는 경헝한 사실용 감추기 위한 허구화가 아니 

라， 역사의 폭력과 그에 따른 끊잉없는 이주흉 통해 서로 상이하고 

모순왼 조각올로 용열왼 인생의 파언을융 상상융 흥해 연컬하고 거 

기에 상징객인 의미용 부여하여 일관왼 자기정체성융 구성하는 작 

엽이라고힐수있다 

그러냐 이와 강아 이야기훌 용해 구성왼 갱체성， 리괴르 Paul 

'"∞'"'의 용어훌 빌어 말하자연 ‘서슐걱 정체성 identi“ narrative’옹 

네모반듯한 길로 구획정리가 왼 신시가지가 아니라 에스나 당혜르 

의 카스바쳐렁 구훌구용하고 시작도 끝도 없이 사방으로 연결왼 미 

로훌 닮았다 이야기용 하는 순간， 긍올 쓰는 순간에도 파연적인 파 

거의 기억을온 일관원 이야기로 종합되지 않는다 결국 서문에서 

서기는 이 파연격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의 최종객인 구성융 독자에 

게녕낀다 

8) Jcan-Yves Tad녀， Lt ricit pcItiq l<l!, ∞11 “Ecriture~ ， PUF, 1978,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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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demier conseil au lecteur: ne te sens pas obli양 de Iire ce 

Iivre de bout cn bou t. Tu es plus Iîbre que mOÎ.(12) 

독자을에게 주는마지악조언 이 핵융처옴부터 끝까지 읽어야한 

다고 생각하지 말 것 당신은 냐보다 훨샌 자유융다 

모하메드 업온 r누가 바다를 기억하는가1，에서 사실주의적인 묘 

사는 무제한적이고 순간적인 전쟁의 공포흩 표현할 수 없다고 판단 

하고 피카소의 r게르니카」와 같이 상징적이고 얄레고리적인 방법 

올 통해 얄제려 전쟁을 이야기한다 비록 같은 갱도는 아니지만 타 

하르 벤 첼룬 역시， 시간의 순서에 의한 일판왼 이야기는 모로코 근 

대사톨 지나오면서 겪게 된 가난과 폭력， 그리고 그에 따른 계속되 

는 이주가 낳온 기억의 분열을 단순하고 명엉한 이야기로 안즐 수 

있다는 인식에서 관습적인 자서전적 서숭흘 해채한다 큰 줄기에서 

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지안， 화자와 서슐시정융 계속해서 바꾸 

고， 연지， 일기， 시， 고액， 대화 퉁 다양한 서술방식용 도입하연서 단 

일한 관점에서 파연걱얀 기억올 종합하는 것용 지양한다 이와 같 

은 형식의 분열용 흥해 그가 재현하는 자아는 글용 쓰는 순간아다 

구성되고， 해셰되고， 다시 재구성되는 것융 반복하연서， 계속해서 

분열한다 그리고 독자툴은 이 미로와 같이 분열왼 헥스트룡 읽으 

며 역사의 폭력이 냥긴 혼적을 경험하고， 책 속의 이야기에 자신즐 

의 이야기률 섞으며 새로운 이야기률 쓴다 독자는 어느새 서기의 

자리에앉아있다 

2 .• 나는 샤는 대신 쓴다 " 9> 

조이스의 r젊은예숭가의 초상j이나프루스트의 r잃어버린시간 

9). Alors j'écris au lieu de vivre ’(16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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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찾아서」에서 용수 있는 것처렁 작가의 자전적 소설은， 한연으로 

는자전적 공간에서 작가가되기까지의 중요한개인적 체험을용이 

야기하면서， 다른 한연으로는 허구의 이야기흉 통해 이상객인 작가 

의 이미지용 구현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톡자툴온 작가의 자 

천적 소성용 읽으며 그가 실제호 경험한 사건들융 찾기도 하지안， 

궁극적으로는 그의 작풍 세계의 비밀용 드러내 주고 있는 상상의 

삶， 즉 프루스트 식으로 땅하자연/사회적 자아’의 삶이 아니라 보 

이지 않는 내연에 존재하는’문학적 자。F의 삶융 발견하고자 한다 

그런 정에서 r대명가j라는 재옥용 의미심장하다 이 작풍온 타하 

르 앤 젤룬이 경험한 사실객인 체협의 이야기이연서， 동시에 대펼 

가략는 상정객인 작가의 이야기인 것이다 대휠가는 전흉사회에서 

글자훌 원고 쓰지 못하는 사랑툴용 대신혜 연지， 단원서， 공문서 동 

을 대신 써 주는 직업이었다 근대화와 함께 교흘의 기회가 확대되 

고 있기는 하지안 아직까지 운앵융이 높온 모로코에서는 글융 얽고 

쓸 출 모흐는 사랑툴에게 중요한 역할용 당당하고 있다 '" 륙히 근 

대화파정에서 교육으로부터 소외왼 여성과 장년총옹 어쩌연 곧 사 

라지게 월 이 직업 억분에 문자흩 흥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도 

힐 수 있다 타하르 엔 생룬온 작가흘 문자로부터 소외왼 민중톨의 

대연인으로 정의한다 본문에서 주인공이 안난 익명의 한 노파의 

입용 흥해 말하고 있는 것처렁， 지식인으로서 민중올 위해 글융 쓴 

다는 것옹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률 듣고 글로 그대로 옳겨 적는 것 

이 아니라， 그을의 이야기흩 공감하고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을여 

\0)2004년 용계에 외하연 요로표에서 l’셰 이상 인구 충 읽고 쏟 중 아는 비용용 

’ 2. 3%이다 냥성 65.7%인 안연 여성용 ’9.6% 앙에 되지 양는다 장고흐 "셰 이 
상 인구 중양제리는 69.9%(냥생 79.6, 여성60.1 ， 2002년 추정). 휘니지는 74.3% 

(냥생83.4 ， 여성65.3 . 2004년 용께)가 블을 잉l 쏟 종 안다 (자jl CIA 2008년 

끼* ‘iVorld Factb∞k. w‘w.da.gov/Hbrary/publκ'atîoflSlψe-world- fac‘book/ 

inde l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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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훈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작엽이다 

Une femmes avance et me di t: Tu es trop jcune, Irop CÎtad in 

pour être un conteur. Tu cs écrivain, tu le dis écrivain, alors 

6∞ule-moi， ouvre tes yeux et ton α:>eur， tends tes oreilles et 

écoule-nous, écou le ce que nous disons sans même parler, sans 

bouger les lèvres, rega rde ces visages. le lemps el l'époque y onl 

déposé un océan de mots el d 'histoires, ( ... ). Je sais, nous ne 

parlons pas le même langage, mais tu es arrivé μsque-là el tu 

altends ( ... ). Nous nc savons pas lire. Nous ne 잉vons pas écrire 

mais nous savons lellemenl de choses. ( ... ) loi, c’est un 야u le 

hasard qui t'envoie, mais je sa is que si tu es là c'esl peu t-être la 

conscience qui le travaille, tu viens de lemps en temps au pays el 

tu essaies de rester en contact avec la terre et lcs visagC.(174-174) 

한여인이다가와내게양했다 너는이야기꾼이되기애는너무젊 

고， 너우 도시객이야 너는 작가지， 스스로 작가라고 하지， 그형다연 

내 이야기툴 툴어， 농융 뜨고， 마용용 열고， 귀용 기용이고， 우리 아 

야기융 톨어， 우리가 임용 영지 않고， 입슐융 용 칙이지도 않고 하는 

이야기즐 동어 와， 이 연굴율용 와， 시간과 억샤가 단어와 이야기융 

녕옹바다만큼이나거기에 저장빼 놓았지 ( ... ) 난알아， 우리는 갈용 

언어흩 알하지 않아， 하지안 너는 이곳까지 왔고， 기다리고 있어 ( ... ) 

우리는 읽올 출 용라， 하지안 우리는 갱알 않온 것융 알고 있어 ( ... ) 

년 약간온 우연하게 여기 왔지， 그렇지만 남 에가 거기 있다연 그것 

용 아마도 에 의식이 너용 용칙이게 하기 예문이라는 것융 알아， 가 

꽁썩 이 고장에 와， 그리고 흙과 이 얼울을파 정측앙 수 있도륙 얘써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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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하르 벤 2명룬의 작용'il'야니라프랑스어권아프리카문학에는 

대필가 혹은 이야기꾼이 자주 둥장한다 ", 이중언어 상황에 놓인 
프랑스어권 작가를에게 식인지 지배자의 운자로 구성원 문자문학 

파 식민지 피지배자의 말로 이루어진 구전문학 사아의 단절파 대 

립， 소통과 혼합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부각된다 

여기서 대필가 혹온 이야기꾼온 용열왼 두 세계용 연결해 주는 존 

재로 퉁장한다 이것은 단순히 모국어의 말용 프랑스어의 문자로 

옮쳐 적는 것이 아니라， 위의 예문에 나오는 것처협 구천문학과 문 

자문학， 전통사회와 문대사회， 구세대와 신세대， 사라져 가는 문화 

와새로생성되는문화흘결합시키는애우복-함적인작업이다 

타하르 앤 젤용온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필가 혹옹 이야기 

꾼온 일상생활속에서 망각되어지는 역샤가 납긴 폭력의 상처훌 기 

억하고 전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1965년 3원 23일 발생현 고퉁 

학생파대학생의 반정부시위와정부의 폭력척인 탄압이라는 역사 

적 사건용 경헝한 것이 그가 작가가 되는 종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1966년 시위흥 주동했다는 혐의률 받고 체포되어 모 

로E 동쪽에 있는앨하제료티 Haieb 와아헤르메우AhermemOll 에 있 

는 강제 수용소에 투육된다 그는 강제수용소에서 재소자을의 대필 

가가 왼다 그는 그올이 용러주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연지， 연애연 

지， 구직연지용 써 주고， 때로는 그들이 격용 시융 고쳐 주기도 한 

다 (95) 그는 혹톡한 생존 조건 속에서 숨어서 필사적으로 글용 썼 

고，12) 6a년 충감 한 뒤 같용 해 그는 강제수용소에서 썼언 시 r포석 

，，)용혼 이와강용 엄상이 아프리카문여얘안궁한잉 것용아니다 그러나용자 

훈억이 거의 혼찌하지 앙았언 사하라 이냥 아프리카 용억이나， 극소수외 지식 

인안이 껑양 수 있는 고전 야합어로 원 웅어융 제외하연 대부불 지역 아캄어3ξ 

핑 우전표억이 주톨 이후고 있언 아그에브외 훈여에서 대영가나 이야기꾼이 자 

주 용쟁하는 것용 사실이다(Jean-Marc Moura, LittÚlllurt frtmrophone d lhio 

rie postcolonωle， 0011 ... Quadrigeι PUF, 2007( 1999). pp. 1여-'09 창조) 

,, ' 특집 용어권 아프리카의 인종주의와근대생 



의 새 벽 rAubc des daHes J 융 잡지 r숭결 Sq"fjIes J 에 발표하여 둥단한 

다 

Mes premi송res phrases ont surgi d'une blessure. Avcc malad 

resse ct mélancolic. Des morceaux de poème se sonl imprimés 

dans ma tête, sur mon front en ce four de mars 19야 où des 

gamîns, des hommes et des femmes sans travail , sont descendus 

dans les rues de Casablanca. Un soulèvement spontané , arr，경té 

par la mitraille. [ .. . ) 

Peut-être que si je n’avais pas vécu ces joumées de terreur et 

d 'angoisse où se révélait à moi le visage banal, ordinaire, brutal 

de I'ordre e t de 1’înjus tice, peut-être que je n닝urais jamais écrit 

Car loul 강tait vite revenu dans I’。rdre 냐s morts étaient enter 

rés dans l'anonymat elle silence de cet ordre 

Alors me restaient les mols. De æux qui raclent la page, ceux 

qm 。미 la puissance de déchirer un paysage masqué, d ‘être des 

égratinures sur un miroir OÙ iI Y aurait des blancs, des vides, des 

ratés 

!’ai toujours eu, présente à 1’"esprit, 1’image de ce miroir défec 

tueux, inutile, à travers lequel transparaissent les mots; l'écriture 

est pour moi cette cicatrice dans la limpidité de J'exigence. (\07-

\08) 

내 첫 운장을용상처로우터 솟아융왔다 서투르묘우수에 젖어서 

시구률이 어릿속에， 이마위에 새껴졌다 1965년 3월， 아이을과 일자 

리가 없는 냥자와 여자돌이 차사용랑카의 거리로 쏟아져 나옹 그날 

자연스럽게 일어난， 그러나 기판총으로 진앙원 항거 [ ... ] 

12) "J'écrivais en sitence. J'écrivais en secret. Je portais sur moi les bouts de 
papier su r 1esquels je notais des phrases, des vers."(ll이 

자서전융쓸수없늠이유 타하르 앤쟁훈의''iI옐가J ! 17 



아마도 이 공포와두려용으로 얻었언 날， 질서와왈의의 영벙하고， 

일상객이며， 용력척인 얼굴을 보고 경험하지 않았다연， 나는 절대 글 

을쓰지않았융지오혼다 

왜냐하연 모든 것이 재툴리 질서정연하게 자기자리로 올아갔다 

시셰울용 익영으로 얘장되었고， 그리고 이 질서의 칭욱 

그련데 냐에게는 단어둥이 냥아 있었다， 이 단어을용 책 쩨이지용 

긁고， 영인 풍경용 찢고， 거융용 긁어 상처용 내서， 꽁액파 인통과 자 

국올 안드는 힐용 가지고 있다 

냐는 항상 어릿속에 이 단어를이 투명하게 냐타나는 결합이 있는 

쓸모없는 거울의 이미지용 간직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 글쓰기란 엄 

격한투영함속에 있는이상처이다 

역사적 혹력 뒤에 찾아옹 일상은 언찌 그와 같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명영하다 그는 대필가 혹용 이야기꾼의 글쓰기란 보흉사랍을 

이 일상에서 생존하기 위해 앙각하게 되는 역사의 폭력이 냥긴 혼 

적융 기억하는 것아라끄 말한다 정신용석학에서 알하는 것처럽 우 

리의 지각파 의식용 외부로부터 무한한 갑각자극용 받아들이는 것 

이 아니라견딜 수 있고수용힐수 있는 안콩의 강도와양안용 받아 

즐이고 나머지는 우의식으로 념겨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 

과 다혼 전쟁이냐 혁명과 같용 역사적 사건용 흥해 경험한 쪽혁과 

공포는 일상적인 상이 다시 시작되연 그 충격파 고통용 잊기 위해 

파연화되고 우의식으로 망각되어 그 셰험용 종합척으로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용가놓해진다 >3, 그러나 대필가 혹옹 이야기꾼온 

보룡 사랑툴온 앙각하게 되는 역사가 냥긴 상처를 그즐용 대신해서 

기억하고복원하여 전당한다 

" ) 경흥충， '~J}혀 오더니티외 역사시억J， r정찌와 샤여J . 70호 2006. p. 94 광 

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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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하르 벤 갤릎의 대표적인 작풍툴옹 이와 같은 타인의 이야기률 

듣고， 공감하고， 자신의 육쩨와 정신을 통해 다시 삶으로서 창작원 

것을이다 그는 1975년 파리 7대학에서 r프랑스 북아프리카 이민노 

동자들의 얘정과 성의 문제j라는 제목의 논운으로 사회정신의학 

psychiatrie sociale 박사학위률 받는다 마그레브에서 프랑스로 이주 

한 노동자틀은 혹독한 삶과 노동의 조건， 특히 처정한 고독을 경험 

한다 그러나 그툴은 그 고풍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고국에 올 

아가서 가족용 앙운할 때도， 프랑스에서 살아강 때도， 그틀옹 ‘좋은 

쪽안 떠용린다 그틀은 꿈과， 빛나고 눈부신 기억을올 만을어 낸다 

이것이 그들의 저항이었다’(127) 타하르 벤 젤룬은 이주노동자를 

이 일상생환용 영유하기 위해 망각해 버린 파연적인 기억플융 이야 

기흘 동해 기억하게 하고， 그 따면화원 이야기율용 오아 분석하고 

총합해서 논문올썼다 이 논문올바탕으로그는에세이 r가장처정 

한 고옥μ 끼us hllute des StJl“1띠~.을 쓰고， 이어 소설 r고독한 첩거μ 

ridusiQIl solilaireJ 흩 발표한다 그의 대표작인 t모래의 아이j와 r신성 

한 방j 역시 아버지의 의도에 따라 냥자로 살아야 했던 한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가부장적인 아랑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폭력에 대 

해 쓴 소셜이다 200 1 년에 나옹 r빛의 부재는 눈올 열게 한다Cette 

aueugtallle absence de lumièrtJ도 1971년 하산2세 Hassan 11 의 특재에 항거 

해 앙살을 기도했던 죄수의 이야기흉 통해 빛도 을어오지 않는 강 

용에서 한 인간의 겪는 모욕과 저항올 당고 있다 

결국 대필가가 왼다는 것용 차기 삶융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융 사는 것이며， 보통사캉를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삶을 사 

는 것올 거부하고 고독 속에 자신올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힐 수 있 

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내연 깊숙이 절대켜인 고옥 속으로 을어가는 

것이다 그고목의끝에서‘냐’는 한정이되어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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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 suis assis, ramassé sur moi-même, regardant au fond de 

mOI comme Sl J’히ais au-dessus d ‘un pUl’ Ce que je vois n’est 

plus mon visage, pas même I'image que je m’'en fais, mais un 

cerde qui se multiplie à I'infini. Le centre doit être un oeil , une 

lettre de I’'alphabet arabe. un chiffre ou simplement un point. [ ... ] 

Je me sens à I'aise dans cette absence OÙ mon carps lentement 

se fait léger. Je me sens libre, en état de devenir un f1âneur aux 

confins d ’une figure, un visage, une parole . (t4이 

냐는 앉아서， 옴융 웅크리고， 마치 우울 외에 있는 것처렁 내 안융 

올여다온다 내가 보는 것옹 내 얼굴도 아니고j 내가 안든 이이지도 

아니고， 우한히 중가하는 원이다 중싱옹 눈이거냐， 아랍 알파뱃 단 

어야거나，숫자이거나아니연단순히한정이다 ( .. . (나는내용이 천 

천히 가벼워지는 이 우채 속에서 연안함용 느낀다 어떤 형상용 한 

안보가， 어떤 얼종， 어떤 얄이 되는 상태 속에서 냐는 자유로용융 느 

낀다 

이와같이 r대필가J는한면으로는타하르 앤젤문이 경험한모로 

코 근대사률 이야기하연서， 다른 한연으로는 그의 현존이 한 경으 

로 축소되어 사라지는， 알라르에의 유영한 표현용 빌리자연 ‘언어 

뒤로사라지는disparition éloc이m~’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정 

에서 이 작풍의 6장 강제수용소의 폭력파 꽁포 속에서 글쓰기의 경 

험용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주어가 ‘냐F’에서 t그 ;1’로 바뀌는 것온 

절대적인 고독 속으군 자아가 사라지는 운학적 경헝용 상징척으호 

보여 준다 앤에니스트Benveniste가 삼인갱의 혹성융 ‘우인청 "0" 

personnel’이라 했던 것처영 일인갱에서 삼인칭으로 연화는 단순히 

상인칭융 이용해서 냐의 이야기용 하는 문엉객인 연화가 아니라， 

자아의 존재훌 무화시켜서 용항쇼가 땅하는‘중성 neutre’의 심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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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가가는 것용 의미한다 주체는 더 이상‘냐’라고 말할 수 있는 

힘융 잃어어리고 영 빈 자리， 측 무인칭이 왼다 그에게 더 이상 자 

신안의 삶옹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끊잉없이 웅직이며， 수많은 사 

랑을의 꿈과 알할 수 없는 사연틀이 공명하는 자리가 된다 그것이 

대명가나 이야기꾼의 삶이다 타하르 벤 생훈이 수용소에 툴어가기 

전 만난， 자신의 훈영융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떠롤이 이야기꾼’이 

라자처하는궁인의 알쳐엄 

[ ... J je suis 1녕temel voyageur, aujourd’hui déguisé en soldat, 
demain en maître d ’écnle coranique ou en aviateur de I'armée 

américaine ... (88) 

[ ... [ 나는 영원한 여앵가다， 오늘옹 군인으로 연장하고， 내일옹 코 

란학교선생으로아니연미군 비앵기조총사로 

결 론 

아그레브 프랑스어 문학에서 이주 혹온 망명온 가장 대표적인 주 

제이다 실제로 타하르 앤 생룬융 비롯하여 대부훈의 작가를온 역 

사척 사건즐파 엄히연서 직정객이거나 간정적인 강요에 의해 고향 

융 떠나 외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작가를온 고목 

파소외률 경영하게 되고 글용흥해 자아툴 찾고자노력한다 

그러나 타하르 앤 쟁룬이 r대필기J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처엄 

고액용 썼던 루소와 달리 이들 작가툴에게 자아정셰성이란 잡으려 

고 쫓아가연 더 열리 달아나는 사악의 신기루와 같온 것으로 인식 

된다 타하르 앤 젤툰온 루소가 제시한 자서션의 규약에 따라 한연 

의 수미일판왼 이야기툴 용해 자신의 일생 t용 재구성하려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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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지안， 글응 마치 금이 간 거울처럽 시간과 공간에 따라 여러 충 

위로 분열왼 자아의 모습율 보여 줄 뿐이다 더군다나 대필가나 이 

야기꾼은 자기 인생용 샤는 사랑이 아니다 그는 다룡 사랑의 삶을 

글로 쓰거나 이야기하연서 다른 사랑들의 인생용 산다 그렇기 때 

문에 r대평가J는 타하르 앤 생푼이 산 인생의 이야기이연서 풍시에 

그흩 률러싼 수많옹 사랍툴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의 자리는 마 

치 에디나의 광장처협 서로 다른 많은 사랍률이 이야기가 어툴다 

지나가는，언채나사랑를로용비지만그자체로는텅 번 꽁간이다 

나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을까7 일련의 비명가즐온 타하르 벤 

생룬융 비훗한 다른 프량스어 작가들의 자전적 소성에 자주 동장하 

는 이와 감옹 자아의 분열과 상실에 대한 날카로용 의식， 그리고 따 

연화왼 역사적 경험융 표현하기 위한 실험객인 서술형식이 누보로 

앙파 바르트룡 비롯한 신비명의 영향이라고 알한다 이와 같용 해 

석용 통해 프항스 문단의 비명가들옹 프랑스어 마그러1프 문학이 프 

랑스 본토문학에 비해 열퉁한 것처럽 양시하고， 아그레브 문단의 

비멍가즐온 인족주의에 입각해서 프랑스어 마그레브 문학용 배척 

한다 결국그툴옹이두민족국가의문학 어디에도속해있지않다 

그것이 대훨가 혹옹 이야기꾼의 운영이다 

Mes racines 잉nt peut-être là dans ∞s mots, dans cette enπe 

qui voudrait dire la couleur indéfinissable d'une colline du Sud 

。u d'un r。이er sur la Méditerranée [ ... 1 (1 74) 

내 얘리논 아아도 냥쪽지앙의 언억이나 지충해 바외의 정의할 수 

없는색채용말하고싶어하는이 단어률， 이 잉크속에 있다[ ... 1 

타하르 앤 젤용용 다릉 작품의 끝파 마찬가지로 r대필가j 의 끝에 

도 역시 글융 쓴 기간과 옳겨 다닌 공간을 기륙해 놓았다 ‘카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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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혜르-파리 / 1981 년 12월-1982년 12월'(198 ) 그는 지중해릎 사이 

에 두고 그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의 삶융 살고 있융 것이다， 아마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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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ésumé>> 

L’impossibilité d ’écrire une autobiographie 

-L’ëcrivain public de Tahar Ben Jelloun 

En comme띠ant L'écrÎvain public, son récit autobiographique, 
Tahar Ben Jelloun dit dans la préface écrite par un scribc, qu’il 

est impossible d'écrire une autobiographie au sens strict. D'une 

part, plus iI essaie de se saisir dans une image fixe et stable, 
plus 50n moi se divise. Sous la violence de l'histoire modeme 

du Maghreb, il se déplace d'une ville à I’autre, d’un pays a 

I'autre, et sa vie se fracture ainsi en fragments. De 1’autre, com 

me le montre c1airement le titre, iI décide d ’écrire au lieu de 

vivre. l ’'écrivain public, dans la société traditionnelle, est un 

métier qui écrit pour ceux qui ne savent pas écrire. Pour lui, iI 
ne , ’agit pas de transcrire leurs paroles en lettres, mais de les 

vivre et les transformer en roman. Ce récit nous raconte l'his 

toire de sa vie, qui se réduit en une place vide dans une 

50litude absolue et à la fois les vies des gens qu’iI a vécues dans 

50n intéri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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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타하르 앤 생흘，대핑가" 자서전， 자션적 소껄， 이주， 정쩨성， 

을쓰기 

mots-dés: Tahar Ben Jelloun. L’'écrivain public, autobiographie, 
roman autobiographique, diaspora, identité, écriture 

투고일 200' 년 9월 23일 

성사완료일 200'년 10월 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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