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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논문은 모호성의 원리에 비추어 타하르 벤 젤룬의 『모래 아이』에

나타난 ‘문학의 모험’을 분석함으로써,작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모호성은 혼란을 야기하는 불확실성과,다양한 가능성

을 내포하는 유동성을 동시에 지닌다.우리는 랑스어 마그 문학의

본질 속성이기도 한 모호성이,이 작품을 상투 인 테두리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문학에 한 본질 이고 철학 인 문제에

근시키는 것으로 본다.우리는 존재,이야기 그리고 쓰기 차원에서 이루

어지는 모험에 한 분석을 통하여 모호성이 가능 하는 문학 힘을 조

명해보고자 한다.

1장에서는 ‘속 이야기’를 심으로 하여 주인공이 겪는 ‘존재의 모험’을

고찰한다.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의 삶을 살아야하는 주인공 ‘아흐메드/

자흐라’는 이 성을 내재화한 존재로서,자신의 혼종의 상태와 이로 인한

존재의 모순을 비극 으로 인식한다.존재의 모호성과 그것이 야기하는

혼란을 극복하기 하여,주인공은 먼 철 하게 남자로서의 가면을 쓰

면서 거짓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로 한다.그러나 아무리 두꺼운 가면일지

라도 주인공은 결국 그 안에서 그만큼 더 날카로운 거울을 마주하게 되고

그 결과,벗어날 수 없는 여성으로서의 존재를 확인할 뿐이다.가면 쓰기

에 실패한 아흐메드/자흐라는 가면을 벗고 본래 자신의 존재로 돌아가고

자 한다.그러나 이 새로운 시도에서도 주인공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 히 되찾을 수 없다.가면을 벗고 마주하게 된 거울은,존재가 아닌 외

면이라는 왜곡된 반 을 비추는 일종의 속임수이기 때문이다.그 결과,존

재의 모험은 동일성과 이타성의 복잡한 변증법 과정을 거치며 주인공을

가면과 거울의 유희라는 순환 고리 속에 가두어 버리고,정체성의 탐구는

미완의 상태로 남는다.

2장에서는 ‘바깥 이야기’를 참조하여 이야기꾼과 청 사이에서 벌어지

는 ‘이야기의 모험’을 분석한다.존재의 모험을 통하여 제기된 정체성에

한 탐구 과정은,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방법,즉 언어를 통한 모색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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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모래 아이』는 액자식 구조를 가진 소설로

서,작가는 바깥 이야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부여한 이야기꾼을 등장시켜,

다양한 서술 략을 구 한다. 장에 이야기꾼이 나타나 청 들에게 이

야기를 들려주는 구 의 통이 도입되면서,이야기꾼과 청 들 사이의

직 이고 즉각 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이를 통해 ‘공모의 술’이

구 되고,다성 인 이야기가 만들어진다.서술자의 지 가 사라진

이 이야기 속에는,주목할 만한 다른 서사 특성이 찰된다.그것은

바로 텍스트가 쓰여 지면서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이야

기하는,일종의 메타픽션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게다가 이 이

야기의 원천이 되는 아흐메드/자흐라의 일기장은 그것이 담고 있는 주인

공의 내 한 언어와,이야기꾼의 출 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기이한 등장

방식으로 인해 비 과 신비의 책이 된다.이로써 이야기는 그 진실과 결

말을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고 주인공의 존재만큼이나 모호한 이야기

로 머문다.

3장에서는 작가가 앞의 두 모험을 보편화하고자 시도하는 ‘쓰기의 모

험’의 과정과 그 의미를 조명한다. 쓰기의 모험에서 우리는,존재와 이

야기가 지표를 잃고 헤매는 미로라는 비극 공간이,진리를 세우려는 끝

없는 노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폐쇄 회로라기보다는 열린 우주가 될 수 있

다는 보르헤스 경향을 발견한다.모호성에 한 이와 같은 환 사고

는 벤 젤룬의 쓰기에서 시 언어와 상상력으로 인하여 가능해진다.왜

냐하면 시 언어와 만난 상상력은 우리를 월 인 꿈의 역으로 데려가

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작가의 속에서 탐색된 모호성은 끊임없이 고정

된 의미를 탈피하며 변화하는 가운데,순환성과 개방성이라는 새로운 가

능성의 장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

벤 젤룬이 『모래 아이』에서 모호성을 재조명하기 해 행한 시도는

그것이 모든 존재와 이야기의 본질 인 속성임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

다.이 바탕 에서 그는,존재와 이야기가 자신의 잃어버린 의미를 찾기

하여 행하는 여정을 일종의 모험을 통하여 문학 으로 형상화하고,결

국 원한 실패 그 자체로부터 역설 인 가능성과 다양성을 만들어 낸다.

이로써 우리는 의 인간과 문학이 마주한 모호성의 속성과 의미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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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모호성은 ‘끝없이’모험을 해야 하는 존재-이야기- 쓰기의

원한 원리가 되는 것이다.그리고 『모래 아이』는 시작도 끝도 없고,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로 빚어지며,독자의 상상력에 따라 원히 제 모습

을 바꾸는,모래 알갱이로 이루어진 한 권이 ‘책’이 된다.

주제어: 랑스어 마그 문학,타하르 벤 젤룬,모호성,정체성 탐구,

포스트모더니즘,무한성

학 번:2009-20027





목 차

Ⅰ.서론······························································································· 1

Ⅱ.본론·······························································································10

1.존재의 모험················································································10

1.1.존재의 이 성:혼종과 모순·····················································11

1.2.가면과 거울의 유희····································································21

1.2.1.가면 속의 거울:심연과 고독··············································21

1.2.2.거울 속의 가면:뒤틀린 반 과 정체성 탐구의 실패····32

2.이야기의 모험············································································41

2.1.구 의 차용:독백 서술의 해체와 공모의 술···················42

2.2.이야기에 한 이야기:‘일곱 개의 문’과 메타픽션·············54

2.3.수수께끼와 비 의 책:완결될 수 없는 이야기···················64

3. 쓰기의 모험············································································72

3.1.‘먼 음유시인’과 미로:폐쇄 회로에서 열린 우주로·········73

3.2.시 언어와 상상력:비극 실에서 월 꿈으로·······82

3.3.순환성과 개방성:무한을 향해 열려진 창·····························95

Ⅲ.결론·······························································································101

참고문헌······························································································106

Résumé·······························································································112





- 1 -

Ⅰ.서론

랑스어로 을 쓰는 랑스어권 국가 출신 작가의 경우 그의 쓰기

가 갖는 이 이고 모호한 상은 그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마련이

다.게다가 그의 출신 국가가 랑스라는 타자와 폭력 인 만남을 가졌던

경우라면 그 문제의식과 고민은 보다 첨 해질 수밖에 없다.이러한 측면

에서,‘랑스어 마그 문학’1)은 각별한 지 를 가진다.

랑스어 마그 문학은 랑스의 식민 지배 역사와 독립 후의 국가

재건설 과정을 거치며 겪게 된 무수한 혼란과 정체성 분열의 상태를 탐구

하고 고발하면서 생겨난다.이러한 이유로 기 랑스어 마그 문학

은 흔히 쟁과 폭력 혹은 사회의 부조리 등을 폭로하는 데에 그 주요한

목 을 두면서 리얼리즘의 성격이 지배 으로 작용하 다.즉,식민 지배

를 통하여 그들이 겪은 폭력이 얼마나 끔 한 것이었는지를 있는 그 로

드러내기 하여 그 참상을 낱낱이 증언하고,국가 재건설 과정에서 겪게

된 부조리한 실을 고발하고자 작가들이 펜을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랑스어 마그 문학은 오직 증언과 고발을 목 으로 하면서

폭력성이나 집단성과 같은 주제를 드러내는 한정된 조건에 머무를 수만은

없다. 랑스어 마그 문학은 알베르 멤미AlbertMemmi의 진단과 같

이,“자신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하여 을 쓰는 기이한 운명,게

다가 자신의 민족을 정복했던 이들을 하여 을 쓰는 보다 기이한 운

명”2)을 지닌 작가들이 그 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1)본 용어는,이 분야의 문학을 지시하는데 가장 보편 으로 쓰이는 랑스어 표

인,‘lalittératuremaghrébinedelanguefrançaise’를 번역한 것이다. 랑스어 마

그 문학은 랑스어권 문학lalittératurefrancophone을 구성하는 표 인 범

주로,그 지리 명칭에서 드러나듯이,유럽 륙과 지 해를 사이에 두고 치해

있는 모로코,알제리,튀니지를 포 하는 북아 리카 지역 출신 작가들에 의하여

랑스어로 쓰여 진 문학을 일컫는다.이 용어의 정의와 개념,간단한 역사는,

Jacques Noiray,Littératures francophones Ⅰ.Le Maghreb,Paris:Éditions

Belin,2000,pp.7-17참고.

2)“Curieuxdestinqued'écrirepourunautrepeuplequelesien!Pluscurieux

encore que d'écrire pourles vainqueurs de son peuple!”,AlbertMemmi,

PortraitducoloniséprécédédePortraitducolonisateuretd’unepréfacede

Jean-PaulSartre,Paris:Gallimard,2006,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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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어 마그 문학은 용어 자체에서 자신의 근본 인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랑스어’와 ‘마그 ’라는 두 가지 양립된 속

성을 내재하고 있는 이 문학은 이와 같은 ‘양가성ambivalence’으로부터

비롯된 ‘모호성ambiguïté’3)을 자신의 본질 속성으로 삼는다.자크 아

JacquesNoiray는 이 문학이 “근본 으로 서로 다른 두 문화, 립하는

두 역사,그리고 서로 다른 지식과 욕망을 갖고 있는 두 민족에 근거하며,

식민역사와 문화변용의 참극을 겪어왔다”고 설명하면서,“ 랑스어 마그

문학은 자신의 본질 속성인 모호성과 결코 그 계를 끊어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4)그리고 특히나 “언어 문제에서 오는 모호성은

이들이 겪는 문화 모호성에 한 상징이자,가장 주요한 원인 하나”

라는 사실을 떠올려 볼 때,“작가들이 놓인 상황이야 말로 이러한 상을

드러내는 완벽한 증이라고 할 수 있다.”5)

그런데 우리는 랑스어 마그 문학이 “이러한 모순들로부터 출발할

때만이 진 할 수 있으며, 한 바로 그 지 에서 랑스어 마그 문

학의 풍요로움과 생명력의 원천이 생겨”6)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원한 고민은 작가들을 정체시키거나 무력화시키지 않고,역설 으로

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풍요로운 쓰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로써 작가들은 그들의 토양에 발을 딛고 있는 동시에 보다 자

유롭게 주제와 형식을 다양화 시키면서 자신들의 문학 세계를 더욱 풍요

롭게 만들어 나가게 된다.7)특히,1956년에 『네즈마 Nedjma』를 발표한

3) 랑스어 단어 ‘ambiguïté’는 한국어 단어 ‘모호성’,‘양면성’,‘모순성’,‘애매성’,‘

의성’,‘다의성’등의 다양한 번역어에 응한다.본고에서는 분석의 심 주제가

되는 이 단어를 맥락에 따라 특별히 그 분화된 의미를 강조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모호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4)“〔…〕lalittératuremaghrébinedelanguefrançaisen’enaurajamaisfiniavec

une ambiguïté qui lui est consubstantielle. Appuyée sur deux cultures

radicalementdifférentes,deuxhistoiresantagoniques,deuxpublicsdiversdans

leurssavoirsetleursdésirs,traverséeparlesdramesdelacolonisationetde

l’acculturation,〔…〕”,JacquesNoiray,op.cit.,p.8.

5)“Sonambiguïtélinguistiqueestlesymbole,etl'unedescausesmajeures,de

son ambiguïté culturelle.Etla situation de l'écrivain colonisé en estune

parfaiteillustration.”,AlbertMemmi,op.cit.,p.126.

6)“〔…〕ellenepeutprogresserqu’àpartirdesescontradictions.Sansdoute

tire-t-elledelàsarichesseetsavitalité.”,JacquesNoiray,op.cit.,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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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작가인 카텝 야신KatebYacine을 필두로 하여 일종의 “마그

식 보 로망Nouveau-Romanmaghrébin”8)이 구축된다.새롭게 구축된

이 쓰기의 통은 독립 이후의 작가 세 에게 단순한 고발의 역할을 넘

어설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의 문학 기능의 토 를 마련한 것으로 평

가된다.9)

이러한 흐름 가운데,『신성한 밤 LaNuitSacrée』으로 1987년 공쿠르

상leprixGoncourt을 수상한 타하르 벤 젤룬TaharBenJelloun10)은 앞서

언 한 랑스어 마그 문학의 흐름과 쟁 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7)이 변화의 과정에는,언어 사용의 문제를 민족 시각에서 단하기 보다는 작가

의 개인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이와 련하여

다음의 문장을 참고할 수 있다.“Qu'ellesoitarabeoufrançaise,lalanguede

l'écrivainestd'abordsaproprelangue,celledesonsouffleparticulier,desa

mythologieetdesavisiondumonde,desonvécusensibleetobjectif,dela

maîtrisequ'ilapuacquérirdesaréalitésocialeetdelaréalitéhumaineen

général.”,AbdellatifLaâbi,LaBrûluredesinterrogations,Entretiensréalisés

par Jacques Alessandra, Paris: L'Harmattan, 1985, p. 67. Alina

Gageatu-Ionicescu,Lecturesdesable,LesrécitsdeTaharBenJelloun,thèse

dedoctorat,UniversitéRennes2-UniversitédeCraiova,2009,p.20에서 재인

용.

8)MarcGontard,NedjmadeKatebYacine:essaisurlastructureformelledu

roman,Paris:L'Harmattan,1985,p.113.

9)타하르 벤 젤룬은 카텝 야신이 독립 이후 랑스어 마그 문학과 작가들에게

끼친 향에 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 다.“SansNedjma,peut-êtrequenous

autresécrivainsmaghrébinsdelagénérationdel’indépendance,nousn’aurions

pasécritcequenousavonsécrit.”,TaharBenJelloun,“Lesilencechahuté”,in

Benamar Médiène(dir.), Pour Kateb, Alger: ENAL, 1990, p. 5. Alina

Gageatu-Ionicescu,op.cit.,p.18에서 재인용.

10)타하르 벤 젤룬(TaharBenJelloun,1944-)은 북아 리카 국가인 모로코의 페즈

Fès에서 태어났다.아랍어와 랑스어를 함께 쓰는 등학교를 나온 뒤 18살까지

탕제르Tanger의 랑스 학교를 다녔으며,이후 라바트Rabat의 MohammedⅤ 학

에서 철학을 공부하 다.그 후 3년간 모로코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편생활을 하

으나,국가 정책으로 철학 교육이 아랍어화 되자 1971년 교사직을 그만두고

리로 유학을 떠난다.그리고 그곳에서 ‘랑스에 거주하는 북아 리카 노동자들의

감정 ․성 불행’에 한 연구로 사회심리학 박사 학 를 받았다.1970년 부터

『르 몽드』지의 기고가로 활동하 으며,1985년 발표한 『모래 아이 L'enfantde

sable』로 작가로서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1987년 그 후속편으로 발표한 『신성한

밤 Lanuitsacrée』으로 그 해 공쿠르 상을 수상하게 된다.자신에게는 ‘ 쓰는

일이 숨 쉬는 일과도 같은’벤 젤룬은 그동안 장르를 넘나들며 시,소설,에세이

등 40여 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하 다. 재 공쿠르 아카데미의 회원으로서, 리

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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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확고하고 독창 인 방식으

로 구축해나간 작가라고 할 수 있다.그가 세상에 내놓는 들은 기본

으로 마그 의 토양에 뿌리내리고 있다.그러나 그의 작품에서 오직 고

발과 비 의 역할로서의 메시지만을 읽고자 한다면,그가 서술 략과

다양한 상징을 통하여 그려내는 풍부한 이야기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다시 말해,벤 젤룬 작품 세계의 특징은 그가 달하고

자 하는 메시지와 더불어 이 메시지를 표 하는 쓰기의 힘 그 자체에

있다고 할 수 있다.바로 이러한 이유가,벤 젤룬의 작품이 단순히 랑스

어로 을 쓰는 마그 작가의 텍스트라는 편견에 고립되지 않은 채,

세계의 독자들을 매혹시키고11)수많은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 온 원동력이 될 것이다.

벤 젤룬이 1985년에 발표한『모래 아이 L’enfantdesable』12)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그것의 속편인『신성한 밤』과 함께 그의 심 인 작

품으로 설정되어 왔다.13)작가는 이 작품에서 통 인 아랍 사회와 이슬

람 종교라는 배경 속에,여자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남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한 인간의 굴곡 많은 여정을 그려낸다.『모래 아이』

11)벤 젤룬은 랑스어 마그 작가들 에서 세계에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품을 쓴 작가이다.

12)TaharBenJelloun,L’enfantdesable,Paris:ÉditionsduSeuil,1985.이후 본고

에서는 ES로 약기한다.이 작품은 『모래의 아이』라는 제목의 번역서로 한국에

소개되었다.(타하르 벤 젤룬,『모래의 아이』,이세진 옮김,서울:새물결,2007.)

그러나 우리는 제목의 의미가 ‘모래의 속성을 지닌’,‘모래로 만든’,‘모래와 같은’

아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을 지칭할 때 『모래

아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도록 한다.

13)연구자들은 벤 젤룬의 작품 활동이,뿌리 깊은 통과 충격 인 불평등이 고

든 사회의 온갖 악에 한 비 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에서,『모래 아이』와 『신

성한 밤』을 기 으로 형식과 롯에 보다 큰 요성이 부과되면서,그의 창작 경

향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한다.“Leromancier(=BenJelloun)n'enpoursuivit

pasmoins,d'uneœuvreàl'autre,sacritiquedesdiversmauxquiminentune

sociétéfigée,campéesursestraditionsancestralesetauxinégalitésfrappantes.

〔…〕Tahar Ben Jelloun accorde,néanmoins,une importance plus grande

qu'auparavantàlaformeetàl'intrigueàpartirdeL'Enfantdesable(1985)et

deLaNuitsacrée(prixGoncourt,1987)quiannoncentunrenouvellementdans

saproduction.”,MohamedRidhaBouguerraetSabihaBouguerra,Histoiredela

littérature du Maghreb. Littérature francophone, Paris: Ellipses Edition

Marketing,2010,pp.75-8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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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로코의 통 인 아랍식 장에 이야기꾼이 등장하여, 장에 모인

청 들에게 주인공의 삶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조,즉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일종의 액자식 구조를 취하고 있다.이에 따라 작

품은,여자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남자의 인생을 살게 되면

서 겪는 정체성 문제를 그린 ‘속 이야기’와,이야기꾼들이 주인공의 일기

장을 통해 그의 삶에 한 이야기를 달하는 ‘바깥 이야기’로 구성된다.

『모래 아이』에 한 서평에서,르 클 지오LeClézio는 “철학 콩트

이자 소설,주술(呪術), 인 사랑과 욕망에 한 시,그리고 통 도덕

에 한 비 서이기도 한 『모래 아이』는, 한 모든 문학의 시작이 되

는 언어의 도취를 떠올리게 하며,”14)“벤 젤룬은 우리를 『천일야화』에

서 막 튀어나온 듯한 경이롭고 신비로운 모험 속으로 데려 간다”15)고 쓴

다.르 클 지오의 복합 인 평가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모래 아이』는

벤 젤룬에게 있어 풍부한 주제와 다양한 층 의 서술,그리고 쓰기

략들을 한꺼번에 담아내고 있는 일종의 문학 실험의 장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이 작품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주제와 그

에 따른 다채로운 분석 방식으로 독해되어 왔다.

먼 『모래 아이』가 취하고 있는 액자식 구조의 특성상,서술의 심

에 보다 가까이 치하게 되는 것은 ‘속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그리고

‘속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이 성의 삶이 부과된 배경은 아랍권의 뿌리 깊

은 보수 문화와 종교에서 유래하는 것이고,‘혼종hybridité’16)의 상황을

14)“Contephilosophique,roman,incantation,poèmedel’amourfouetdudésir,

critiquedelamoraletraditionnelle,L’Enfantdesablenousrappelleaussile

commencementdetoutelittérature,quiestl’ivressedelaparole.”,J.-M.G.Le

Clézio,“Laparolevivanteduconteur”,LeMonde,06/09/1985,p.13.

15) “〔…〕Tahar Ben Jelloun nous lance dans une aventure incroyable,

mystérieuse,quisemblesortietoutdroitdesMilleetUneNuits.”,Ibid..

16) 랑스어 마그 문학을 이야기할 때 필수 으로 사용되는 개념 하나인 ‘혼

종’은 랑스어의 ‘hybridité’에 해당하는 번역어로,어원 으로는 ‘서로 다른 두 종

(種)으로부터 유래한 것(quiprovientdeuxespècesdifférents)’이라는 의미를 지니

는 까닭에 보통 생물학 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그러나 오늘날에는 문화변용

acculturation등의 상을 겪으며 ‘어떠한 특정한 유형,장르,양식에 속하지 않은

채 기이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요소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quin’appartientà

aucuntype,genre,style;quiestbizarrementcomposéd’élémentsdivers)’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된다.TrésordelaLangueFrançaiseinformatisé어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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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는 이분법의 기 은 남자/여자라는 성(性)의 역이다.이러한 까닭

에 작가는 ‘속 이야기’를 통하여,인간을 억압하는 통 가치에 한 비

의식을 보여주고,나아가 젠더 문제와 섹슈얼리티17)에 한 깊이 있는

주제들을 펼쳐낸다.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이

야기 속 주인공의 운명,즉 여자의 몸으로 남자의 삶을 사는 다소 충격

인 소재와 이 혼종의 상태로부터 생되는 극도의 정체성 혼란에 이목을

집 시키게 된다.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혼란의 양상은 식민과 탈식민의

과정을 겪어 온 마그 국가들의 사회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이러한

이유로,『모래 아이』를 심으로 진행된 벤 젤룬의 소설에 한 연구는,

그의 기 작품들과 함께,그가 포스트식민주의 상황이나 보수 인 아

랍권의 문화에 하여 증언하고 고발하는 사회 참여 문학으로서의 역할

에 주목하거나 젠더 문제,그리고 정체성 탐구와 같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다른 한편으로,『모래 아이』를 비롯한 벤 젤룬의 소설에 한 연구는

작품의 형식과 서술 략에 큰 심을 기울인다.앞서 언 한 바와 같

이,『모래 아이』는 단순히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서만 독해될 수 없다.

오히려 이와 같은 일차 인 역할만을 강조할 경우,이 작품이 주는 편

인 의미만을 얻게 될 뿐,보다 심오한 작품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

우리는 이 작품의 주제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요소가 바로 그것이 지닌

서사구조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18)『모래 아이』에서 우리가 주목하

는 서술 특성은 ‘속 이야기’가 달되는 방식,즉 ‘바깥 이야기’를 심

과 일반 사 의 ‘hybride’항목 참고.

17)벤 젤룬은 “ 랑스에 거주하는 북아 리카 노동자들의 감정 ․성 불행(La

misèreaffectiveetsexuelledestravailleursnord-africainsenFrance)”에 한

연구로 사회심리학 박사 학 를 받았다.이 박사 학 논문은 이후에 『고독의 가

장 높은 곳』이라는 서로 출간된다.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Tahar Ben

Jelloun,LaPlushautedessolitudes,Paris:ÉditionsduSeuil,1977.

18)벤 젤룬은 자신의 쓰기 성향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직 밝힌 바 있다.“Colère

etrévoltecontrel’injustice,larépressionetl’arbitrairedesannées60-70;Ce

Maroc-là estceluiquim’a donné envied’écrire,c’est-à-diretémoigneret

dénoncer.Avecletemps,j’aicalmémesimpatiencesetpourcelajesuispassé

à la narration romanesque.”,TaharBen Jelloun,“Les Racines”,Magazine

littéraire,no.375,1999,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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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 되어 있다.‘바깥 이야기’에 등장하여 청 들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는 이야기꾼은 이 소설 속에서 일종의 연출된 서술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 서술자의 역할을 맡은 이야기꾼은 한명이 아닌 여럿이고,각

기 다른 목소리가 포개지고 갈라지는 여러 이야기의 변주를 만들어 냄으

로써 이야기를 해체시키고 다원화된 서술구조를 만들어 낸다.그리고 고

정된 거리가 없이 ‘되는 로àl’aventure’흘러가버린 이야기는 결국 어

떠한 결말도 제시해 수 없다.즉,이 작품은 소설의 형식 자체에 한

략 쓰기를 통하여 그 주제를 함께 구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가가 의도한 작품의 의미에 보다 가까이 근하기 해서는

두 가지 어느 한 가지 기 만을 세우는 일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

인다.그 기 때문에 『모래 아이』의 연구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독서의

방법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그 다면 ‘속 이야기’와 ‘바깥 이야

기’를 이끌어가는 공통된 원동력은 무엇일까?그것은 바로 랑스어 마그

문학의 특성이기도 한,‘모호성’으로 환원된다고 할 수 있다.이야기

속 주인공은 남자와 여자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인물로서,자신의 모호

하고 규정지을 수 없는 실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 나가고자 하며,이 이

야기를 달하는 밖의 이야기는 서술 략을 통하여 주인공의 모호한

실만큼이나 난해하고 복잡한 이야기의 미로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다.

『모래 아이』는 제목을 통하여 이 작품의 주제를 상징 으로 드러내고

있다.‘모래sable’는 메마르고,견고하지 못하며,확정 이지 못한 ‘물질’이

고19),‘아이enfant’는 언제나 그 성장이 제되어 있는 미성숙의 상태에

있다.그 기 때문에 ‘모래로 만들어진 아이’는 끊임없이 부서지고 소멸되

는 운명을 지니면서,이미 성장의 불가능성을 내재한 모순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그 지만 모래는 그가 지닌 비고정성과 유동성 덕분에 언제

나 새로운 모습이 만들어지면서,역설 으로 그 안에 순환성과 개방성을

내포한다. 한 모래로 가득 찬 사막의 상상계로 데려가면서 우리를 꿈꾸

게 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그 기 때문에 양가 속성을 지닌

19)‘bâtirsurlesable(사상 각)’,‘semersurlesable(헛수고하다)’,‘êtresurle

sable(무일푼이다)’,‘s'engagersurlesable(좌 하다)’같은 표 을 참고해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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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로 만들어진 ‘아이’는 확정된 모습을 갖지 못한 채 원히 모습을 바

꾸며 방랑할지라도,성장해 나갈 그의 운명 앞에는 끝없이 다양한 가능성

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래 아이』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모호성의 속성이다.

우리는 한,모호성을 지닌 모든 운명에게는,자신이 결코 고정된 의미

에 머무를 수 없고 수많은 갈림길 사이에서 원히 방랑해야하기 때문에,

일종의 ‘모험aventure’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언제나

의미가 확정 이고 동요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고정된 자리에 머물러 있

는 것만으로 존재의 의미를 충족시킨다.그러나 이 성,나아가 다 성을

지닌 채 불확실성 속에서 혼란을 겪는 모든 운명은,그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그 결심에는 언제나 움직임이 동반하고 이 움직임

에 따른 여정이 생겨나게 되면서 일종의 모험을 감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호성의 모험은 그 속성상 “수많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끝을 확신할 수 없는 기획”20)이 된다.

본 논문이 『모래 아이』의 분석을 통하여 시도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모호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문학의 모험’에 한 고찰이다.우리는

여기서 모호성이,모험을 행하는 주체의 속성이자 그 여정의 속성이라 규

정한다.그리고 우리는 『모래 아이』의 주인공 차원에서 벌어지는 ‘존재

의 모험’,이야기꾼을 심으로 생겨나는 ‘이야기의 모험’,그리고 작가 차

원에서 시도되는 ‘쓰기의 모험’에 한 분석의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먼 우리는 자아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존재의 모험’에 주목하면

서,이 성의 숙명을 타고난 존재의 속성을 ‘혼종’과 ‘모순’의 개념을 통하

여 분석한다.그리고 자신의 모호성을 인식한 존재가 그의 정체성과 존재

의 의미를 찾기 하여 겪는 모험을 ‘가면’과 ‘거울’의 유희를 통하여 살펴

볼 것이다.이어서,이 과정을 소설 장치와 략을 통해 구 한 ‘이야기

의 모험’을 분석함으로써 주인공의 삶을 달하는 단순한 역할을 넘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나아가 독립된 지 로서 모험에 참여하

20)“Entrepriseremarquableparlegrandnombredesesdifficultésetl’incertitude

desonaboutissement.”,TrésordelaLangueFrançaiseinformatisé일반 사 의

‘aventure’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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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야기의 속성을 살펴보고자 한다.사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의 운명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확실한 거리도 없이 흩어지고 부서지며 길을 잃게

되는데,이러한 이야기의 속성을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과 련지어 생각

해 볼 수 있다.우리는 이 두 모험에 한 고찰을 통하여 오늘날의 인간

과 문학이 마주한 모호성의 속성과 의미를 밝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쓰기의 모험’에서는,작가에게 있어서 그의 창작의 원리

가 되는 모호성이 던져 수 있는 새로운 역을 탐구한다.벤 젤룬이

쓰기를 통하여,모호성의 역에서 어떠한 모험을 하게 되는지,즉 작가가

어떻게 쓰기를 통해 혼란을 야기하는 모호성을 무한한 가능성의 장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이로써 우리는 작가가 모호성을 주

제로 하여 구 한 문학의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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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론

1.존재의 모험

식민과 탈식민의 과정을 거치며 생된 집단 차원과,21)언어 사용에

한 작가 개인의 쓰기 차원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의식은 이 소속

혹은 무소속의 상태로부터 유래한다.그리고 여기에 필수 으로 동반되는

정체성의 혼란은 기본 으로 그 ‘혼종’의 상황과 여기서 생되는 ‘모순’에

직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 살아가야하는 『모

래 아이』 ‘속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러한 마그 특수성을 그

로 반 하고 있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주인공이 겪는 시련과,정체성의 의미를 찾아가기 한 모험이

“이방인 작가의 기의식과 원한 타자로서의 아랍 세계의 여성의 문제

를 넘어,존재론의 근원에 근해 가는 것”22)으로 본다.왜냐하면 주인공

은 더 이상 종교와 통에 의해 가부장 사회에서 고통 받는 여성이라는

외면에 머물러있지 않고,이 성이라는 모순을 내재한 모든 존재들의 내

면과 본질에 근해가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극도의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난 원죄로,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남자로 살아가면서 겪게 된

혼란과 모순 속에서 주인공이 감행하는 일련의 모험들과 그 가운데 일기

장을 통해 기록된 내면의 깊숙한 언어들은,어느 순간 남자/여자라는 이

분법의 한정 인 조건을 떠나 양면성을 내재한 이 성의 존재,나아가 인

간 체의 본질을 그려낸다.23)

21)형식과 주제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벤 젤룬의 소설에 등장하는 소재와 문제의

식은 기본 으로 사회 이고 집단 인 토양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lesromansdeTaharBen Jelloun sontl'écrituredecestroublesde

l'identitécollective〔…〕”,NadiaKamal-Trense,TaharBenJelloun:L'écrivain

desvilles,Paris:L'Harmattan,1998,p.166.그러나 우리는 집단 의식에서 시

작된 이 문제의식이 결국 개인의 문제로 회귀되며,그가 펼치는 모험이 존재론의

본질 물음에 다가가게 되는 과정임을 밝 볼 것이다.

22)이건우,「 원한 타자의 상상력:벤 젤룬의 경우」,오생근․이동렬 엮음,『 루

스트와 랑스 소설』,민음사,1998,p.564.

23)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요한 은,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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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차원에서 벌어지는 존재의 모험은 먼 주인공이 자신의 이 성

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여,그 인식이 존재의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이 비극 상황을 타개하기 하여 주인공이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

정으로 이루어진다.

1.1.존재의 이 성:혼종과 모순

장의 이야기꾼에 의하여 달되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벤 젤룬이 모로

코에서 일어난 실화에서 착안하여 만들었을 만큼,있을법한 ‘사건’으로부

터 시작된다.그런데 “이 있을법한 이야기는 먼 마그 의 가족 계

에서 드러나는 성 불평등에 한 사회 인 의미를 지니는 이야기로 그

려지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본질 의미는,거짓된 행동을 하며 남자로서

의 삶을 살게 되는 주인공이 차 으로 자신의 존재에 한 의미를 탐구

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 구 되어 있다”24)고 볼 수 있다.벤 젤룬은 랑

스어 마그 작가군 에서도 특히 정체성의 탐구를 주된 주제로 삼아

온 표 인 작가이며,그는 『모래 아이』에서,여자로 태어났으나 남자

들은 그들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모두 불행한 존재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

다.‘속 이야기’에는,일곱 명의 딸을 갖고 결국 여덟 번째 딸을 아들로 키우게 된

분노와 망에 빠진 아버지,아들을 낳지 못한 채 집안을 휘감는 불행 속에서 조

용히 미쳐가는 수동 인 어머니,간질 환자에 다리를 는 장애인으로 여자 혹은

인간으로서의 정상 삶을 완 히 박탈당한 채 주인공과 결혼하여 결국 죽음을 맞

이하는 티마,그리고 여자로 태어나 남자의 삶을 짊어지고 살아야하는 주인공

아흐메드/자흐라가 등장한다.특히 집안의 권한을 쥔 채,불행한 여성들의

척 에 서야할 아버지마 주받은 운명을 타고났을 뿐이다.(“Lepèren’avait

pasdechance;ilétaitpersuadéqu’unemalédictionlointaineetlourdepesaitsur

savie〔…〕”,ES,p.17.)심지어 망과 분노에 찬 아버지의 모습은,주인공이

성인이 되어 극도의 혼란을 겪을 당시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결국 이 소설

에서 남성/여성의 구분은 정체성 혼란에 한 하나의 변주로서 제시되는 주제이

며,이 주제를 씨앗으로 하여 모호성이라는 주제를 확장시켜 나간다고 볼 수 있다.

24)“Cecontepeusoucieuxdelavraisemblanceseprésented’abordcommeune

fable à portée sociologique surl’inégalité des sexes dans les familles du

Maghreb.Maisl’essentieldelasignification estailleurs:dansledésirqui

s’empareprogressivementdel’héroïne,aprèsun tempsd’acceptation etune

parodiedecomportementviril,dedécouvrirlesensdeson être.”,Jacques

Noiray,op.cit.,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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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아가야하는 한 인간을 주인공으로 삼아,불안한 존재가 정체성을 찾

아나가는 모험을 그려낸다.그 다면 어떠한 이유와 방식으로 주인공이

이 성을 내재화한 존재가 된 것인지를 고찰해 보는 것은 이 모험의 본질

성격을 밝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통 인 이슬람의 향권에 있는 모로코의 한 마을에서,상속자가 될

아들 없이 일곱 명의 딸을 갖게 된 주인공의 아버지 하지Hadj는 스스로

의 운명을 주한다.그는 일곱 명의 딸이 태어날 때마다 새 생명의 기쁨

신 애도를 경험하며,25)운명의 법칙을 바꾸어 보고자 온갖 험한 수를

써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더 깊은 망뿐이다.계속 되는 운명의

주 속에서 철 한 고독과 망에 빠져 있던 그는,어느 날 밤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꿈을 꾸게 된다.

그가 운명과 끝장을 보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바로 모든 문들이 닫 있

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네.그는 꿈을 하나 꾸었지.모든 것은 집안의 제

자리에 놓여 져 있었어.그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

네.죽음은 어떤 은이의 매력 인 얼굴을 하고 있었지.죽음이 그에게

몸을 숙이더니 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네.그 은이는 사람 마음을 뒤

흔들 만큼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어.그의 얼굴이 변하더니 어떤 때는

방 의 은 남자의 얼굴로 보 다가,어떤 때는 우아하고 희미한 은

여자의 얼굴이 보 네.그는 가 자신에게 입맞춤을 했는지 더 이상 알

수는 없었지만 죽음이 음과 삶을 가장하고 나타나 자신에게 몸을 기울

다는 것만큼은 확신했지.

Cefutàcemoment-làoùtouteslesportesétaientferméesqu'ilprit

ladécisiond'enfiniraveclafatalité.Ilfitunrêve:toutétaitàsa

placedanslamaison;ilétaitcouchéetlamortluirenditvisite.Elle

avaitlevisagegracieuxd'unadolescent.Ellesepenchasurluietlui

donnaunbaisersurlefront.L'adolescentétaitd'unebeautétroublante.

Sonvisagechangeait,ilétaittantôtceluidecejeunehommequivenait

d'apparaître,tantôtceluid'unejeunefemmelégèreetévanescente.Ilne

savaitplusquil'embrassait,maisavaitpourseulecertitudequela

25)“Leurnaissanceaétépourmoiundeuil.”,ES,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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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sepenchaitsurluimalgréledéguisementdelajeunesseetdela

viequ'elleaffichait.26)

“아침이 되자 죽음에 한 생각은 잊어버리고,오직 은이의 이미지만

을 기억하게 된”27)그는,바로 이 꿈으로부터 주인공의 운명을 뒤바꿀 은

하고도 엄청난 계획,나아가 이 소설 체를 뒤흔들게 될 씨앗을 품는

다.

그의 생각은 간단했지만,실 시키기는 어려우며,모든 힘을 다해 유지

시켜야 하는 것이었지:태어날 아이는 남자아이이다,설령 여자아이로 태

어난다고 해도!그것이 그의 결심이었다네. 로 흔들리지 않을 결정,

로 물러날 수 없는 확정이었지.

Sonidéeétaitsimple,difficileàréaliser,àmaintenirdanstoutesa

force:l'enfantànaîtreseraunmâlemêmesic'estunefille!C'était

cela sa décision,une détermination inébranlable,une fixation sans

recours.28)

주인공이 비극 운명을 타고 나게 된 것은 아버지의 확고하고 치 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즉 이 운명은 태어나기 이 부터,그 삶을 잉태

시킨 친권자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아버지의 계획은 “남자의

얼굴로 보 다가 때로는 여자의 얼굴로 보이는”꿈에 나타난 한 은이의

모습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그런데 여기서 요한 사실은,아버지는

꿈에서 깨어난 뒤 잊어버리고 말았지만,이 은이의 이미지는 “가장된”

모습이었을 뿐 사실 정체는 “죽음”이라는 이다.아버지는 지 까지 자

신의 일곱 딸들의 탄생을 통해 애도를 통한 죽음을 체험했다면,여덟 번

째 아이는 이와는 정반 로 죽음을 통하여 그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그

리고 그 죽음이 가장한 “ 음”과 “삶”의 모습은 남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26)ES,p.20.

27)“Lematiniloublial'idéedelamortetneretintquel'imagedel'adolescent.”,

Ibid..

28)ES,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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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이기도 하다.주인공은 삶이 곧 죽음인,남자이면서 여자인,두 극단

의 양면성을 태어나기 부터 내재하여,그로 인한 지독한 혼란과 방황

속에 살아갈 운명을 타고나게 된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의 ‘꿈’이

라는 몽환 이고 상징 인 체험을 통하여 보다 강렬하게 암시된다.

바로 이 죽음과 삶의 모순 조합이 모든 존재들에 내재된 원 이

성이라는 에서 주인공이 짊어지게 된 모호성의 운명은 보다 극단 이며

본질 인 것이 된다.다시 말해,아버지의 확고한 계획을 만들어 낸,남자

이면서 동시에 여자로 보이는 ‘삶’의 모습은 주인공이 짊어지게 될 이 성

의 운명을 상징하지만,그의 삶은 작가가 이 작품에서 주인공에게 부여한

다양한 이 성의 변주 하나이며,‘삶’은 결국 ‘죽음’이 가장한 것이 불

과하다는 에서 이 이 성과 그 모순은 인간 체로 확장되고,결국 ‘존

재’그 자체의 모험을 가능하도록 한다.

벤 젤룬의 소설을 “상처의 토”29)로 인식한 장 데쥬JeanDéjeux에 따

르면 “벤 젤룬의 소설에 등장하는 존재들은 ‘그들 존재 자체가 결여privés

d'eux-même’되어있고,모든 것은 마치 애 부터 깨지고,부서지고, 단

된 것처럼 개되며,존재는 엄청난 결과를 래할 트라우마를 이미 품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원 인 장애는 성 모호함,성 불능,양성(兩

性),사회 소외,정체성의 혼란,강박 념에의 틀어박힘,은폐,가면,그

리고 마침내 신비 세계로의 도피라는 일련의 과정 속에 드러나게 된다

.”30)『모래 아이』의 주인공은 바로 장 데쥬가 정의한 벤 젤룬 소설의

29)Jean Déjeux,“LesromansdeTaharBen Jelloun ou «Leterritoiredela

blessure»”,RégisAntoine(éd.),CarrefourdeCultures,Tübingen:GunterNarr,

1993.

30)“Lesêtresparaissent,eneffet,‘privésd'eux-même’(selonuneexpressionde

LaPrièredel'absent).ToutsepassecommesidanslesromansdeTahar

BenJellounquelquechoseavaitétécasséeàl'origine,brisée,amputée,comme

s'ilexistaituntraumatisme,diraitFreud,lourddeconséquenceschezl'être.

Cethandicaporiginelapparaîtdansl'ambiguïtésexuelle,l'impuissancesexuelle,

labisexualité,lamarginalisation sociale,letroubleidentitaire,l'enfermement

dansuneobsession,ladissimulation,lemasque,l'évasionenfinversunespace

mythique.”,MichèleChossat,“TaharBen Jelloun:L'invention d'uneidentité

fémininemarocaine”,Ernaux,Redonnet,BâetBen Jelloun:lepersonnage

fémininàl'aubeduⅩⅩⅠèmesiècle,New York:PeterLang,2002,p.140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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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존재라고 할 수 있다.아버지의 꿈을 통하여 죽음으로 삶을 얻게

된 주인공은 여자라는 자신의 성,가장 기 인 자기 자신을 애 부터

박탈당한 인물로서,그로 인해 생될 엄청난 결과들과 직면해야 할 운명

을 타고난 존재이다.

이 원 결여의 상태에서 주인공이 처음으로 부여받는 것은 아흐메드

Ahmed라는 가장 흔한 아랍식 남자 이름이다.31)주인공에 하여 소개하

기 시작한 이야기꾼은,주인공이 아버지로부터 받게 된 이 이름에 하여

청 들에게 다음과 같이 평한다.

그를 아흐메드라고 부르지.굉장히 흔한 이름이야.뭐?그의 이름을

마이스라고 해야 한다고?아닐세,이름 따 는 요하지 않다네.

Appelons-leAhmed.Unprénom trèsrépandu.Quoi?Tudisqu’ilfaut

l’appelerKhémaïss?Non,qu’importelenom.32)

이름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표 인 요소 하나이다.그리고 이

것은 개의 경우 자신이 직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아직 인생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그가 갖게 될 삶에 한 희

망과 바람을 담아 부모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게다가 “이름은 언제나

신 하게 검토되어야만 한다.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말하자면,기표

들의 우두머리로서 그것이 지닌 암시 의미는 풍부하고,사회 이며,상

징 이기 때문이다.”33)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주인공에게 “이름 따 는

요하지 않다.”왜냐하면 그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남자로 살아감으로써

31)『모래 아이』의 속편인 『신성한 밤』에서는 소설 반에 아버지가 임종을 맞이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여기서 아버지가 그를 여자의 이름인 ‘Zahra자흐라’로 부

르면서 집을 떠나 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방시키는 장면과 조를 이룬다.

“Tueslibreàprésent.Va-t'en,quittecettemaisonmaudite,faisdesvoyages,

vis!...Vis!...〔…〕Zah...ra...”,TaharBenJelloun,LaNuitSacrée,Paris:Éditions

duSeuil,1987,p.32.

32)ES,p.17.

33)“Unnom propredoittoujoursêtreinterrogésoigneusementcarlenom propre

estsil’onpeutdire,leprincedessignifiants,sesconnotationssontriches,

sociales etsymboliques.”,Roland Barthes,L’aventure sémiologique,Paris:

ÉditionsduSeuil,1985,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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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며,그 기 때문에 마이스Khémaïss34)가 아닌,

모든 개성이 결여된 아흐메드Ahmed라는 가장 흔한 아랍식 남자의 이름

을 갖게 된다.아무런 개성도 갖지 못한 채 오직 아랍 사회의 남자라는

사실만을 드러내는 이름은 역설 으로 그의 삶을 가장 규정지어 수 있

는 이름이 된다.

아흐메드35)에게 유년기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식하고 구별하는 방

법을 배우는 시기이다.어린 아이의 에 비친 세상은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리는 방법이었다.그래서 어린 시 의 주인

공은 감추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에 하여 혼란을 겪기

보다는,여자의 삶을 멸시하고 남자로서 릴 수 있는 온갖 특권에 만족

해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 모든 여자들에게 있어 삶은 제한되어있는 편이었다.〔…〕나

는 무나 제한되어 있는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내심 기분

좋았다.

Etpourtoutescesfemmes,lavieétaitplutôtréduite.〔…〕J’étais

secrètementcontentdenepasfairepartiedecetuniverssilimité.36)

34) 마이스Khémaïss라는 아랍식 남자 이름은,주인공처럼 한 주의 다섯 번째 날

태어난 아이들에게 붙이는 이름이라고 한다.즉,이 이름은 아흐메드처럼 거의 모

든 남자들이 갖는 흔한 이름이 아닌,보다 개인 인 의미가 부여된 이름이며,이

때문에 청 들은 그에게 마이스라는 이름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아랍식 이름에

한 해설과 그것이 이 작품 안에서 만들어 내는 의미 작용에 한 연구는,Ikram

Masmoudi,“Aventureetitinéraired’un nom proprearabedansL’enfantde

sabledeTaharBenJelloun”,Arabica,vol.49,issue.2,2002,pp.235-244참고.

35)‘아흐메드Ahmed’라는 이름은 주인공이 남자로서 살아가면서 갖는 사회 이름이

지만,이후에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랑의 과정에서 ‘자흐라Zahra’라는 여자 이름을

얻게 된다.이러한 이유로 보통의 연구서에서 주인공의 이름을 언 하는 경우에

Ahmed/Zahra로 병기하는 경우가 부분이다.이러한 지시 형태는 알 벳의 첫 문

자인 A와 마지막 문자인 Z의 립이 두드러져 나타나면서 그 자체로 주인공의 존

재가 지닌 극단 이 성을 환기시키게 된다.본고에서는 논지의 개 흐름상 남

자로서의 삶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아흐메드’를,여자로서의 삶이 강조되는 경우에

는 ‘자흐라’ 주로 하여 쓰고, 개의 경우는 아흐메드/자흐라,혹은 그/녀로 표기

하여 이 성과 그 혼종의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거나,간단히 ‘주인공’으로 지칭

하기로 한다.

36)ES,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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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아흐메드라는 ‘이름’이,자신의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인 ‘육체’와 면하는 시기가 찾아오자 존재의 이 성에 한

본격 인 혼란이 시작된다.즉 아흐메드에게 청소년기는 “육체가 당혹스

러워하는 혼란스러운 시기”37)이자,“남자로 보이고 행동하고자 하는 ‘의

지’와,피어나는 여성의 ‘육체’사이의 단 을 겪는 시기”38)이다.그 혼란

은 경이 찾아오는 에피소드에서 극 화된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내 요에 흔이 남았다.흰 천을 둘둘 만 내 몸에

서 일어난 사태에 한 흔 .그것은 작은 확신을 뒤흔들고 지어낸 겉모습

에 반박하기 한 흔 이었다.내 허벅지에는 피가 흘러내린 가느다란

기가, 은 붉은색의 고르지 않은 한 이 남아있었다.〔…〕그것은 피가

분명했다.이름에 한 육체의 항이자 뒤늦은 할례에서 흘리는 피 다.

그 피는 묻 있던 추억을 일깨웠다.내가 겪지 못했던,그러나 내 것이

될 수도 있었던 삶의 추억을 말이다.살아온 시간 속에 쌓인 것이 아닌,

아무도 모르게 주어진 기억을 이 게 지니고 있다니 정말 기괴한 일이다.

Etlesangunmatinatachémesdraps.Empreintesd’unétatdefait

demon corpsenroulédansun lingeblanc,pourébranlerlapetite

certitude,ou pour démentir l’architecture de l’apparence.Sur mes

cuissesunmincefiletdesang,uneligneirrégulièred’unrougepâle.

〔…〕C’étaitbiendusang;résistanceducorpsaunom;éclaboussure

d’unecirconcisiontardive.C’étaitunrappel,unegrimaced’unsouvenir

enfoui,lesouvenird’uneviequejen’avaispasconnueetquiauraitpu

être la mienne.Etrange d’être ainsiporteur d’une mémoire non

accumuléedansuntempsvécu,maisdonnéeàl’insudesunsetdes

autres.39)

흰 이불 에 빨갛게 남은 피의 흔 은,외면할 수 없고 도 히 빠져나

갈 길이 없이 면해야만 하는 주인공의 진실이다.이 붉게 남은 흔 은

37)“Momenttroubleoùlecorpsestperplexe”,ES,p.41.

38)“〔…〕périodederuptureentrelavolontédeparaîtreetd’agirenhommeet

uncorpsfémininquiseréveille〔…〕”,MichèleChossat,op.cit.,p.141.

39)ES,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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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 하여 육체가 행하는 항”의 상징으로,이로써 아버지로부터

받은 ‘남자의 이름’과 부정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인 ‘여성의 육체’의 면구

도가 본격 으로 부상하게 되고 동시에 존재의 이 성은 극 화된다.

이 성의 혼란은 결국 정체성의 문제로 귀결되는데,아흐메드/자흐라에

게 남자 혹은 여자라는 타자는 “단순히 배척해야 하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이미 내재화된 타자로서,매혹 이면서 동시에 오스러운 그 어

떤 것으로 나타”40)난다.그 기 때문에 주인공은 자아의 분열을 경험하면

서 자기 자신을 “둘로 분열된 존재,이 의 모순된 존재”41)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나는 그림자이자 그것을 만들어내는 빛이오,집 -공동묘 을 감추고 있

는 폐허 -의 주인이자 손님이요〔…〕나는 건축가이자 집이요,나무이자

수액이며,나 자신이면서 다른 남자,나 자신이면서 다른 여자이다.

Jesuismoi-mêmel'ombreetlalumièrequilafaitnaître,lemaître

demaison-uneruinedissimulantunefossecommune-etl'invité

〔…〕Jesuisl'architecteetlademeure;l'arbreetlasève;moietun

autre;moietuneautre.42)

의 인용문에서 찰되는 아흐메드/자흐라의 스스로에 한 인식의 내

용에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먼 ,분열된 채 제시되는

두 요소는 각각의 처지와 역할이 ‘상반’되어 있다는 이고, 하나는 이

상반된 역할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긴 한 계를 유지하면서 한 짝을 이

룬다는 사실이다.그 에서도 그/녀의 분열된 자아를 가장 잘 반 해주

는 은유는 빛과 어둠의 이분법일 것이다.실제로 빛과 어둠에 한 인식

은 작품 속에서 꾸 히 등장한다.우리의 하루는 빛의 시간과 어둠의 시

간으로 나뉘어져 있다.이 둘로 나뉜 시간은 극명한 립을 이루지만 이

립된 두 시간이 공존하며 온 한 하루를 이룰 수 있고,나아가 어느 한

40)정지용,「타하르 벤 젤룬의 『모래의 아이』에 나타난 정체성 탐구와 이야기의

미로」,『불어문화권연구』,제 17호,서울 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2007,p.195.

41)Ibid.,p.203.

42)ES,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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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의 소멸 없이 원히 서로의 시간을 차지해가며 나타난다.그 기 때문

에 주인공의 삶은,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낮에는 남자로서 살아가면서

천으로 가슴을 싸매고 낮고 고른 음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집안을 통제하

지만,어둠이 온 세상에 내려앉은 밤이 되면 ‘한 번도 되어 본 이 없었

던’자기 자신이 되어 일기장에 자신만의 내 한 언어를 어나가는 것이

다.

우리는 한 주인공은 자신의 분열된 존재를 인식함에 있어서 ‘는ou’

이라는 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et’라는 속사를 사용한다는 에

주목한다.즉 주인공의 내면을 분열시키는 두 차원은 서로 체가능한 것

이 아니라 언제나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고,주인공은 그 두 극단을 모두

내면화 하고 있는 것이다.주인공의 정체성에 한 이 주요한 속성은 들

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의 리좀Rhizome이론43)을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사실,주인공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해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속사 “et”로서,수많은 모습을 지닌 주인공,즉 남자이자et여자이고(남

자 혹은ou여자가 아니라), 통 이자 이며,사 인 공간에서의 인

물이자 공 인 공간에서의 인물,가면을 쓴 동시에 노출되어 있고,어둠이

자 빛인 아흐메드/자흐라는 리좀식 다양성이 부과된 인물”44)인 것이다.

다시 말해,주인공의 분열된 내면의 양상은 두 극단이 동시에 내면화 된

채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주인공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하여 단일하고 확정 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완

히 차단되어 있다.

43)이 맥락과 련된 리좀 이론의 내용은 다음의 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Un

rhizomenecommenceetn’aboutitpas,ilesttoujoursau milieu,entreles

choses,inter-être,intermezzo.L’arbreestfiliation,maislerhizomeestalliance,

uniquementl’alliance.L’arbreimposeleverbe‘être’,maislerhizomeapour

tissulaconjonction ‘et...et...et...’”,GillesDeleuzeetFélix Guattari,Milles

Plateaux,Paris:Éditionsdeminuit,1980,p.36.

44)“C’esteneffetlaconjonction”et“quipeutlemieuxserviràladescriptiondu

personnage.Multiplicité de la personnage,homme etfemme,(etnon pas

hommeoufemme),traditionnel(le)etmoderne,personnagedel’espaceprivéet

de l’espace public,à la fois masqué et découvert,ombre et lumière,

Ahmed/Zahraestcondamnéeàlamultiplicitérhizomatique.”,MichèleChossat,

op.cit.,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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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 가지 질문에 답하기 하여 어도 온 일생을 바친다.나는

구인가?그리고 타자는 구인가?아침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움직임 없

는 풍경?흔들리는 나뭇잎?산 에 걸린 하얀 연기?뿜어 나오는 맑은

물 기? 망에 빠진 이들이 찾아오는 늪?낭떠러지로 난 창문?밤의

편에 있는 정원?오래된 동 한 닢?죽은 자의 몸을 덮은 천?살짝 벌어

진 입술에 머 은 약간의 피?잘못 쓴 가면?잿빛 머리에 운 발의 가

발?

J’aiaumoinstoutelaviepourrépondreàunequestion:Quisuis-je?

Etquiestl’autre?Unebourrasquedumatin?Unpaysageimmobile?

Unefeuilletremblante?Unefuméeblancheau-dessusd’unemontagne?

Unegicléed’eaupure?Unmarécagevisitéparleshommesdésespérés?

Unefenêtresurunprécipice?Unjardindel’autrecôtédelanuit?Une

vieillepiècedemonnaie?Unechemiserecouvrantunhommemort?Un

peudesangsurdeslèvresentreouvertes?Unmasquemalposé?Une

perruqueblondesurunecheveluregrise?45)

자아의 분열과 그 혼종을 경험하고 있는 주인공이 자신의 존재에 하

여 던지는 자문은 어떠한 단일한 확정의 답 신 수많은 물음으로 되돌

아온다.즉 주인공의 존재는 한 수많은 ‘질문’으로써만 이야기될 수 있

다.그리고 그가 스스로에 하여 던지는 물음의 내용은 모두 불안정감,

불확실성, 망과 추락,상처와 죽음,그리고 가면과 가장의 이미지를 갖

고 있다.이 모든 불안과 상처와 가면의 이미지들은 빠짐없이 주인공의

상태를 설명해 수 있는 것들이지만 동시에 어느 하나의 이미지로만 환

원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 일련의 이미지들 속에서 물음표를 통해 무한

히 방랑하는 것이다.

주인공의 스스로에 한 인식이 속사 ‘ou’ 신 ‘et’로 설명되거나,확

정의 ‘마침표’가 아닌 의심의 ‘물음표’를 통해 표 되는 되는 것처럼,그가

남자이면서 여자이고 여자이면서 남자이기에,혹은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기에,양극단을 모두 내면화하면서 그 사이를 원히 왕복하는 채로 살

아갈 수밖에 없다.아흐메드는 이러한 혼종과 모순의 실 속에서 두 가

45)ES,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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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식으로 이 비극 운명을 타개하고자 한다.하나는 남자로서의 가면

쓰기를 철 히 유지함으로써 거짓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고,다른 하

나는 가면을 벗고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 속에서 마주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다.

1.2.가면과 거울의 유희

존재의 모호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안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는 아

흐메드/자흐라에게 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일종의 모험이 된다.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이 여정에는 두 가지의 상징 도구가 등장하

여,그의 존재만큼이나 모호한 여정을 만들어낸다.그것은 바로 정체성을

탐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흔히 동반되는 ‘가면’과 ‘거울’이다.가면은 존

재의 의지에 따라 그에게 거짓 정체성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외

면을 만들어 수 있고,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면서 그 반 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그 기 때문에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이 여정은,벤 젤룬 소설 반에서 꾸 히 발견되는

가면과 거울의 놀이를 통하여 구 된다.46)그 다면 이 가면 쓰기와 거울

보기의 유희를 통한 모호성의 여정은 마침내 존재의 본질을 찾고 그 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1.2.1.가면 속의 거울:심연과 고독

『모래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된 아흐메드가 층 방에 틀어박힌 뒤의

모습,그러니까 “망각으로 만들어진 기이한 겉모습인 삶이 그의 얼굴을

무척이나 못살게 굴고,훼방 놓고,화나게 한”47)상태의 모습을 그리면서

46)“Ilestclairquel'auteurjoueconstammentaveclesdoubles,lesmasques,les

miroirs.”,JeanDéjeux,op.cit.,p.283.

47)“Lavie― quellevie?uneétrangeapparencefaited’oubli― avaitdû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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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다.사람을 멀리하고 테라스가 딸린 층 방에 홀로 은거하면서 빛

을 멀리하고 밤을 지새우며 일기를 써내려가는 그의 모습은 지독한 고독

과 혼란에 빠진 상태로 묘사된다.이 소설의 서사 특성상 이 시 이 그

의 인생에서 어느 부분에 치하는지 정확히 단내리기는 어려운 일이

다.그러나 가장 가까운 추측은, 경과 함께 몸의 항이 본격화되자,그

혼란을 막고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거짓된 삶을 계속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데,이 모든 노력이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음을 처 히 깨달은 후가 될 것이다.

주인공은 한 이야기꾼의 목소리를 빌어 “가면들과 거짓말들로만 삶을

살았음”48)을 고백한 바 있다.가슴을 천으로 꽁꽁 싸매고,남자의 옷을 입

고,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학교와 모스 Mosquée에 다니며,가문의 후

계자로서 제된 목소리와 강압 인 방식으로 집안과 가업을 이끌지만 이

모든 것은 태 태한 거짓의 삶을 유지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그래서

아흐메드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한 가장 두꺼운 가면은 바로 사 이

티마Fatima와의 결혼이다.

간질 환자에 다리까지 는 사 이 티마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한

것은 오로지 아흐메드의 단독 의지와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경이 시

작되자 원래 자기 자신에게로,운명이 그려 놓은 손 으로 되돌아가기 시

작하면서”49),그는 “그때부터 겉모습을 지켜 나가는 것이 자기 인생의

건임을 깨달았으며,그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바람 때문이 아니라 그 자

신의 바람이 되어 버렸”50)기 때문이었다.아흐메드는 자신을 괴물이라 칭

하는 어머니의 규를 뒤로한 채,자신의 집안과는 원수이기도 한 삼 51)

malmener,lecontrarieroumêmel’offusquer.”,ES,p.7.

48)“Jefusuneerreuretjen'aiconnu dela viequelesmasquesetles

mensonges.”,ES,p.159.

49)“Aprèsl’avènementdusang,jefusramenéàmoi-mêmeetjereprisleslignes

delamaintellesqueledestinlesavaitdessinées.”,ES,p.48.

50)“Ilcompritquesavietenaitàprésentaumaintiendel’apparence.Iln’estplus

unevolontédupère.Ilvadevenirsaproprevolonté.”,Ibid..

51)아흐메드의 아버지가 아들을 갖지 못하면,모로코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그의 유

산은 모두 그의 남동생들에게 상속될 정이었다.그 기 때문에 동생들은 일곱

명의 딸이 태어날 때마다 탐욕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 고 아들인 아흐메드가 태어

나자 깊은 망에 빠지면서 아흐메드의 집안과는 인 계를 유지한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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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딸과 결혼하기로 한다.그의 목 은 오직 자신의 겉모습, 태 태한

가면을 공고히 하기 함이며,이것은 혼란을 막고 남자로서의 삶을 굳게

다지기 한 나름의 정체성 확립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을 선택함으로써, 는 모험을 하기로 한 겁니다.그리고 나는 이 이

야기의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나는 남자입니다.내 이름은 우리 언자

의 통에 따라 아흐메드라고 하지요.그리고 는 아내를 얻고자 합니다.

약혼을 축하하기 해 성 하지만 조심스럽게 잔치를 벌일 겁니다.아버

지,당신은 나를 남자로 만드셨지요. 는 그 게 살아야 합니다.그리고

우리의 경애하는 언자께서는 “완 한 무슬림은 결혼한 남자다”라고 하셨

지요.

Enoptantpourlavie,j’aiacceptél’aventure.Etjevoudraisaller

jusqu’auboutdecettehistoire.Jesuishomme.Jem’appelleAhmed

selonlatraditiondenotreProphète.Etjedemandeuneépouse.Nous

feronsunegrandefêtediscrètepourlesfiançailles.Père,tum’asfait

homme,jedoislerester.Et,commeditnotreProphètebien-aimé,«un

musulmancompletestunhommemarié».52)

주인공은 아버지의 꿈에 찾아온 ‘삶을 가장한 죽음’으로부터 잉태된 존

재이다.그러므로 그의 존재는 자신이 가진 외면이 삶과 음이라 할지라

도 결국 정체는 ‘죽음’일 뿐이다.그런 아흐메드가 ‘삶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정된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자,동시에 정된 죽음에 맞서는 것

이기도 하다.이 이 이고 모호한 여정은 그에게 있어,그가 아버지에게

선언한 바와 같이,존재의 의미를 찾아나가기 한 일종의 ‘모험’이다.

아흐메드는 거짓된 운명에 한 몸의 항이 시작되자 존재를 뒤흔드는

혼란에 빠지지만,처음부터 거기에 묻 체념하면서 고독의 상태로 빠

져들었던 것은 아니다.몸의 항에 하여 이름의 의지로 다시 한 번 몸

『모래 아이』의 후속편인 『신성한 밤』에서,아흐메드가 원래 여자 다는 것을

알게 된 삼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집을 떠나 방랑길에 올랐던 ‘그녀’를 찾아

오게 된다.그리고 그녀가 총으로 삼 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이 소

설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52)ES,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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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항을 하기 해,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53)최후의

가면을 쓰기로 한 것이다.그것이 바로 티마와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

다.그의 계획에 따르면 “결혼한 남자만이 완 한 무슬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남자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에게는 사회 으로 당연히 거쳐야

할 차인 것이고,간질 환자이자 불구자로서,정상 인 아내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없는 사 이는 그의 제안에 하여,“사랑 때문이 아니라 어

떤 결함이나 변태 성욕을 감추기 해서,사회 으로 그럴싸해 보이기

해서 청혼을 한다고”54)여기게 되리라는 것이었다.그러나 그의 의도는

철 히 빗나간다.

티마의 존재는 나를 몹시 동요시켰다.처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주는

어려움과 까다로움이 마음이 들었다.그 다음에는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내가 더 이상 내 세계,내 고독의 주인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내 의 이 상처받은 존재,나의 비 과 내면에 침입하도록 내가

직 끌어들인 존재,이 용감하고도 망에 찬 여자,이제 더 이상 여자구

실도 하지 못하는 그 여자는 모진 길을 건 왔고 낭떠러지에 스스로 떨어

지기로 한 것이다.자신의 내면을 왜곡하고 그것을 감추고 단해버리는

이 여자는 남자가 되기를 바랄 수조차 없거니와,그 무엇도 되고자 할 수

없었다.〔…〕

LaprésencedeFatimametroublaitbeaucoup.Audépartj’aimaisla

difficultéetlacomplexitédelasituation.Ensuitejememisàperdre

patience.Jen’étaisplusmaîtredemonuniversetdemasolitude.Cet

êtreblesséàmescôtés,cetteintrusionquej’avaisinstalléemoi-même

dans mes secrets et mon intimité, cette femme courageuse et

désespérée,quin’étaitplusunefemme,quiavaittraverséunchemin

pénible,ayantacceptédetomberdansunprécipice,endéfigurantson

êtreintérieur,lemasquant,l’amputant,cettefemmequin’aspiraitmême

pasàêtreunhomme,maisàêtreriendutout〔…〕55)

53)“Jenejouepas.J’essaiedenepasmourir.”,ES,p.55.

54)“〔…〕elleavaitacceptécemariageenpensantque,sijel'avaisdemandée,

cen'estpasparamour,maispourunarrangementsocial,pourmasquerune

infirmitéouuneperversité.”,ES,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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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흐메드가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티마에게 처음부터 악의 인 감정

을 갖거나 그녀를 증오한 것은 아니다.처음에는 자신과 같이 고독하고

주받은 그녀를 측은히 여기고 보호해주었다.그러나 바로 그 ‘자신과 같

다’는 이 혼란의 시작이 된다.애 에 티마는 아흐메드에게 있어 일종

의 ‘가면’이었다.아내의 존재는 자신의 남자라는 거짓 정체성을 그 어떤

장치보다 더 확실하게 지켜 것이며,그래서 자기 마음 로 조종할 수

있는,나약하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티마를 택한 것이었다.그러나 그녀

는 사실 자신의 왜곡된 겉모습을 가려 ‘가면’이 아닌 자신을 훤히 비추

고 드러내주는 ‘거울’이었던 것이다.

아흐메드와 티마 이 둘 모두는 육체가 의지를 배반하고 있다.여자로

태어났지만,사회 으로 남자의 삶을 살아야하는 아흐메드에게 여성의 육

체는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거부하고 항할 수 없는 혼란의 증거이고,

사회 으로 여자이기는 하지만 간질 환자에 다리를 는 불구자 티마의

육체는 정상 인 여성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다.56)즉 아흐메드는 자신의 인생의 건이 되어버린 남자로서의 삶에

한 계획과 그 의지에 따라 육체를 배반하여 불구가 되었고, 티마는 자

신의 의도와는 상 없이,태어나던 순간부터 “실수 혹은 주로 말미암아

옹색한 삶의 단조로운 일상에 떨어진 하잘것없는 존재”57)가 되면서,통제

할 수 없는 육체의 배반으로 불구가 된다.이 두 불구자는 같으면서도 다

르고,다르면서도 같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 속의 반 이다.

그 기 때문에 주받은 운명을 타고난 두 불구자는 일상 인 삶의 모

55)ES,p.77.

56)이 소설 속에서, 티마는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기를 반복하며 질질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흡사 괴물과 같은 이미지를 풍긴다.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가족들

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다.게다가 정상 인 인간 계는 물론이고,여

성으로서의 삶 한 모든 의미에서 불가능하다.특히 성 인 역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완 히 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J'essayaisun jourdevoir

pendantqu'elledormaitsiellenes'étaitpasexciséeoucousuleslèvresdu

vagin.Jesoulevaidoucementlesdrapsetdécouvrisqu'elleportaituneespèce

de gaine forte autourdu bassin,comme une culotte de chasteté,blindée,

décourageantledésiroualorsleprovoquantpourmieuxlecasser.”,ES,pp.

76-77.

57)“Sacrifiéeetlasse,elleétaitunepetitechosedéposéeparl’erreurou la

malédictionsurlamonotoniequotidienned’unevieétroite.”,ES,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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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 그것이 주는 이미지까지 닮아있다.아흐메드가 묘사하는 티마의

모습은 타인이 아흐메드를 바라보고 묘사하는 모습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둘은 모두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집안의 홀로 떨어진 방에

틀어박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아흐메드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죽음이

찾아오는 환 을 보거나,수많은 책을 읽고 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티마 한 기나긴 침묵 속에서 신비주의에 한 책을 읽는다.그녀는

잠이 들면서 아주 작은 소리조차 내지 않았는데,정작 아흐메드는 그러한

티마 때문에 잠을 이룰 수조차 없다.58)

그녀의 생각들을 이해하면서,그리고 마치 그 생각들이 나로부터 나온

것인 양 그것들을 알아차리면서,나는 고요함 속에서 미친 사람처럼 지껄

이곤 했다.그녀는 나의 거울,나의 강박 념 그리고 나의 나약함이었던

것이다.

Jedéliraisensilence,réussissantàrejoindresespenséesetmêmeà

lesreconnaîtrecommesiellesavaientétéémisesparmoi.C’étaitlà

monmiroir,mahantiseetmafaiblesse.59)

아흐메드는 결국 티마가 자신의 “거울”이자,“강박 념”,그리고 “나

약함”인 것을 처 히 깨닫기에 이른다.그리고 그 깨달음은 단순히 가면

의 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거울 속 심연으로의 추락까지

고한다.게다가 아흐메드가 결국 자신의 가면이 아닌 거울임을 깨달은

티마는 훨씬 더 깊은 망을 끌어안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비극 처지

에 하여 냉소 인 태도를 취하는 더 ‘강한’존재이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불면증에 사로잡혔다. 티마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녀를 내 곁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다.나는 내 방에서

멀리 떨어진 방에 그녀를 두고는 서서히 그녀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내가

58)“〔…〕s’enfermaitdansun long silence,lisaitdeslivresdemystiqueset

dormaitsansfairelemoindrebruit,cettefemmem’empêchaitdedormir.”,ES,

p.77.

59)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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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고 감행한 일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이 여자는 장애가 있어서

인지,내 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끈질기고 고집이 셌다.나는 사회 으

로 모양새를 갖추기 해 그녀를 이용하려 했는데,되 그녀가 나를 더

잘 이용해먹고 있었던 거다.게다가 이러다가는 내가 그녀의 깊은 망에

끌려들어 갈 국이었다.

Petitàpetitjefusgagnéparlesscrupulesetl'insomnie.Jevoulais

medébarrasserdeFatimasansluifairedemal.Jel'installaidansune

chambreéloignéedelamienneetmemislentementàlahaïr.Je

venaisd'échouerdansleprocessusquej'avaispréparéetdéclenché.

Cettefemme,parcequehandicapée,s'étaitrévéléeplusforte,plusdure

etplusrigoureusequetoutcequej'avaisprévu.Voulantl'utiliserpour

parfairemonapparencesociale,cefutellequisutlemieuxm'utiliser

etfaillitm'entraînerdanssonprofonddésespoir.60)

삶을 선택함으로써 가면을 쓰기로 한 아흐메드와 달리, 티마는 망

의 구 텅이로부터 빠져나가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더

깊은 곳으로 추락하며 천천히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그녀는 자신의 조건

으로부터 벗어나기 하여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아흐메드처럼 정신

혹은 사회 인 구제수단을 찾지 않는다.오히려 티마는 타인들로부터

철 히 자신을 소외시키고,오직 자신을 상상의 세계로 데려가는 들을

읽으면서 더욱 더 자신을 스스로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다.61)이 게

아흐메드보다 훨씬 더 강하고 냉소 인 티마는 ‘삶’을 선택한 아흐메드

와 달리 ‘죽음’을 택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그녀는 아흐메드의

가면을 산산조각 내고 그의 앞에 그토록 피해왔던 거울을 들이 민다.애

에 아무의 심도 받지 못하고 불구자인 티마를 자신의 가면으로 손

쉽게 조종하고자 했던 아흐메드의 의도는 완 히 실패한 것이다.게다가

“그녀는 죽기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자신을 데리고 추락하기를 원한

60)ES,p.79.

61)“Fatimanerecherchepasdesoutien moralousocial,pasplusqu’ellene

chercheàsortirdesacondition.Bienaucontraire,elleestoccupéeàs’enfoncer

davantage,ens’isolanttotalementdesautresetennelisantquedestextesla

confortantdanssonmondeimaginaire.”,MichèleChossat,op.cit.,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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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2)그것은 아흐메드가 그토록 거부하고 두려워했던 거울 속의 모습을

티마를 통해 보게 되었듯이,‘죽음’을 선택한 티마는 애 에 그녀의

다른 반 을 아흐메드에게서 읽어냈기 때문이다.그녀는 결혼한 지 얼

마 되지 않아 주인공에게 강렬한 혼란과 동요만을 남긴 채 죽음을 맞게

되는데,죽기 직 그의 방에 찾아와 고백한다.

나는 늘 당신이 구인지 알고 있고 있었어요.그것이 바로,나의 언니,

사 언니여,내가 죽기 해 이곳에 온 이유에요.우리 둘 모두는 바짝 마

른 우물 바닥의 돌에,불모의 땅에 기 채,애정 없는 시선에 둘러싸여

태어난 사람들이지요.우리는 불구이기 에 여자에요,아니 여자라서 불

구인지도 모르지요...나는 우리의 상처를 알아요... 같은 상처를 갖고 있

죠... 는 이제 갈게요...〔…〕

J'aitoujourssuquitues,c'estpourcela,masœur,macousine,que

jesuisvenuemouririci,prèsdetoi.Noussommestouteslesdeux

néespenchéessurlapierreaufonddupuitssec,suruneterrestérile,

entouréesderegardssansamour.Noussommesfemmesavantd'être

infirmes,oupeut-êtrenoussommesinfirmesparcequefemmes...,je

saisnotreblessure...Elleestcommune...Jem'envais...〔…〕63)

성인이 된 아흐메드에게 격심해진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그것을 확립시

키고자 했던 그의 노력은 완 한 실패로 돌아간다.거울보기를 망설이고

거부했던 아흐메드가 가면으로 삼았던 티마는 자신을 훤히 비추는,나

아가 그의 존재보다 더 망 이고 강렬한 반 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것이다.그리고 거울 속의 비친 망과 죽음의 티마는 그를 데리고 더

깊은 망의 구 텅이로 떨어진다.

이 게 아흐메드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정지으려 애쓰지만,그럴수

록 그의 손에서 모래알처럼 빠져나간다.그 결과 혼란은 더욱 가 되며

깊은 망과 고독의 구 텅이로 빠지게 되는 비극 인 결과가 래된다.

즉,자신을 ‘규정’하는 모호성을 확실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존재의 모험은

62)“Ellevoulaitmouriretm'emmeneravecelledanssachute.”,ES,p.79.

63)ES,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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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실패를 통하여 더 큰 혼란 속으로 그 존재를 돌려보낸다.

가면 쓰기에 실패한 존재에게 가면이 벗겨진 모습으로 세상과 다시 마

주할 용기가 곧바로 솟아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가면 속에서 발견한

거울 속의 심연에 빠져듦으로써,주인공은 테라스가 딸린 층의 홀로 떨

어진 방에 칩거하게 된다.이 칩거를 통하여 그는 밤을 지새우며 책을 읽

고,사색하며,자신에게 거미의 형상을 하고 찾아오는 죽음64)을 가까이 경

험하기도 한다.그리고 바로 이 철 한 고독 속에서 일기를 쓰게 되는 것

이다.완 한 고독 속에 갇힌 존재는 스스로에 하여 탐색한다.

이 탐색을 돕는 것은 철 한 고립의 상태에서 시작된,익명의 상 와의

서신 교환이다. 티마와의 결혼을 결심한 즈음부터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익명의 서신 교환자는 아흐메드에 한 모든 진실은 물론이고 그의 일

상 인 삶의 모습과 내면의 풍경까지 모두 꿰뚫어 보고 있다.우리는 이

익명의 서신 교환자가 “남자인지,여자인지,아니면 그 상상의 힘으로

쓴 편지일지,혹은 외톨이로 지내던 그가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일지”65)

이 책을 덮는 순간까지 그 정체를 악할 수 없다.왜냐하면 주인공과 어

떠한 거짓이나 가면 없이 지극히 내 한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

란 상식 으로 이 작품의 작가,그리고 이 을 읽는 독자,혹은 그 자

신 이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 익명의 상 는 극도의 고독을 체험

하는 자아가 만들어 내는 자기 자신 안의 다른 자아이자 타자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꾼이 하는 말에 따르면,이 익명의 상 와 주고받은 편지들은

주인공이 남긴 일기장 사이사이에 끼워져 남아있다.이 편지들 속에 드러

나는 목소리는 일기장 속의 목소리와 달리 화 상 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일기장 속 목소리는 백지 에

쏟아내는 독백이지만 편지 속 목소리는 일종의 화이기 때문이다.그리

고 그 화 상 자가 마치 신처럼 자신의 모든 상황과 내면을 꿰뚫어 보

고 있다는 에서,이 서신 교환은 고독 속에 몸을 숨긴 주인공에게 다시

64)“Illa(=mort)représentaitdanssesnuitssouslaformed'unearaignéeramollie

quirôdait,lassemaisencorevigoureuse.”,ES,p.11.

65)“Sont-ellesd'un correspondantou correspondanteanonyme?Ou sont-elles

imaginaires?Seserait-ilécritàlui-mêmedanssonisolement?”,ES,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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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내 어 진 일종의 거울이 된다.아흐메드는 자신의 모든 가면을 내

려놓고 가장 진실된 자신의 내면을 처음으로 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극

도의 망과 고독의 감정을 분출시킨다.그리고 그는 익명의 서신 교환자

로부터 때로는 진심 어린 로를,때로는 냉정한 단을 받으며 소통을

이어간다.

4월 8일 목요일.친구여,나는 당신이 입은 상처를 압니다,느낄 수 있습

니다.그리고 그 가엾은 여자가 죽기 훨씬 부터 당신이 겪었던 슬픔의

날들을 알고 있습니다.당신은 당신의 육체를 베어버리고 당신의 날들을

어둡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잔혹한 일들을 겪어낼 수 있다고 스

스로 믿었던 겁니다.당신은 오만함 때문인지 야망 때문인지 불행을 당신

의 내 한 곳까지 끌어들 고,그것으로 기쁨을 만들어내기는커녕 험천

만한 게임을 하게 되었지요.그리고 그 게임을 하느라 당신의 가면들

하나는 그 가죽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지 책과 양 에 둘러

싸인 방안에 틀어박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왜 가면과 두려움을 내

던지고 거리로 나가보지 않는 겁니까?〔…〕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생각

입니까?

Jeudi8Avril.Ami,jesais,jesens,lablessurequevousportezen

vousetjesaisledeuildevosjoursbien avantlamortdecette

pauvrefille.Vousvousêtescru capabledetouteslescruautésà

commencerparcellesquitailladentvotrecorpsetnoircissentvosjours.

Vousavez,parorgueilouparambition,convoquélemalheurjusqu'à

votre intimité etvous en avez faitnon un plaisir,mais un jeu

dangereuxoùvousavezperdulapeaud'undevosmasques.〔…〕A

présent,àquoivoussertdevousisolerdanscettechambreoùvous

êtesentourédelivresetdebougies?Pourquoinedescendez-vouspas

dans la rue, en abandonnant les masques et la peur?〔…〕

Qu'allez-vousentreprendreàprésent?66)

일종의 화와도 같은 서신 교환의 과정은 심연 속에 고립되어있던 주

인공에게 탐색의 진 을 가능하게 한다.처음으로 자신의 비 스런 행

66)ES,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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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삶의 모습들에 한 타인의 평가를 받게 되면서,아흐메드는 이에 반

박하기도 하고,그가 건네는 진심의 로에 안을 얻기도 한다. 한 자

신에 하여 완벽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 상 에게 어린 시 의 기억을 끄

집어내기도 하고67)나날이 강해지는 성 욕망을 드러내면서,스스로의

가장 내 한 이야기들을 되새김질하는데,이 모든 과정은 결국 가면을 벗

고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게 자신을 내맡긴 상태에서 꾸는 꿈들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험하

지요.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김이 자욱이 낀 공간을 가로지르더니 자기

손을 땀에 젖은 나의 얼굴에 얹더군요.나는 을 감고서 미지근해진 물속

에 그가 하는 로 나를 내버려 두었습니다.그의 묵직한 손이 나의 가슴을

스치자 나의 가슴이 깨어났습니다.그리고 그의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오더

니 나의 아랫배로 다가와 나의 치골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무나도 강렬

한 느낌에 나는 의식을 잃고 그 로 물에 빠질 뻔 했습니다.벌리고 있던

입으로 물이 려들어 오는 순간 나는 깨어났지요.나의 존재 체가 뒤흔

들렸습니다.

Lesrêvesqu'onfaitdanscetétatd'abandonsontdouxetdangereux.

Unhommeestvenu,ilatraversélabrumeetl'espaceetaposésa

mainsurmonvisageensueur.Lesyeuxfermés,jemelaissaisfaire

dansl'eaudéjàtiède.Ilpassaensuitesamainlourdesurmapoitrine,

quis'éveilla,plongea sa tête dans l'eau et la déposa sur mon

bas-ventre,embrassantmonpubis.J'eusunesensationtellementforte

que je perdis connaissance etfaillis me noyer.Je me réveillaiau

momentoùl'eaupénétradansmaboucheentrouverte.J'étaissecouéde

toutmonêtre.68)

67)아흐메드는 어린 시 부모님의 성 계 장면을 목격한 경험을 편지 속에 털어놓

는다.어린 아흐메드에게 이 장면은 그로테스크하고 역겨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J'étaispetitetcelamedégoûtait.J'avaisentrevu cettescèneridiculeou

comique,jenesaisplus,etj'étaisinconsolable.Matristessenemelaissait

aucunrépit.Jecouraispouroubliercetteimageetl'enterrerdansdelaterre,

sousunamasdepierres.Maisellerevenait,agrandie,transformée,agitée.”,ES,

p.102.

68)ES,pp.95-96.



- 32 -

칩거와 고독이 일상이 되어가면서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 있던 아흐메

드에게 한 남자가 꿈속에 찾아와 여성으로서의 욕망을 불러일으킨다.이

몽환 경험은 실제 보다 강력하게 그의 존재를 동요시키고 운명이 원래

그어놓은 손 을 따라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재 한다.욕망이야말로 타

인에 의하여 거짓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에게 있어 그들의 본성에

한 비 을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도록 해주는 요소이다.그리고 그 욕망을

다시 제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일종의 “탈식민 주체”들의 필연 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69)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읽어내는 익명의 상 자와의 서신교환은 화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면서 아흐메드의 의식의 변화를 이끈다.여기에

성 욕망의 문제까지 두되자 결국 그는 가면 쓰기의 실패로 인한 칩거

를 끝내고 새로운 여정을 통해 정체성을 찾아나가고자 한다.아무리 두꺼

운 가면일지라도 주인공은 결국 그 안에서 그만큼 더 날카로운 거울을 마

주할 뿐이라는 사실을 온 히 깨닫고 그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주인공은

이제 아무리 애쓰고 외면하려해도 더욱 끈질기게 나타나는 여성의 정체성

을 되찾기 해,그 동안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가면을 벗기로 한다.

1.2.2.거울 속의 가면:뒤틀린 반 과 정체성 탐구의 실패

『모래 아이』에는 강박 으로 거울의 이미지가 등장한다.거울은 가면

과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모든 존재들에게 요한 상징 역

할을 수행한다.그 다면 가면을 벗어버리기로 한 아흐메드에게 스스로

거울을 마주하는 것이 가능할까?그에게 거울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치자.그 다면 거울을 마주하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나

69) “〔…〕comme dans la plupart des œuvres de Tahar Ben Jelloun,la

décolonisation de l’être passe par la réappropriation du désir.”, Agnes

Hafez-Ergaut,“Jeux deMasques:L’enfantde sable etLaNuitsacrée de

TaharBenJelloun”,MotsPluriels(RevueinternationaleenlignedeLettreset

de Sciences Humaines),no.10,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1999.

(http://www.arts.uwa.edu.au/MotsPluriels/MP1099ah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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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끈질긴 물음은 답을 찾고 종결될 수 있을

까?

존재의 의미를 찾기 해 가면과 거짓으로 추구해온 여정이 오히려 거

울로 둘러싸인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70),이제 주인공은 그의 모험에서 새

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한다.그러나 이것은 그가 가면 속에서 더 끔

한 방식으로 마주했던 거울을 이제 정면으로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표 한

것은 아니다.그에게 거울을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다.71)그

는 우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자신을 억 르던 억지스

런 삶에서 빠져나와 발길 닿는 로 자신을 내맡기기로 한 것이다.

이제 난 밖으로 나가야겠다.다시 태어날 때가 다.사실 난 변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군가 나에게 만들어 운명이 펼쳐지면서 나를 휩쓸어

가기 직 에 그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나는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감정을 다시 교육하고 습

들을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나의 칩거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았다.그래서 나는 길에서,다른 도시에서,다른 장소에서 닥치는

로 이 몸을 부딪 나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Alorsjevaissortir.Ilesttempsdenaîtredenouveau.Enfaitjene

vaispaschangermaissimplementreveniràmoi,justeavantquele

destin qu'on m'avaitfabriqué ne commence à se dérouler etne

m'emportedansun courant.〔…〕J'aisu queleretouràsoiallait

prendredutemps,qu'ilfallaitrééduquerlesémotionsetrépudierles

habitudes.Maretraiten'apassuffi;c'estpourcelaquej'aidécidéde

confrontercecorpsàl'aventure,surlesroutes,dansd'autresvilles,

dansd'autreslieux.72)

어둠 속의 은둔 생활을 끝내고 집과 가족들을 뒤로 한 채,자신의 진짜

70)집을 떠나 방랑의 길 가운데 이루어진 첫 만남에서 주인공은 그 동안의 자신의

삶에 하여 “고독,침묵,끔 한 거울”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기에 이른다.“La

solitude,lesilence,l’affreuxmiroir.”,ES,p.114.

71)“Quisuis-jeàprésent?Jen'osepasmeregarderdanslemiroir.”,ES,p.111.

72)ES,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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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찾아 방랑을 시작한 아흐메드는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유일한 진

실인 자신의 육체로,자신을 찾아나가는 다른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방랑은 태어나기 이 부터 타의에 의해 규정된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

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주인공의 결심의 결과이다.그러나 이런

의미에서,이 해방의 발걸음에서 마주한 첫 만남은 매우 시사 이다.

나의 몸은 젤라바를 걸친 평범한 무명(無名)의 인간이 되고 싶었으나 이

게 가면을 쓰지 않은 첫걸음을 내딛은 아침부터,고생한 흔 이 역력하

고 고집스러운 얼굴을 마주하는 시험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질문은 날카로웠다:“당신 구야?”

나는 수천가지 답을 만들어내고 상상하면서 어떤 질문에든 답할 수

있었지만,나를 동요시키고 말 그 로 말문이 막히게 하는 유일한 질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질문이었다.

Ainsi,danssespremierspassansmasque,moncorpsquisevoulait

anonymeetquelconquesousladjellabaaffrontaitl’épreuvematinale

faceàunvisageburinéetintransigeant.

Laquestionfutincisive:― Quies-tu?

J’auraispurépondreàtouteslesquestions,inventer,imaginermille

réponses,maisc’étaitlàlaseule,l’uniquequestionquimebouleversait

etmerendaitlittéralementmuette.73)

가면을 벗어버리고 아흐메드라는 이름도 버린 채 내딛은 첫 걸음에서

주인공은 “거지인지 마녀인지 모를 나이 많은 여자”74)로부터 자신의 정체

성을 의심하는 질문을 받는다.이 장면에는 그가 막 택한 새로운 여정에

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사실이 발견된다.먼 ,작품에서 끊임없이 제기

되는 정체성에 한 질문은,이 만남을 통해 처음으로 자문의 형태가 아

니라 타인에 의하여 제기된다는 이다.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 질문에,말문이 막 버린 자기 자신의 상태를 주인

73)ES,p.113.

74)주인공은 이 수상쩍은 여인에 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Unevieillefemme,

mendianteousorcière,vagabonderusée,enveloppéedehaillonsdetoutesles

couleurs,l'œilvifetleregardtroublant〔…〕”,ES,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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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태어나 처음으로 “muette”라는 문법 여성형으로 칭한다는 사실이

다.즉 정체성을 탐구하려는 이 새로운 시도에서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완

벽하게 여성의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가면을 벗고 자신을 여성으로

인지한 상태라 할지라도 타인이 던지는 이 날카로운 질문에 주인공은 아

무런 답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그/녀는 “자신 한 자기가 구인

지 알지 못하며,자신은 이제 막 모든 질문들이 화상 자국을 만들어내는

미로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왔을 뿐”75)이라고 고백한다.왜 가면을 벗어버

린 상태에서조차 자신의 진실에 하여 답할 수 없는 것일까?

한 이 수상쩍은 노 와의 만남을 통하여 주인공은 그 동안 몽환 인

상태에서만 실 되던 성 욕망을 실제로 체험한다.이 노 는 “그러면

네 몸,네가 무어라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네 몸을 보여주기라도 해”76)라

고 말하며 그/녀의 젤라바를 찢어버리고는 여자의 가슴을 확인하더니,놀

라움과 부드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가슴을 애무한다.그녀는 곧 행랑

을 치지만 비록 몇 에 지나지 않았던 그 기분 좋은 감각을 떠올리고는

부끄러움에 사로잡힌다.77)앞서 우리는 주인공이 가면을 벗고자 결심하게

만드는 가장 요한 계기 하나는 바로 여성으로서의 욕망을 인식하는

데 있으며,이 욕망을 다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해

방의 길에 선 존재가 자기 자신을 찾아나가는 필수 이고 상징 인 과정

임을 언 한 바 있다.그러나 꿈속으로 찾아온 남자에 의하여 체험되었던

욕망의 발 은,정작 실 속에서 매력 인 남성이 아닌 거지인지 마녀인

지 모를 늙은 여인에 의해 이루어진다.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가면을

벗은 여성의 육체로 시작한 방랑의 길에서 주인공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

가기’의 계획은 어떠한 이유로 이 게 첫 걸음부터 왜곡된 방식을 통해

어 나게 되는 것일까?

75)“Jenelesaispasmoi-même...Jesorsàpeined'unlonglabyrintheoùchaque

interrogationfutunebrûlure...”,ES,p.114.

76)“Alors,cecorps,puisquetunepeuxlenommer,montre-le.”,Ibid..

77)“Lasensationphysiquequej'éprouvaiauxcaressesdecetteboucheédentée

surmonseinfut,mêmesielleduraquequelquessecondes,duplaisir.J'ai

hontedel'avouer.”,ES,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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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을 벗어버렸음에도 자기 자신이 구인지 답할 수 없고,남성이

아닌 늙은 여인에 의하여 성 욕망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은,주인공이

앞서 거짓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하여 택하 던 가면 속에서 끔 한 거

울을 마주하 던 이 체험을 떠올리게 한다.이것은 가면을 벗고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된 거울의 모순 속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모래

아이』에 나타나는 분신의 존재가 무엇보다 거울의 비친 반 으로 드러나

는 것임을 인식한 데이스 퀸틸리아노DeiseQuintiliano는 이 주장을 뒷받

침하기 하여 “거울은,언제나 외면의 역에 머무르면서 거짓된 확실성

을 만들어 내는 속임수”78)라는 사실을 강조한다.즉 거울은 가면을 벗어

버린 진실된 육체를 비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육체의 반 일 뿐

인 ‘외면’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이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찰되고 연구되어 온 거울의 이 속성이다.특히 거울 앞에 선 인간

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거울은 존재l’être와 외면leparaître

의 이분법을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이 된다.

그리하여 이 인 거울은 거울 앞에 선 존재의 본질과 그가 거울에 비친

반 이 결코 일치 될 수 없다는 불가능성을 만들어내면서,주인공의 새로

운 모험을 험난한 길로 이끈다.

이 모순으로 가득 찬 험난한 여정은 주인공이 드디어 자흐라Zahra라는

여성의 이름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수상쩍은 노 와

의 혼란스러운 만남 이후로 갖게 된 두 번째 만남에서 주인공은,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한 여성을 따라 서커스에 들어가게 된다.그리고 이곳에

서 여성의 역할을 맡아 연기하게 됨으로써 큰 인기를 얻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의 주인공에게 자흐라라는 아름다운 여성의 이름을 붙여 다.79)그런

데 우리는 그가 방랑의 길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고 정착하게 되는 곳,그

곳은 바로 환상과 마술,왜곡과 거짓의 세계인 서커스 무 라는 사실을

78)“Ilfautserendrecomptequelemiroiresttrompeur,constituantunefausse

évidence,toujoursinscritedansledomainedel'apparence.”,DeiseQuintiliano,

“Le«Double-singulier».L'inscriptiondutragiquedansL'Enfantdesablede

TaharBenJelloun”,NouvellesEtudesFrancophones,vol.25,no.1,University

ofNebraskaPress,2010,p.152.

79)자흐라Zahra는 아랍어로 ‘꽃lafleur’을 의미한다.AgnesHafez-Ergaut,op.cit.,

각주 3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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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한다.게다가 주인공은 ‘여장남자’의 역할을 맡아 큰 인기를

렸던 말리카Malika라는 인물이 서커스단을 떠나게 되자 그의 자리를

체할 인물로서 이 무 에 오르게 되는데,우리는 서커스에서 ‘여장남자’가

풍기는 우스꽝스러움과 극도의 작 인 방식에 하여 잘 알고 있다.이

곳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서커스의 들을 매혹시킬 새로운 역할을

맡는다.

우리는 떠돌이들이요,우리네 인생은 흥미진진한 구석이 있기는 하지만

막다른 골목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하지요.모든 게 가짜지요,그게 우리 수

법입니다,우리는 그 사실을 감추지도 않지요.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당신은 쇼의 첫 번째 막에서는 남자 분장을 하고 등장합니

다.그리고 5분간 퇴장했다가 ‘팜므 탈’이 되어서 다시 나타나는 겁니

다...

Noussommesdesnomades,notrevieaquelqueschosed'exaltant

maiselleestpleined'impasses.Toutestfaux,etc'estçanotretruc,

onnelecachepas;lesgensviennentpourça,〔…〕tutedéguiserasen

hommeàlapremièrepartieduspectacle,tudisparaîtrascinqminutes

pourréapparaîtreenfemmefatale...80)

주인공을 서커스단으로 이끈 여자의 아들이자 이 서커스단을 운 하고

있는 압바스Abbas는 처음 이 곳에 발을 들인 주인공에게 서커스에 해

소개하면서 그/녀에게 역할을 맡긴다.주인공은 드디어 여자로서 이 서커

스단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그러나 압바스의 설명에 따르면,모든 것이

가짜이고 동시에 모두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 무 에 오르기 해

서, 다시 “분장한 남자”와 “팜므 탈”이라는 두 가지 모습을 객들에

게 보여주어야 하고 게다가 자극 이고 과장된 연기를 해야 한다.

결국 주인공은 서커스단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메인 쇼

의 주인공이 된다.그리고 랄라 자흐라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녀는 그

게 “어떨 때는 남자로서,어떨 때는 여자로서 자기 존재를 다시 정복해나

80)ES,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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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81)그런데 이것은 결국 아흐메드/자흐라가 결코 ‘자흐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자신의 옛 가면

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아흐메드’로서의 존재는 결국 타인이 아닌 ‘자흐라’

자신이 주체로서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이미 그 가면은 자아의 일부로서

그 안에 녹아있다.왜냐하면 거울은 한 “기억을 하는 물체”82)이기 때문

이다.

심연의 구 텅이에서 빠져나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기 해 오른 방랑

의 여정은 일단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주인공은 스

스로를 여성형 문법성으로 칭하기 시작했고,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

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며 ‘구인지를’묻기 시작했으며,드디어 한 여자를

따라 들어가게 된 서커스단에서 여성의 역할을 맡아 연기함으로써 자흐라

라는 여성의 이름을 얻기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정체성을 찾기

한 모험의 완 한 결말이 될 수 없으며,오히려 자신의 가면 속 진실의

모습이 왜곡되고 뒤틀려져 비춰짐으로써 보다 충격 인 실패로 인식된다.

다시 정리하여 보면,자신이 여자인 것을 알아보고 자신의 옷을 풀어 헤

쳐 성 욕망을 불러일으킨 것은 매력 인 남성이 아닌 늙은 여인이었고,

방랑의 길 가운데서 새롭게 정착을 하게 된 곳은 실과 동떨어진 신비와

왜곡의 세계,서커스 무 던 것이다.게다가 서커스단에 들어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동시에 소화해내는 퍼토리

로 가능했다.즉 그는 완 한 여자로서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 아니다.오

히려 가면을 벗고 바라보게 된 거울 속 모습은 스스로 원래 자기 자신으

로 돌아가기로 했던 아흐메드/자흐라의 의도를 비웃듯,왜곡된 반 을 통

한 여자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그 모험을 실패로 되돌린다.

주인공 아흐메드가 가면을 벗고 방랑에 길에 오르는 모험의 이야기는

『모래 아이』에서 총 두 챕터에 걸쳐 기술되고 있는데,각각의 제목은

“여자 가슴이 달린 남자L'hommeauxseinsdefemme”와 “지 분한 턱

수염이 난 여자Lafemmeàlabarbemalrasée”이다.이 두 장은 “자기

81)“Tantôthomme,tantôtfemme,notrepersonnageavançaitdanslareconquête

desonêtre”,ES,p.126.

82)다음은 이야기꾼이 청 들에게 하는 말이다.“〔…〕carc'est(=lemiroirest)un

objetquisesouvient.”,ES,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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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타자가 되는 환상 인 차원”83)을 드러내는데,

여기서 주목할 은 두 챕터의 제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자기 자신

이라는 것과 타자라는 것은 유일한 것으로서 확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즉 한 편으로 이 환상 인 차원은 그 자기 자신이 남자이면서 여자라

는 타인이 되고,다른 한 편으로 그 자기 자신이 여자이면서 남자라는 타

인이 되는 것이다.그리고 이 두 차원이 그 순서를 바꾸어가며 함께 나타

난다.다시 말해 아흐메드/자흐라는 결코 어느 한 쪽의 정체성으로 환원

될 수 없으며,자기 자신이 구이고 타인이 구인지 조차 확정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결국 주인공은 가면을 통해 거울을 보고,거울 속 반

에서 다시 가면을 쓰게 됨으로써,변증법 유희의 순환 속에 머물고 만

다.

이러한 아흐메드/자흐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그러니까 원래의 모

습과 같으면서 동시에 다른 모습을 갖는 모호성을 지닌 인간 존재 체를

반 한다고 할 수 있다.사실상 이 두 립 개념은,“삶의 실에서 복

합 인 결합 작용을 통해 하나로 녹아들기 때문에 인간 존재는 언제나 수

없이 많은 얼굴을 가진 동일자이면서 타자이고,닮았으면서도 다르게 되

는 것”이다.84)

그리고 이러한 반복된 실패를 겪은 이 성과 모호성의 존재,아흐메드/

자흐라에게 남은 것은 결국 “출구 없는 밤”85)뿐이며,우리는 더 이상 주

83)“l'aspectfantasmagoriqued'êtreunAutretoutensemaintenantsoi-même”,

DeiseQuintiliano,op.cit.,p.151.

84)거울의 속성에 한 다음의 분석을 참고해 볼 수 있다.“Cartelleestl’ambiguïté

etlaféconditédureflet,àlafoisidentiqueetdifférentdesonmodèle.Ces

deuxfacesdumiroirquelesbesoinsdel’analyseopposentsefondentdansla

réalitévivanteenunalliagecomplexe:l’hommeesttoujoursenmêmetempsle

mêmeetl’autre,ressemblantetdifférent,auxinnombrablesvisages.”,Sabine

Melchior-Bonnet,HistoireduMiroir,Paris:EditionsIMAGO,1994,p.16.

85)“출구 없는 밤Unenuitsansissue”은 『모래 아이』 13장의 제목이기도 하다.독

자들은 ‘속 이야기’를 통하여 이 부분까지 아흐메드/자흐라의 삶을 여정을 어렵게

쫓아갈 수 있다.14장부터는 이야기꾼의 실종으로 이야기가 미완의 상태로 남게

되면서,남아 있던 청 들과 새롭게 찾아오는 이야기꾼들을 심으로 새로운 차원

의 이야기가 겹쳐진다.즉,이야기의 분화가 심화되면서 ‘바깥 이야기’를 심으로

‘이야기의 모험’이 본격화 된다.“출구 없는 밤”에서는 자흐라가 서커스단에서 큰

인기를 리면서 새 삶에 안착하여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자신의 지난 과거를 들

쑤시고 새 삶에 한 죄책감을 강화시키는 세 인물,즉 권 인 아버지와 노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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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의 삶에 한 어떠한 확정 사실도 알 수 없게 된다.그런데 주인공

이 벌인 모험의 실패 혹은 미완의 상태를 인지하게 되는 것은,오직 거울

과 가면의 순환 고리에 갇 버린 존재의 비극 실 때문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꾼이 청 들을 모아 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통 인 장

이 폐쇄되고 이야기꾼마 실종되면서 이야기 한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

게 되기 때문이다.게다가 이에 한 반작용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

진 여러 이야기꾼들이 나타나 각자의 방식 로 이야기를 분산시킨다.이

로써 존재에 한 인식과 그가 행한 모험의 모호성은 보다 심화될 수밖에

없다.우리는 이제 속 이야기 밖으로 빠져나와 이야기가 해지는 과정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어머니 그리고 간질에 걸린 아내 티마의 이미지들이 강박 으로 찾아오는 몽환

인 상태를 그린다.결국 자흐라는 아흐메드로서의 기억과 그 정체성으로부터 결

코 독립하지 못한다.그/녀는 빠져나갈 길 없는 밤 속에 갇 버리고,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이야기꾼마 실종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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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야기의 모험

존재의 모호성에 한 논의가 더 이상 그 혼란 자체를 그려내는 것으로

는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는 오늘날 이미 다양한 술 역에서 실 되고

찰되어 왔다.이러한 경향과 련하여 문학의 역에서 발견되는 주된

실험 하나는 바로 통 인 서술 방식을 해체시키고 다양한 서술 구조

를 도입하는 데에 있다.특히 “ 랑스어 마그 문학은 오늘날 서술의

역에 있어서,거 한 비평 실험의 장으로 인정받고 있다.”86)

아흐메드/자흐라의 이야기는 그/녀의 일기장의 진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꾼들이 차례로 나타나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청

들 앞에서 그 내용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그런데 이 이야기가

해지는 방식은 그것이 담고 있는 주인공의 삶만큼이나 모호하고 난해하

다.왜냐하면 기본 으로 “이야기꾼이 만들어내는 술이란 모호성의

술”87)이고,그리하여 “벤 젤룬의 소설은 장이 바뀔 때마다 아흐메드가 자

기를 찾아 떠나는 모험의 이야기에서,그 이야기의 이야기로,그 이야기의

모험으로 바 어”88)나가기 때문이다.그리고 주인공의 분열된 내면과

망 운명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가기 한 존재의 모험을 쫓던 청 혹은

독자들은 자신들이 어느새 이 이야기 자체의 운명과 그 모험 한 가운데에

서있음을 깨닫게 된다.89)

86) “Contrairement à ce qu’on aurait pu croire,la littérature maghrébine

francophone s’est révélée, sur le plan narratif, être un vaste champ

d’expérimentationcritique.”,MayFarouk,TaharBenJelloun:Étudedesenjeux

réflexifsdansl’œuvre,Paris:L’Harmattan,2008,p.9.

87)“L'artduconteurestceluidel'ambiguïté.”,J.-M.G.LeClézio,op.cit.,p.

13.

88)정지용,op.cit.,p.207.

89)이와 같은 문학의 환 경향은 보 로망NouveauRoman의 기수인 장 리카르

두JeanRicardou가 구분한 “모험에 한 쓰기l’écritured’uneaventure”와 “ 쓰

기에 한 모험l’aventured’uneécriture”이라는 일종의 공식을 떠오르게 한다.

“Enfin,lafiction,nousl’avonsvu,estsoumiseàdeuxmobilescontraires:l’un,

illusionniste,tendàréduirelaprésencedutexteenfascinantlelecteuravec

desévénements.〔…〕Pourcettediversion,lerécitseveutsurtout,selonle

formule,l’écriture d’une aventure.Inversement,s’ilchoisitde décrire une

simultanéité,〔…〕lemouvementdescriptiflui-même.Pourcetindex,leré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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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모래 아이』에서 어느 정도의 일 된 흐름에 따라90)존재의

모험이 개되는 것은,총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소설에서,13장의

“출구 없는 밤”까지,즉 소설의 반이 약간 넘는 분량에만 할애되어 있

다.그 이후로는 청 이었던 자들이 차례로 이야기꾼이 되고,나아가 신비

스러운 분 기를 풍기는 먼 음유시인과 같은 새로운 이야기꾼들이 등장

하여 몽환 인 언어를 쏟아냄으로써 이야기의 모험을 극 화 시킨다.즉

이 소설에서의 서술은,“주인공이 남긴 일기장의 실타래가 차 풀려감에

따라 이야기꾼,그리고 뒤이어 청 들에 의해 이끌리면서 그날그날,그리

고 하나씩 문을 통과하며 짜여 져 나간다.”91)

이 이야기의 모험은 먼 이야기꾼이 등장함으로써 구 의 통을 차용

하여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이야기꾼의 입을 통하여 해지는 ‘이야기

그 자체에 한 이야기’가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만큼이나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의미를 지닌다는 ,나아가 이 모험의 기원이 되는 일기장

의 신비로운 속성으로 인하여 이야기는 수수께끼와 같은 모호성을 지닌다

는 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2.1.구 의 차용:독백 서술의 해체와 공모의 술

이 작품은 ‘바깥 이야기’안에 ‘속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액자식 구조를

취하고 있다.그런데 보통 ‘속 이야기’가 서술의 심에 놓이며 ‘바깥 이야

기’에 우 를 하는 일반 특성을 넘어서,『모래 아이』의 ‘바깥 이야

s’offre plutôtcomme l’aventure d’une écriture.”,Jean Ricardou,Pour une

théoriedunouveauroman,Paris:ÉditionsduSeuil,1971,p.32.

90)시간성의 괴라는 측면은 『모래 아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특징 의

하나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이야기꾼이 실종된 후 다양한 목소리가 등장하여 이

야기가 분화되고 혼란스러워지기 이 까지는,주인공의 삶을 심으로,출생 ,

유아기,청소년기,성년기 등의 성장의 문을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흐

름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91)“Menéeparleconteur,puisparlesauditeurs,ellesetisseaujourlejour,

porteaprèsporte,suivantlatramecontinuedujournal.”,FrançoiseGaudin,La

fascinationdesimages:LesromansdeT.BenJelloun,Paris:L'Harmattan,

1998,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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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서술의 차원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독특하고 독립 인 지 를 가진

다.즉,이 ‘바깥 이야기’는 유일한 이야기의 달자가 등장하여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것에 한 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단순한 ‘틀’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모래 아이』에서는,동일한 주인공에 한

이야기를 하기 해 다수의 이야기꾼이 앞 다투어 등장하고,청자와의

극 인 상호 작용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야기 차원

의 모험이 가능해 진다.

바깥 이야기는 아랍식 통 장에 모인 청 들과 이야기꾼을 심으로

개된다.그리고 이 장은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모로코의 상징 공

간인 마라 쉬Marrakech의 장으로,“뱀으로 재주를 피우는 마법사나

당나귀 조련사,풋내기 곡 사,사기꾼,차력사,술 취한 무희들과 외다리

서커스 재주꾼,주머니가 열다섯 개 달린 마법의 젤라바,불운을 쫓아 다

는 하이에나의 간과 약 를 는 푸른 옷의 사내들, 술가,증기로 쪄낸

양 머리 고기를 팔던 가게,양갓집 자제들에게 춘화를 보여주는 사람

들”92)이 모두 모여 아랍의 문화를 상징 으로 구 하는 곳이다. 한

각기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야기꾼이 장에 나타나 청 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라지는 구

oralité의 양식은 마그 의 토양인 아랍 문화를 표하는 형 인 요

92) 통 인 장이 식 장으로 탈바꿈하고 이야기꾼이 실종되자,이 이야기의

가장 충실한 청 이었던 세 명의 인물은 사라져 버린 장을 추억하며 다음과 같

이 한탄한다.“Plusdecharmeursdeserpents,plusdedresseursd’ânesni

d’apprentisacrobates,plus demendiantsmontésdu Sud à la suitedela

sécheresse,plusdecharlatans,plusd’avaleursdeclousetd’épingles,plusde

danseursivresnidefunambulesunijambistes,plusdedjellabasmagiquesaux

quinze poches,plus de gamins simulantl’accidentsous un camion,plus

d’hommesbleusvendantdesherbesetdufoiedehyènepourjeterlesort,plus

d’anciennesputainsreconvertiesdanslavoyance,plusdetentesnoiresfermées

surlemystèreàgarderprécieusementaufonddelamémoire,plusdejoueurs

deflûtequicharmentlesjeunesfilles,plusdeboutiquesoùl’onmangedes

têtesdemoutoncuitesàlavapeur,plusdechanteursédentésetaveuglesqui

n’ontpasdevoixmaisquis’entêtentàchanterl’amourfoudeQaïssetLeila,

plusdemontreursd’imagesérotiquesauxfilsdebonnefamille,laplaces’est

vidée.”,ES,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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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하나이다.아랍 세계에서 구 문학은 최근까지도 로 쓰여

진 문학에 비하여 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93)특히 아랍 상상계의

표 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천일야화』를 떠올려본다면 이야기나

설,그리고 그것을 말로 달해주는 이야기꾼의 통이 얼마나 이 문명을

상징 으로 구 하고 있는 것인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구 형태의 이야기 통이 도입됨으로써 무엇보다 우리는 이야기꾼과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 사이의 직 이고 즉각 인 상호 작용을 통하여

“공모의 술”94)을 구 됨을 확인한다.아흐메드/자흐라의 이야기는 그

실제 인물로부터 일기장을 직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이야기꾼에 의

하여 시작되는데,청 들 앞에 선 이 이야기꾼은 반부터 이야기를 매개

로 한 자신과 청 들 사이의 공모의식을 공공연하게 표 한다.

이것은 모험일까 아니면 시험일까?나는 그 둘 다라고 하겠네.나와 함

께 떠날 자들은 충성의 서약으로서 오른손을 들게나.그 밖의 사람들은 다

른 이야기를 좇아 다른 이야기꾼들에게 가버려도 좋네.

Est-ceuneaventureouuneépreuve?Jediraisl'uneetl'autre.Que

ceuxquipartentavecmoilèventlamaindroitepourlepactedela

fidélité.Les autres peuvents'en allerversd'autres histoires,chez

d'autresconteurs.95)

93)이 주장과 련하여 다음의 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Danslemondearabeen

générallalittératurepopulaireoraleconstituait,jusqu'encorerécemment(avant

l'introductionmassivedesMass-médias),unepartimportantedelalittérature

comparéeàlaproductionécrite.Lacivilisationarabeaconnunotammentles

Khurafa-soucontesmerveilleux,racontésditssouvent,danslesfamillesou

biensurlaplacepubliquepardespersonnesâgées.”,KhaledM.Elmahjoub,

“La Poétique Métisse dans la littérature maghrébine polyglotte. Étude

comparativeentreL'EnfantdesabledeTaharBenJellounetL'Herbedela

nuit d'Ibrahim Alkoni”, Al-satil Journal, Vol. 2, No. 4, 7th October

University-Libya,2008,p.29.

94)“Lecontepopulaireditestavanttout,artdeconnivence,artdecomplicité...

artdecontactdirectentreleconteuretceuxquil'écoutent.”,DanyHadjadj,

“Durelevédefolkloreaucontepopulaire:avecHenriPourrat,promenadeaux

fontainesdudire”,inFrontièresduconte,Paris:C.N.R.S.,1982,p.59.Ibid.,p.

30에서 재인용.

95)ES,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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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하게 될 이야기가 단선 으로 흘러가며 완결되는 일반

인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동시에 그는 이야기를

듣게 될 청 들 한 이 이야기에 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그 기 때문에 주인공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아

버지의 꿈을 통하여 주인공의 험난한 운명이 고되자 그들의 공모의식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96)

나의 친구들이여,이제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러가면서 우리를 놓아버릴

거라네.우리는 더 이제 더 이상 구경꾼들이 아니야.우리 역시 우리 모두

를 같은 공동묘지에 묻어버릴 수도 있는 이 이야기에 올라타게 된 거라네.

A présent,mesamis,letempsvaallertrèsviteetnousdéposséder.

Nous ne sommes plus des spectateurs;nous sommes nous aussi

embarquésdanscettehistoirequirisquedenousenterrertousdansle

mêmecimetière.97)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험난한 여정이 상되는 이야기의 모험을 시

작한 모든 사람들은 공모의식 속에 하나가 된다.게다가 이야기꾼이 사용

한 동사 ‘embarquer’는,본디 배를 비롯한 이동 수단에 올라타는 것을 의

미하는 단어98)로,목 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라는 배에 올라탄 모든

이들은 일종의 ‘운명 공동체’가 된다.배를 타고 목 지를 향해 떠나는 여

정은 수많은 험이 도사리고 있고 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모험의 여정이다.승선한 사람 모두를 “같은 묘지에 묻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장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꾼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청 들 사이에 장성과 동시성이 유지되

기 때문에,그들로 하여 극 인 참여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그

래서 이야기꾼은 존재의 모험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수록 그것을 지탱하는

96)이야기꾼은 실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청 들을 “오 나의 친구이자 공모자여”

라고 칭하기도 한다.“〔…〕ômesamisetcomplices〔…〕”,ES,p.18.

97)ES,p.24.

98)“Fairemonteràbordd’unbateau,d’unnavire,pourundéplacement.”,Trésor

delaLangueFrançaiseinformatisé일반 사 의 ‘embarquer’항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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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청 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청 들은 그들 스스로 나서 이야기

꾼의 이야기에 반박하거나 수정을 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보탠다.

이리하여 그는 홀아비가 다오!벗들이여!그의 삶에서 이 일화는 고통

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

― 청 가운데 한 사나이가 반박하고 나섰다.“아니!그건 완벽하게 당

연한 일이오!그는 자신을 안심시키고 자기 존재를 확고히 하기 해서 그

가엾은 불구자를 이용했소.그 이야기를 들으니 지난 세기 말에 이 나라

남쪽 지방에서 떠돌던 다른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는구려.그 얘기를 좀 빨

리 해보리다.안타르라고 불리던 가공할만한 한 장군에 한 이야기요.그

는 무자비한 지도자,짐승과 같은 난폭한 자로서,그의 잔혹함에 한 명

성은 부족과 국경을 넘어섰지.〔…〕그는 설 인 용맹을 갖춘,가히 모

범 인 사나이 던 거요.이 남자,이 비 스런 안타르는 항상 권총을 소

지하고 잠을 잤는데,그가 죽은 다음날,사람들을 알게 소.그토록 두렵

고 가공할 만한 힘이 여자의 몸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말이오.”

Ainsi,ildevintveuf!Amis!Cetépisodedesaviefutpénible,trouble

etincompréhensible.

― Non!C’esttoutàfaitlogique!répliquaunhommedel’assistance.

Ils’estservidecettepauvreinfirmepourserassureretrenforcerson

personnage.Celamerappelleuneautrehistoirequiestarrivéeàlafin

dusiècledernierdanslesuddupays.Petmettez-moiquejevousla

conterapidement:c’estl’histoiredecechefguerrier,unêtreterrible,

quisefaisaitappelerAntar;c’étaitunchefimpitoyable,unebrute,une

terreurdontlarenomméedépassaitleclanetlesfrontières.〔…〕c’était

unhommeexemplaire,aucouragelégendaire,cethomme,cetAntar

secretquidormaitavecsonfusil,ondécouvrait,lejouroùilmourut,

quecetteterreuretcetteforcelogeaientdansuncorpsdefemme.99)

이름 없는 한 청 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야기꾼의 말을 끊고 그에 반박

하면서 내놓는 안타르Antar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의 이야기는 곧바로 아

흐메드/자흐라의 이 운명을 환기시킨다.즉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99)ES,pp.83-84.



- 47 -

아흐메드/자흐라의 이야기 안에,‘안타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그와 유사

성을 지닌 다른 작은 이야기가 존재하는 미장아빔Miseenabyme100)

식 이야기이다.앙드 지드AndréGide에 의하여 용어가 고안되기 이

부터,이 입체 구조는 역사 속에서 문학이나 회화를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양식이긴 하지만,이것은 20세기에 들어 특히 보로망

작가들에게 환 을 받고 그들에 의해 심층 으로 사용되고 연구되었

다.101)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던, 통 의미의 통일된 거리의 해체라던

가 소설 속 시간성의 괴,이야기의 편화와 같은 경향을 상기해볼 때,

청 의 개입으로 인해 해지는 다른 액자 속의 작은 이야기는 아흐메

드/자흐라의 운명과 겹치면서, 통 서술 구조의 해체라는 작품의 특징

효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꾼은 다시 청 의 이야기에 개입하여 이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그 순간 이야기꾼이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그래,이 친구야,나도

그 이야기를 안다네.〔…〕그는 ‘고독한 지도자’고,그에게 다가간 모든

사람들을 매혹시켰지.가끔 그는 베일을 쓰고 나타났어.〔…〕실은 그는

한 거친 매력을 지닌 은이와 밤을 보내고 있었던 거야.〔…〕물론 그는

그녀가 몸만 여자라는 걸,자기 품에 안겨있을 때만 여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지.〔…〕그들은 말을 별로 주고받지 않았어.몸은 섞되 혼은

각자 지키고 있었거든.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다투게 되었다고 하더

군.그건 동침 에 여자가 남자를 엎드리게 하고 에 올라가서 비역질하

100)미장아빔Miseenabyme이란 문학 비평 용어는 앙드 지드가 랑스 문장(紋

章,Blason)용어를 차용하여 고안해 낸 것이다.이것은 작품 속에 하나의 작품

이 끼워져 들어가 있는 구조를 말하며,문학과 회화를 비롯한 다양한 술 역에

서 많은 들을 찾아볼 수 있다.지드는 자신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 비평 용

어를 고안해 낸다.“〔…〕c’estlacomparaisonavecceprocédédublasonqui

consiste,danslepremier,àenmettreunsecond«enabyme».”,AndréGide,

Journal1889-1939,Paris:Gallimard,BibliothèquedelaPléiade,1946,p.41.

101)미장아빔에 한 자세한 소개와 연구는,LucienDällenbach,Lerécitspéculaire.

Essaisurlamiseenabyme,Paris:ÉditionsduSeuil,1977참고.달랑바흐는 그

의 서에서 이 개념에 하여 다음과 같이 총체 으로 정의를 내린다.“〔…〕est

miseenabymetouteenclaveentretenantunerelationdesimilitudeavecl’œuvre

quilacontient.”,LucienDällenbach,op.cit.,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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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늉을 했던 거야.

A cemoment-làintervintleconteurqui,avecunsourire,dit:Oui,

amijesaiscettehistoireaussi.〔…〕Ils'agitdu«leaderisolé»,celui

quifascinatousceuxquil'ontapproché.Parfoisilseprésentaitvoilé;

〔…〕enfaitiloffraitsesnuitsàunjeunehommeàlabeautérude

〔…〕Biensûriln'ajamaissuquecettefemmen'étaitfemmeque

soussoncorps,quedanssesbras.〔…〕Ilsseparlaientpeu;mêlaient

leurscorpsetpréservaientleursâmes.Onracontequ'ilssesontbattus

unenuitparcequ'enfaisantl'amourelleaprisledessusaprèsl'avoir

misàplatventre,etsimulaitlasodomisation.102)

안타르라는 인물은 낮에는 모든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강하고 고독한 장

군으로서 무리에 군림하고,밤이 되면 무명의 한 여인이 되어 자신의 정

체를 모르는 한 은 남자와 사랑을 나 다.낮에는 남자로 그리고 밤에

는 여자로 살아가는 이 인물은 그 즉시 아흐메드/자흐라를 떠올리게 하면

서 그의 존재를 보다 상징 이고 암시 인 방식으로 압축하여 환기시킨

다.

이 이야기는 그 주인공이 안타르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으로 정확히 밝

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립된 지 를 갖기는 하지만,그려진 삶의

모습이 결국 아흐메드/자흐라의 삶과 강한 유사성을 지니면서 서로 겹쳐

진다는 에서,그 이후로 더욱 심화될, 편화된 아흐메드/자흐라의 모험

을 담은 이야기들의 한 변주가 되기도 한다.그리고 청 에 의해 시작된

이 끼워진 이야기에 다시 개입한 이야기꾼은 “그녀의 아름다움은 감춰진

진실의 본질처럼, 부신 빛과 어둠 사이를 오가는 수수께끼처럼 돌연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103)고 덧붙인다.즉 이 삽입된 이야기는 체 이야기

의 단순한 반복이나 모방에 그치지 않고,그것을 반복하여 말하되,‘다르

게’말하면서104)상징 이고 압축 인 방식으로 아흐메드/자흐라가 지닌

102)ES,p.84.

103) “〔…〕c'étaitune femme dontla beauté apparutbrusquementcomme

l'essencedecettevéritécachée,commel'énigmequioscilleentrelesténèbres

etl'excèsdelumière.”,ES,p.85.

104)방미경,「작품 속의 작품-Miseenabyme」,『 비평과 이론』,13호,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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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종의 삶을 환기시키고,그 모호성 속에서 피어날 수수께끼와 같은 신비

로움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즉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

는 이 공모의 술은 이 이야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게

함으로써 이야기의 분화를 진시킨다.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미장아빔

과 같은 형식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면서 통 서술구조를 해체시키고

다성 이야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나아가 상호작용의 장성과 다양한 목소리의 혼재는 공모의식의 계

를 넘어 화자와 청자의 권력 계를 복시키기에 이른다.

이야기꾼이 이 편지를 읽는 동안 키가 크고 마른 한 사내가 원 한 가운

데를 가로지르거나 그 주 를 맴돌고 막 기를 휘 으면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그는 마치 무언가를 바로 잡기 해 항변을 하거나 말

할 기회를 잡으려는 듯 했다.그는 가운데에 서더니 그의 지팡이로 이야기

꾼과 거리를 두더니 청 들에게 말했다.“이 자는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감

추고 있소.그는 당신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가 두려운 거요.이 이야기

를 자에게 해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오.이 이야기는 정말 끔 하지.

나는 이 이야기를 지어낸 게 아니오.나는 그 일을 직 겪었단 말이오.

내가 바로 아흐메드의 아내, 티마의 오빠 되는 사람이라오.”

Pendantqueleconteurlisaitcettelettre,unhomme,grandetmince,

ne cessaitd'alleretvenir,traversanten son milieu le cercle,le

contournant,agitantunbâtoncommes'ilvoulaitprotesterouprendre

laparolepourrectifierquelquechose.Ilsemitaucentre,tenantà

distanceleconteuravecsacanne,ils'adressaàl'assistance:“Cet

hommevouscachelavérité.Ilapeurdetoutvousdire.Cettehistoire,

c'estmoiquilaluiairaconté.Elleestterrible.Jenel'aipasinventée.

Jel'aivécue.Jesuisdelafamille.JesuislefrèredeFatima,la

femmed'Ahmed〔…〕”105)

지 까지 아흐메드/자흐라의 일기장 진본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사,1997,p.313.

105)ES,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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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곧 그 비 의 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밤과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책을 할 수 없다106)고 청 들에게 공언하던 이야기꾼은,

아흐메드의 아내인 티마의 오빠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이야기꾼에 의해

반박 당한다.그리고 청 의 무리에 끼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이 새

로운 이야기꾼은,앞선 이야기꾼이 청 들에게 진실을 감추고 있다고 폭

로함으로써 혼란을 가 시킨다.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 까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그런데 이 새로운

이야기꾼은 이 일을 단순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 겪었고,

첫 번째 이야기꾼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도 모두 자신이 달해

덕분이라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더욱 힘을 얻으며 동시에 청

들이 겪는 혼란은 증폭된다.

두 번째 이야기꾼의 등장은 이야기꾼과 청 사이의 권력 계와 계질

서를 결정 으로 무 뜨리는 결과를 래한다.청 이었던 자가 이야기의

허 를 고발하고 자신이 지닌 이야기의 진실성을 주장함으로써 이야기꾼

의 자리를 체하고,이야기꾼이었던 자는 이제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한 명의 청 으로서 새롭게 자리 잡는 것이다.

자, 기 우리의 옛 이야기꾼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인다오.그도

우리와 함께 자리를 잡고 앉는구려.그래요,잘 오셨소이다!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이어나갈 뿐이오.당신을 어낸 것 같은데,나의 참을성 없는

행동을 양해해주시구려.〔…〕이리 오시오,내게 더 가까이 다가앉으시구

려.당신은 내 이야기에 끼어들어도 좋소.

Tiens,jevoislà-basnotrevieux conteurrevenir.Ils'assoitavec

nous.Bienvenue,oui!Jenefaisquepoursuivretonhistoire.Jet'ai

peut-êtrebousculé.Excusemesgestesd'impatience.〔…〕Approche-toi;

viensplusprèsdemoi.Tupourrasintervenirdanscettehistoire.107)

106)“Vousnepouvezyaccédersanstraversermesnuitsetmoncorps.Jesuis

celivre.Jesuisdevenulelivredusecret;j'aipayédemaviepourlelire.”,

ES,pp.12-13.

107)ES,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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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아흐메드/자흐라의 존재의 모험은 이야기의 권력을 지닌 자

에 의한 단일한 목소리로 달되지 않는다.언 한바와 같이 이야기꾼에

의해 만들어지는 술이란 모호성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즉시 수정되고 보완되며 때로는 유일하게 이야기를 알고 있

고 그것을 달하는 역할을 맡은 이야기꾼의 권력마 실종되면서 그

계 질서가 괴되는 것이다.이로써 이야기꾼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내

용과 그 진실성까지 함께 동요한다.

권력 계가 괴된 이야기꾼과 청 들에 의하여 해지던 이야기는 이

제 그 자신의 동시다발 인 해체를 겪기에 이른다.이야기꾼과 청 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공모해나가던 공간인 통 장이 사라지자,이야

기꾼은 죽은 채 발견되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일기장마 사라져 버린 것

이다.108)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상실과 미완은 청 들의 보다 극 인

참여와 개입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결코 알 수 없으리라.그 지만 이야기란 끝까

지 들려주기 해 만들어진 것이다.

Onnesaurajamaislafindecettehistoire.Etpourtantunehistoire

estfaitepourêtreracontéejusqu'aubout.109)

이야기라는 한 배를 탄 운명공동체에게 선장이 사라졌다면 구라도 그

자리를 맡아 바다 를 항해하여 목 지에 도달해야 한다.그 기 때문에

살렘Salem,아마르Amar, 투마Fatouma라는 이름을 가진 세 명의 청

들은 “이야기란 끝까지 들려주기 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번

엔 그들이 차례 로 이야기꾼이 된다.한 때는 수동 인 청 으로 머물

던 새로운 세 명의 이야기꾼들은 “출구 없는 밤”에서 멈추어버린 주인공

의 인생,혹은 그 이야기의 이야기를 추측,해석,경험 등의 각자만의 방

108)“Leconteurestmortdetristesse.Onatrouvésoncorpsprèsd'unesource

d'eau tarie.Ilserraitcontre sa poitrine un livre,le manuscrittrouvé à

Marrakech et quiétait le journalintime d'Ahmed-Zahra.〔…〕Quant au

manuscrit,ilbrûlaavecleshabitsduvieuxconteur.”,ES,p.136.

109)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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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로 이어나가게 되면서 아흐메드/자흐라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삶을 갖

게 된다.110)

결국 이 소설에는 서로가 진실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총 세

명의 이야기꾼111),이야기꾼의 실종과 이야기의 미완이 아쉬워 각자가 알

고 있는 이야기를 내 놓는 살렘,아마르, 투마라는 이름을 가진 세 명의

청 들,그리고 부에노스아이 스에서 온 먼 음유시인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이 밖에도 이름 없는 다수의 청 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동일한

이야기에 참여하면서 다성 인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즉,“독립

이며,융합하지 않는 다수의 목소리들과 의식들,그리고 각기 동등한 권리

와 각자 자신의 세계를 지닌 목소리들”112)이 함께 작품을 개시켜 나가

110)세 명의 청 이 이야기꾼이 되어 들려주는 세 가지 이야기는 총 3장에 걸쳐 기

술되고 있고,각 장은 이야기의 달을 맡은 세 명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여져 있

다.이를 간단히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그 첫 번째인 살렘은,자흐라가

서커스단의 모자(母子)에게 날이 갈수록 모진 핍박을 받게 되고 결국 서커스 무

에서도 사람들의 야유와 조롱을 받는 ‘서커스의 동물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특

히 아들인 압바스가 그녀를 성 으로 학 하는데,이에 큰 고통을 느끼던 자흐라

는 어느 날 조그만 면도날을 몸에 숨겨 두고 있다가 그의 성기를 잘라버렸고,그

녀도 결국 압바스에게 목이 졸려 죽게 되었다는 비극 결말을 들려 다.두 번째

인 아마르에 따르면,모자의 손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자흐라는 떠돌며 방황을 하

다가 명상 끝에 조용히 죽게 되었다고 한다.그의 이야기는 살렘의 이야기와 같이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그 스스로가 되찾은 주인공의 일기장을 읽어주

면서 그/녀가 쏟아낸 망과 고독의 언어를 독백처럼 읊어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마지막으로,유일한 여성 화자인 투마는 갑자기 일인칭을 사용하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자흐라의 삶과 맞닿아 있다.즉 투

마의 이야기에서 아흐메드/자흐라의 삶은 결국 그녀의 삶이었던 것으로 해진다.

111)이 작품에서,주인공의 일기장을 소지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달하는 역

할을 자처하는 ‘이야기꾼conteur’로서 소개되는 인물은,아흐메드/자흐라로부터 직

일기장을 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여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SiAbdelMalek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티마의 오빠로서 직 이 일을 겪었고,

주인공이 죽은 뒤 그의 일기장을 자신이 직 훔쳐 와서 소장하고 있기에 가장 진

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그리고 수많은 이야기의 모험 끝에 작품이 끝나기 직

에 등장하여,일기장의 씨가 어느 만월의 밤에 달빛에 모두 사라져버렸다고

증언하는 푸른 터번을 두른 사나이까지 총 세 명이다.푸른 터번을 두른 사나이는

실종이 되었다가 다시 나타난 이야기꾼으로 소개되고 있지만,우리는 그가 아흐메

드/자흐라의 ‘조카’로부터 일기장을 해 받은 과정 등을 고백하는 경험담 등을 통

해 앞의 두 이야기꾼들과는 다른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이야기꾼들이 일기

장을 심으로 개되는 이야기와 일기장의 수수께끼와 같은 행 은 2.3장에서 보

다 자세하게 분석해 볼 것이다.

112)미하일 바흐친,『도스 스끼 창작론』,김근식 역, 앙 학교출 부,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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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결국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벤 젤룬이 통 인 독백

서술을 해체시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 사이의

계를 복시킴으로써 그의 이야기 안에 다원 이고 모순 인 서술을 만들

어”113)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114)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은 구 의 통을 차용하여 만들어낸 이 다원

이고 모호한 이야기는 상당히 서구 인 서사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앞서 언 한 다수의 화자의 존재와 이로 인한 이야기의 분열과

해체의 양상은 특히 ‘포스트모더니즘’문학의 경향에 합류하고 있다.독립

이후로 서서히 변화되어온 마그 문학의 양상을 “기이한 자아lemoi

étrange”에 한 쓰기로 보고 그 흐름을 “자아에 한 보다 개인 차

원의 문제제기로의 이행”,즉 “새롭게 건설되던 집단의 정체성을 추구하

던 자아가 오늘날에는 그 자신의 지표를 찾아가는”115)여정으로 악한

마크 공타르MarcGontard는,이 흐름을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으로 악

하면서,이야기에 한 불신과 이로부터 야기된 과도한 서사의 실행 등을

그 특징으로 설명한다.그리고 벤 젤룬은 바로 이러한 경향에 부합하는

작가로서,형태 특성을 통하여 의미를 만들어 내고 텍스트의 조합으로

의미의 효과를 창출한다.이와 같은 시도에 하여,“두 언어를 사용하는

작가가,태생 국가의 문화가 선호하는 ‘이야기conte’라는 표 방식으

로부터,외국에서 차용한 ‘소설roman’이라는 문학 통의 형식으로 이

행”116)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도 가능하다.

p.5.

113)“UnetelletraditiontechniquepermetdoncàBenJelloundefaireéclaterle

monologismenarratiftraditionneletd’instaurerdanssonrécitunenarration

plurielle et contradictoire avec le renversement de la hiérarchie

narrateur/narrataire.”,Marc Gontard,“Méta-narration etauto-référencedans

L'Enfantdesable”,Lemoiétrange.Littératuremarocainedelanguefrançaise,

L’Harmattan,1993,p.15.

114)이와 같이 편화된 쓰기와 다양한 서술 시 의 사용은 독립 이후의 마그

작가 세 가 보여주는 요한 문학 경향이기도 하다.

115)“Or,aprèslaviolentedemanded’êtrequicaractériselesannées70,onassiste

àprésent,danslaplupartdestextesmarocains,àun glissementversune

problématiquepluspersonnelleduMoi.Aprèsavoircherchéàs’intégrerdans

uneidentitécollectiverenaissante,leMoitenteaujourd’huidedécouvrirses

propresrepères,〔…〕”,MarcGontard,op.cit.,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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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두 문화 혹은 두 언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상황에서 출발

하여, 악하기 어렵고 언제나 동요하는 존재의 의미를 그 주제로 삼는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을 재 해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작가는,문제의식을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에 합류시켜 이야기 차원으로

확 시킴으로서 그 불안정성의 의미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2.2.이야기에 한 이야기:‘일곱 개의 문’과 메타픽션

이야기꾼의 권력이 흔들리고 이에 따라 이야기의 진실성마 을 받

는 이야기의 운명은,텍스트를 만들어 낸 작가의 지 가 동요하고

소설이라는 장르의 창작 행 에 한 반성 의식이 첨 해지는 문

학의 경향을 다시 한 번 떠오르게 한다.이러한 맥락에서,『모래 아이』

에 등장하는 이야기꾼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요한 서술 방식은 바로

“텍스트가 쓰여 지면서 그것이 이야기가 되어가는 과정과 방식을 함께 이

야기하는 것”117)에 있다.

즉 이야기의 모험에 참여함으로써 드러나는 하나의 주목할 만한 특

징은 바로 이야기꾼들은 단순한 아흐메드/자흐라 이야기의 달자에 그치

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그들은 자신이 달하는 이야기의 내용 혹은

주인공에 한 평가 이외에도 ‘이야기에 한 이야기’자체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이야기꾼은 아흐메드/자흐라의 이야기를 달하면서,자신

과 이야기와의 계,혹은 그 이야기를 가능하게 만든 주인공의 일기장에

한 이야기,불안정한 여정을 따라가는 이야기의 개 과정 등을 이야기

사이사이에 끊임없이 병치시킨다.이로써 청 들은 우리가 두 가지의 모

험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얻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야기꾼이 이야기 그 자체에 한 청 들의 주의를 환기시키

116)“L'écrivainbilinguesedéplacedoncd'unmoded'expressionprivilégiédela

culturepopulairedesonpaysnatal,leconte,àuneformeempruntée,àune

traditionlittéraireétrangère,leroman.”,KhaledM.Elmahjoub,op.cit.,p.30.

117)“Letexte,en s'écrivant,racontelamanièredontildevientrécit.”,Marc

Gontard,op.cit.,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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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해 수행하는 작업은 이야기에 한 은유métaphore를 제시하는 것이

다.

이 이야기는 밤과 같은 구석이 있지.어둡긴 하지만 이미지가 풍부하다

고나 할까.필히 약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걸세.새벽에

이르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풀려날 거야.우리는 흡사 반세기는 되는 듯

길고 고단할 하룻밤만큼 폭삭 늙어 있겠지.

Cettehistoireaquelquechosedelanuit;elleestobscureetpourtant

richeenimages;elledevraitdébouchersurunelumière,faibleetdouce;

lorsquenousarrivonsàl'aube,nousseronsdélivrés,nousauronsvieilli

d'unenuit,longueetpesante,undemi-siècle〔…〕118)

첫 번째로 등장한 이야기꾼이 본격 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청

들에게 제시하는 이야기에 한 은유는 바로 ‘밤nuit’이다.밤은 어둡지만

풍부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불안하고 막막한 암흑의 시간이지만 동시

에 필연 으로 찾아올 빛을 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한 밤이라는 이

인 시간이 만들어 내는 어두움 속에서 모든 것은 불확실해지고 ‘어두

운 생각들 idéesnoires’이 지배하게 되지만,동시에 ‘무의식’이 해방되는

비이성의 시간으로서119), 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몽환 이고 풍요로운

사고의 활동이 가능해진다.이 이야기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어둠 속

에서 태롭게 이어지고 있지만,이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아흐메드/자

흐라의 일기장은 어두운 밤에 주인공의 풍부한 상징의 언어로 쓰여 졌음

을 기억해야 한다.

이야기에 한 은유는 밤이라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사막이라는 공간

으로 나아간다.사막은 무엇보다 고행과 기증,방랑과 고독의 공간이다.

118)ES,p.15.

119)“Mais entrerdans la nuit,c’estrevenirà l’indéterminé,où se mêlent

cauchemarsetmonstres,lesidéesnoires.Elleestl’imagedel’inconscientet,

danslesommeildelanuit,l’inconscientselibère.”,JeanChevalieretAlain

Gheerbrant,“Art.Nuit”,Dictionnaire des symboles,Paris:Editions Robert

LaffontetEditionsJupiter,Coll.Bouquins,1982,p.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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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한 사막이기도 하다네.타는 듯 뜨거운 모래 를

맨발로 걸어가야 할 걸세. 멀리 지평선 그려지는 오아시스가 있을 거라

고 믿으며 아무 말 않고 걸어야해.그 오아시스는 끊임없이 하늘 쪽으로

멀어만 진다네.계속 걸어야만 하고 기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네.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발걸음이 길을 만

들어 낼 걸세.우리 뒤로는 오직 공허와 낭떠러지 그리고 무(無)밖에는 아

무런 자취도 남지 않지.〔…〕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정신이 이 이야기를

믿는 만큼 우리를 멀리 데려다 걸세.

〔…〕cettehistoireestaussiundésert.Ilvafalloirmarcherpieds

nussurlesablebrûlant,marcheretsetaire,croireàl'oasisquise

dessineàl'horizonetquinecessed'avancerversleciel,marcheret

nepasseretournerpournepasêtreemportéparlevertige.Nospas

invententlecheminaufuretàmesurequenousavançons;derrière,ils

nelaissentpasdetrace,maislevide,leprécipice,lenéant.〔…〕Ils

nousmènerontaussiloinquenosespritscroirontàcettehistoire.120)

내리 는 태양 아래에서 맨발로 뜨거운 모래 를 묵묵히 걸어야 하는

사막의 체험은 강렬한 고행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그런데 이곳에는 동

시에 오아시스에 한 희망이 있다.이 희망은 사막이라는 고통의 공간을

견뎌내면서 묵묵히 걸어야 할 이유와 원동력을 마련해 다.게다가 비록

오아시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찾아내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그 과

정에서 얻게 되는 사막의 소 한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텍스트와 증언을 통하여 알고 있다.121)

120)ES,pp.15-16.

121)사막은 랑스 작가들과 마그 작가들 모두에게 쓰기의 주제로서 매혹 인

공간이며,우리는 이와 련한 많은 텍스트들을 찾아볼 수 있다.한 가지 를 들

어보자면,알베르 멤미는 자신의 소설 『사막 Ledésert』에서,사막에 유배되었던

주인공 JubaïrOualiEl-Mammi의 목소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사막의 교훈을 언

한다.“C'estau désert,pourtant,que j'aiappris cette insigne vérité,la

première de toutes:ilfautfaire la paix avec soi.C'estpourl'y avoir

découvertequej'aipassionnémentaiméledésert;c'estpourmelaremettreen

mémoirequej'ysuispériodiquementretourné.Lapenséedudésertmedevint

untalismanquejepouvaisinvoqueràvolonté:«Rappelle-toi,lorsquetun'avais

rien etnedépendais de personne.» Ilmesemblealorsquerien ne peut

m'atteindre,aumoinsdansl'essentieldemonêtre.”,AlbertMemmi,Ledé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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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꾼이 이야기에 한 은유로서 제시한 밤과 사막은 어둡지만 동시

에 풍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고행과 죽음의 험이 도사리고 있지

만 동시에 오아시스에 한 희망을 품고 있는 양가성의 공간이다.이야기

의 은유가 이야기와 포개어 짐으로써 청 들은 이야기가 속 주인공의 운

명과 동시에 그것을 담아내는 이야기의 운명을 함께 인지하게 된다.

일종의 메타픽션Meta-fiction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의 이야기

에 한 이야기들은 『모래 아이』에서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만큼이나

요한 치를 차지한다.그리고 이 작품의 의미 작용과 그 형성에 필수

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포스트모더니즘 소설의 일종으로 간

주되는 메타픽션은,소설을 쓴다는 행 자체에 한 반성 의식이 첨

화된 장르로,“일차 인 심사는 소설의 형식을 빌려 무엇인가를 재 하

는 것이 아니라 소설의 인공품 성격을 드러내는 것,소설 제작의 과정

자체를 노출시키는 것”에 있다.여기에서 소설을 쓰는 일과 소설에 해

서 사고하는 일,소설 이론의 문제들을 탐색하는 일은 불가분의 계에

있다.“메타 소설은 이처럼 소설 창작의 실제를 통하여 소설의 이론을 탐

구하는 자의식 경향의 소설들을 가리킨다.”122)『모래 아이』는 바로

“서술 행 의 연출과 자기 참조auto-référence라는 략을 통하여 이야기

의 모든 이론을 새겨 넣은”123)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꾼은 이 이야기에 일종의 여정itinéraire의 이미

지를 끊임없이 부여한다.특히 이야기꾼은 이 이야기에 일곱 개의 문124)

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흐메드/자흐라의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그 문을 하나씩 통과해야함을 여러 차례 청 들에게 환기시킨다.총 19개

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소설에서 7개의 장은 바로 이 문들의 이름을

갖고 있다.그것은 순서 로 각각 목요일의 문Laportedujeudi, 요일

Paris:Gallimard,1977,p.19.

122)한용환,『소설학 사 』,고려원,1992,pp.133-135참고.

123) “Dans cette mise en scène de l'acte narratif et dans la stratégie

d'auto-référencequil'accompagne,s'inscrittouteunethéoriedurécit.”,Marc

Gontard,op.cit.,p.17.

124)“Sachezaussiquelelivreaseptportespercéesdansunemuraillelarged'au

moinsdeuxmètresethauted'aumoinstroishommessveltesetvigoureux.”,

ES,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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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Laporteduvendredi,토요일의 문Laportedusamedi,바 엘 하

드Bab ElHad125),잊 진 문La porte oubliée,유폐된 문La porte

emmurée,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인 모래의 문Laportedessables이다.

우리는 이 일곱 개의 문들을,이야기가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노출

시키는 매우 상징 인 소재로 여긴다.왜냐하면 이 문들은 아흐메드/자흐

라가 차례로 통과해야 하는,모험을 떠나는 존재의 여정을 나타내기도 하

지만,동시에 청 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거쳐야하는 이야기의 운

명과도 함께하기 때문이다.그 다면 우리는 이 일곱 개의 문들의 역할과

상징을 분석함으로써 이 메타 이야기의 구조와 의미에 보다 가까이 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장 먼 거쳐야 하는 ‘목요일의 문’은,‘속 이야기’에 있어서

아버지의 계획과 그에 따른 주인공의 탄생의 단계를 나타내며,‘바깥 이야

기’에 있어서는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문이다.

오늘은 첫 번째 문으로 가는 길에 오르세.그 문은 목요일의 문이지.

〔…〕멀리에서 바라 본 이 문은 아주 풍당당해 보이네.정말 기가 막히

지.쉰다섯 명의 장인들이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문인데,서로 다른 문양

들이 오백 가지도 넘게 들어가 있어.그래서 이 거 하고 아름다운 문이

책의 입구라는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네.입구와 시작.입구와

탄생.우리의 주인공은 어느 목요일 아침에 태어났다네.

Aujourd’huinousprenonslechemindelapremièreporte,laportedu

jeudi.〔…〕Cetteportequevousapercevezauloinestmajestueuse.Elle

estsuperbe.Sonboisaétésculptéparcinquante-cinqartisans,etvous

yverrezplusdecinqcentsmotifsdifférents.Donccetteportelourdeet

belleoccupedanslelivrelaplaceprimordialedel’entrée.L’entréeet

l’arrivée.L’entréeetlanaissance.Lanaissancedenotrehérosunjeudi

matin.126)

125)아랍어로서,한계의 문Laportelimite을 뜻한다.“BabElHad,commesonnom

l’indique,c’estlaportelimite,〔…〕”,ES,p.62.

126)ES,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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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모로코의 유서 깊은 도시에 자리 잡은 메디나Médina127)의 입구

를 연상 하는 거 하고 화려한 목요일의 문은 두 가지 이야기,즉 존재

의 모험과 이야기의 모험의 시작을 알린다.이 문을 통과함으로써 두 가

지 모험이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다.웅장하고 화려한 입구인 목요일의 문

을 통해 메디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인공이 세상에 태어나 그의 인생

이 펼쳐지게 되고,이야기를 듣는 청 들도 그의 탄생과 함께 이야기의

모험에 오르게 된다.128)

‘요일의 문’은 드디어 아들을 갖게 된 축제의 집안에서 자라나는 주인

공의 행복한 유년시 을129),‘토요일의 문’은 육체의 변화가 뚜렷해짐으로

써 존재의 이 성이 부각되며 혼란이 본격화 되는 청소년기를130)상징한

다.문의 이름인 요일의 순서가 보여주듯,주인공의 탄생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과정들은 시간 흐름을 유지하며 개된다.그 기 때문에 청

들 한 이 세 개의 문을 거치는 동안에는 이야기의 운명보다는 주인공의

127)메디나Médina란,북아 리카 국가들의 주요 도시의 심에 치한 통 거주

지역을 일컫는다.이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나 있다.

게다가 이곳에 난 수없이 많은 길들은 미로와 같이 순환 circulaire인 것으로 유

명하다.가장 표 인 메디나 하나가 바로 벤 젤룬의 고향인 모로코의 페즈에

치하고 있다.

128)그것이 듣는 행 이든 혹은 말하는 행 이든,이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

은 일종의 여정에 오르는 것이고,하나하나의 단계를 거쳐나가는 일종의 여행이

되는 것임을 이야기꾼이 여러 차례 직․간 으로 언 한다.“Comme vous

pouvezleconstater,notrecaravaneaavancéun peu surlechemin dela

premièreporte.Jevoischacunaapportésesprovisionspourlevoyage.”,ES,

p.21.

129)“Laporteduvendrediestcellequirassemble,pourlereposducorps,pourle

recueillementdel’âmeetpourlacélébration du jour.Elles’ouvresurune

familleen fête,un cielclément,uneterreféconde,un hommeàl’honneur

recouvré,unefemmereconnueenfinunemère.Cetteportenelaisserapasser

quelebonheur”,ES,p.29.

130)“Amis,nousdevonsaujourd’huinousdéplacer.Nousallonsverslatroisième

étape,septièmejourdelasemaine,uneplacecarrée,marchédescéréralesoù

paysansetanimauxdormentensemble,placedel’échangeentrelavilleetla

campagne,entouréedemursbasetirriguéeparunesourcenaturelle.〔…〕La

porteestunepercéedanslemur,uneespècederuinequinemènenullepart.

Maisnousluidevonsunevisite,unpeuparsuperstition,unpeuparespritde

rigueur.Enprincipecetteportecorrespondàl’étapedel’adolescence.Or,c’est

une période bien obscure.Nous avons perdu de vue les pas de notre

personnage.”,ES,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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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에 더 큰 심을 쏟게 된다.

그러나 한계의 문,‘바 엘 하드’에 이르러 존재의 운명이 요동치기 시

작하자 상황은 달라진다.주인공의 인생의 시기로 보자면,성인이 된 아흐

메드/자흐라가 갈수록 심화되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티마와의 결혼을

계획하면서 자신의 가면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시기이다.이야기꾼은 이

문을 통과하려면 몸을 낮춰야하는 아주 조그마한 문131)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이 문에 이른 주인공이 갑작스런 선회,느닷없는 폭력성을 보이면

서,지옥에 떨어져 주받은 채 살게 되었다132)고 한다.

바 엘 하드,그 이름이 말해주듯이,이것은 한계의 문이라네.하나의

상황에 종지부를 기 해 세워진 벽이지.이 문은 우리에게 아무런 고

도 하지 않은 채 굳게 닫 버렸으므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문이 될 걸

세.그리고 자네들에게 일곱 개의 문에 해 이야기했던 나로서는 이제 내

힘으로는 어쩌지 못함을 느끼네.우리의 이야기는 이 문에서 멈추지는 않

을 거라네.이야기는 계속 되지만 더 이상은 벽에 난 문들을 지나가지는

않을 거야.이야기는 순환 도로에서 뱅뱅 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갈수록

더 주의를 기울이며 그 뒤를 쫓아야 할 거라네.

BalElHad,commesonnom l’indique,c’estlaportelimite,lemur

quisedressepourmettrefinàunesituation.Ceseranotredernière

porte,carelles’estferméesurnoussansnousprévenir.Etmoiqui

vousavaisparlédesseptportes,jemetrouveaujourd’huidépassé.

Notrehistoirenes’arrêtepasàcetteporte.Ellesepoursuit,maiselle

netraverseraplusdeportescreuséesdansunemuraille.Elletournera

dansuneruecirculaireetnousdevronslasuivreavecdeplusenplus

d’attention.133)

131)“C’estuneporteminuscule;ilfautsebaisserpourpasser.Elleestàl’entrée

delamédinaetcommuniqueaveccellesituéeàl’autreextrémité,quiest

utiliséepoursortir.”,ES,p.49.

132)“Cerevirementbrutal,cetteviolencesoudainem’inquiètentetjenesaisoù

celavanousmener.〔…〕Ilestdamné,habitéparlamalédiction,transformé

parlessorciers.”,ES,p.54.

133)ES,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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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꾼의 말에 따르면,바 엘 하드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한계에 이

르러 종료가 된다.이 종료가 되는 상황이란 목요일, 요일,토요일의 순

서로 이어지던 이야기의 순차 개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함을 의미할

것이다.그리고 이 상황이 종료되어 한계의 벽에 부딪히면 드디어 “순환

도로”로에 빠져들게 된다.이로써 “양면성을 내포한 이야기가 본격 으로

시작됨이,다시 말해 아흐메드라는 존재의 불가능성에 한 이야기가 시

작됨”134)이 고된다.

주인공의 삶이 동요하고 본격 인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이

야기꾼은 이야기에 한 힘을 으로 상실한다.사실 그는 이야기의

반부터 자신은 이 이야기의 인 권력자가 아닐 뿐 더러,안내자의

역할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것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 한다.135)즉

그가 청 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애 에 어떠한 고정된 거리나

확정 인 결말을 갖는 이야기가 아니다.그러므로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개함에 따라,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만들어 지는 과정이 노출된다.그리

고 바로 이러한 이야기꾼의 불완 성과 이야기의 비고정성으로 인하여 이

야기에 한 이야기들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 다면 한계의 문에 이르러 벽에 막 버린 이야기는 이제 어떤 여정

을 따르게 될 것인가?이야기꾼은 이것이 마지막 문이기는 하지만 이야기

는 계속될 것임을 분명하게 알린다.그리고 메디나 속의 미로와 같은 길

들을 뱅뱅 돌게 되면서,‘순환 도로’ 에서 혼란스런 여정을 이어가게 될

것임을 동시에 고한다.

그 뒤로 이어지는 문들은 이야기꾼이 고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어떠한

단계를 의미하거나 실체를 가진 문으로 등장하지 않는다.오히려 상징

인 존재로 그려질 뿐이다.바 엘 하드를 뒤따르는 ‘잊 진 문’은 더 이

상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이 아닌,그 “벽에 난 틈이자 잊 진 입

구”136)로 소개된다.이 비좁은 문에서 주인공의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

134) “Icicommence véritablement le récit de l’ambivalence,c’est-à-dire de

l’impossibilitéd’êtreAhmed.”,MarcGontard,op.cit.,p.16.

135)다음의 인용문을 참고할 수 있다.“Maisjevoisdansvosyeuxl’inquiétude.

Vousnesavezpasoùjevousemmène.N’ayezcrainte,moinonplusjenele

saispas.”,ES,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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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개를 보여주지 않는다.일기장을 통한 독백과 익명의 상 와의 편

지 교환이 주를 이루면서,그가 칩거의 상태에서 하는 고독과 망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그런데 잊 진 문에서 바깥 이야기에 주목할 은 바

로 여기서부터 서술 행 가 본격 으로 다원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첫 번째 이야기꾼이 진실을 숨기는 자로서 반박 당하고 새로

운 이야기꾼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통 서술 방식의 해체

를 알리는 문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유폐된 문’의 장에서는 이야기꾼의 목소리마 완

히 배제된 채 주인공의 독백으로만 구성된다.우리는 심지어 이 ‘문’에

한 어떠한 언 도 찾아볼 수 없다.그리고 주인공의 일인칭 독백은 티

마와의 결혼 생활에 하여 말하고 있는데,우리는 앞서 존재의 모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의 거짓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해 최후의 가면으로

삼았던 티마가 거울 속 끔 한 반 으로 밝 지면서 아흐메드를 심연

속에 가두게 됨을 확인한 바 있다.

유폐된 문은 단순히 ‘갇 있다’는 상태만을 뜻한다기보다,‘emmurer’라

는 동사의 어근이 되는 ‘벽mur’라는 단어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군가

벽이 둘러싸고 있는 공간에 갇 있거나,혹은 무엇인가 벽 속에 묻 있

는’상태를 말한다.137)그리하여 이 유폐의 상태는 철 한 고립과 고독의

이미지를 낳는다.지 까지 거쳐 온 문들은,그것이 때로는 아주 작은 틈

에 불과할 지라도 메디나의 벽에 열린 공간을 만들어 내는 문으로서 그

존재를 유지해 왔다.그러나 벽에 난 잊 진 틈을 거쳐 도착한 유폐된 문

은 설령 그것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 에 보이지 않는다.게다가 벽

을 뚫어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할 문이,반 로 벽 속에 갇 버림으로써

문으로서의 역할을 완 히 상실한다.그 기 때문에 이 역설의 문에서,주

인공의 존재는 티마와의 결혼 실패 후 철 한 고독의 상태에 갇히게 되

고,이야기꾼의 목소리도 개입되지 못한 채 문에 한 언 조차 찾아볼

136)“Nousdevonsàprésentnousglisserparlesbrèchesdanslamuraille,les

ouverturesoubliées〔…〕”,ES,p.65.

137)“Enfermerquelqu’undansunendroitquel’onmurait.〔…〕Enfermerquelque

chosedansdesmurs.”,Trésordelalanguefrançaiseinformatisé‘emmurer’항

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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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게 된다.벽을 뚫고 존재해야 할 문이 벽 속에 갇 버린 이 유폐된

문은 바로 통 의미로서의 이야기의 개는 불가능하며,그 결말이 부

재할 수밖에 없다는 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138)

마지막 문인 ‘모래의 문’은 『모래 아이』를 구성하는 19개의 장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치하고 있다.유폐된 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문에서는 이 문에 한 어떠한 구체 언 도 찾아볼 수 없다.이 문에

이르러 『모래 아이』라는 책의 실제 종결을 맞게 되지만,아흐메드/자

흐라의 정체성을 찾기 한 여정도,그를 쫓던 이야기꾼과 청 들 사이의

이야기도 어떠한 매듭을 짓지 못한 채 미지의 상태로 남게 된다.

다시 정리하여 보면,미로와 같은 메디나를 둘러싼 성벽에 웅장하고 화

려하게 세워진 목요일의 문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요일과 토요일의 문

을 거쳐 한계에 부딪히고,벽 속의 보이지 않는 잊 진 틈이 되어 이내

벽 속에 갇 버리더니,결국 모래가 되어 흩어지면서,방랑의 공간인 사막

으로 우리를 이끈다.이 과정을 주인공의 차원에서 분석해보자면 이 문들

은 “아흐메드/자흐라가 성장함에 따라 드러나는 지옥으로의 하강의 과정

에서 그 새로운 단계가 시작됨에 따라 열리는 것이고,결국 모래의 문에

이르게 됨으로써 그는 마치 모래처럼 모든 고정된 형태에서 벗어나게 되

는 인물이 됨”139)을 보여주는 것이다.어떠한 형태로 고정되지 못하고,

한 손에 잡히지 않은 채 스르르 빠져나가는 모래는 바로 이 이야기의 다

138)거 하고 화려한 목요일의 문을 시작으로 하여 결국 벽 속에 갇 제 모습을 감

추는 유폐된 문에 이르는 여정은,젠더연구의 에서도 주목해 볼만한 상징

과정이다.즉 남녀차별이 극심한 이슬람 사회에서,주인공이 아흐메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 남성으로서의 안정 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서서히 억압받고

유폐된 여성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자흐라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여정은,‘열림

ouverture’의 이미지에서 ‘폐쇄fermeture’의 이미지로 변화되어 가는 문들의 상징

변화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련하여 다음의 주장을 참고해볼 수 있다.

“〔…〕Ahmed/Zahradità son pèrequesacondition (d'homme)luiouvre

touteslesportes(50),cequiestvraicardansunesociétéislamiquel'homme

circulelibrement,tandisquelemouvementdelafemmelui,estétroitement

circonscritpardesmursetdesportesàbarres.”,JohnD.Erickson,“Femme

voilée,récitvoilédansL'EnfantdesabledeTaharBenJelloun”,RégisAntoine

(éd.),CarrefourdeCultures,Tübingen:GunterNarr,1993,p.295.

139)“Chaqueportes'ouvresurunenouvelleétapedeladescenteauxenfersque

représentelacroissancedecetenfantqui,commelesable,liquideminéral,

échappefinalementàtoutmodelage.”,AgnesHafez-Ergaut,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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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과 비고정성 그리고 미지의 신비스러움까지 모두 내포할 수 있는 소

재로서 이 이야기의 결말 없는 결말을 가장 상징 으로 구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일곱 개의 문은 일종의 모험을 해야 하는 아흐메드/자흐라가 통과하

는 문이자 이야기를 듣는 청 들이 함께 열어야 하는 문이고 나아가 독자

들이 책장을 넘기면서 지나가게 되는 문이다.그리고 이 문들의 존재와

역할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의 유동성과 모호성에 하여

인식하게 된다.즉 우리는 이야기꾼의 목소리를 통해 고정되지 않은,완

히 만들어지지 않은 이야기에 한 메타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됨으로써,

하나의 완벽히 재 된 이야기가 아닌,만들어지는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2.3.수수께끼와 비 의 책:완결될 수 없는 이야기

잃어버린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했으나,어떠한 확정도 없는 혼란 속에

서 결국 여러 갈래로 흩어져 버린 아흐메드/자흐라의 삶,그리고 웅장한

목요일의 문으로 시작하여 흔 도 없이 무 진 채 사막으로 우리를 안내

하는 모래의 문을 통과하는 이야기는,그것의 진실성과 결말에 하여,얻

을 수 없는 답을 찾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수수께

끼énigme와도 같다.불가사의의 존재인 아흐메드/자흐라,이 비 의 존재

를 이야기하는 여럿의 이야기꾼과 그들의 서로 다르면서도 겹쳐지는 목소

리,사건의 개보다는 내면의 독백에 치 하게 하는 『모래 아이』를 가

득 채운 내 한 시 언어와 몽환 체험은 바로 청 과 독자들이 떠안게

되는 거 하고 복잡한 신비의 수수께끼가 되는 것이다.그리고 이야기꾼

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청 으로 하여 , 실과 상상이 교묘히 뒤섞이

고 시간의 직선 흐름이 괴되는 장의 한 가운데에 놓이게 하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그들에게 혼란이면서 동시에 거 한 신비로 다가

온다.

이 이야기의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주인공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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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다.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신비로움은 무엇보다 이 이야기의 기원이

되는,아흐메드/자흐라의 일기장에 한 찰로부터 생겨난다고 할 수 있

다.

청 들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이야기꾼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꺼내 보

이면서 이 책이 담고 있는 신비로움과 비 스러움에 하여 말하는 것으

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비 은 바로 여기,이 책장들 안에 말과 이미지들로 짜여 져있지.그는

죽기 직 에 이 공책을 나에게 맡겼네.〔…〕나는 실로 희귀한 책,비 의

책이 내 손에 들어왔음을 깨달았다네.짧고 강렬한 삶에 걸쳐 있고,긴 시

련의 밤을 통해 쓰여 졌으며,거 한 바 아래 주의 천사가 지켜온 책

이었지.친구들이여,이 책은 돌려볼 수도, 구에게 수도 없다네.이

책은 오직 순수한 혼의 소유자들만이 읽을 수 있어.거기서 뿜어져 나오

는 빛이 비되지 않은 자들이 부주의로 들쳐보면 그들의 을 멀게 한다

네.나는 이 책을 읽고,그런 자들을 해 이 책의 내용을 풀어내었지.

Lesecretestlà,danscespages,tissépardes syllabesetdes

images.Ilmel'avaitconfiéjusteavantdemourir.〔…〕Jesusalors

quej'étaisenpossessiondulivrerare,lelivredusecret,enjambépar

uneviebrèveetintense,écritparlanuitdelalongueépreuve,gardé

sousdegrossespierresetprotégéparl'angedelamalédiction.Ce

livre,mesamis,nepeutcirculernisedonner.Ilnepeutêtrelupar

desespritsinnocents.Lalumièrequienémaneéblouitetaveugleles

yeuxquis'yposentparmégarde,sansêtrepréparés.Celivre,jel'ai

lu,jel'aidéchiffrépourdetelsesprits.140)

아흐메드/자흐라가 남긴 일기장은 이야기꾼에 의해 주로 ‘책livre’이라는

단어로 지시됨으로써 독자들이 손에 쥐고 있는 『모래 아이』라는 책과의

유사성을 환기시킨다.이로써 그가 내는 목소리는 이 작품 자체에 한

일종의 비평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그에 따르면,이 책은 무엇보다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책이다.그 기 때문에 이야기꾼은 청 들을 하여

140)ES,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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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를 읽고 그 내용을 풀어내야만 한다.그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 ‘secret’가 동시에 품고 있는,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비 ’의 의

미와,이성을 월하는 ‘신비’의 의미의 동시 작용을 통해 설명될 수 있

다.이성의 언어로 쓰여 지지 않은 이 책은 신비의 언어들로 가득하고,동

시에 그 신비로움이 엄청난 비 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가 품고 있는 이 불가사의한 힘은,일기장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방식과 결합하면서 보다 강력해진다.다시 말해,일기장이 품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의 존재 방식 자체가 수수께끼가 되는 것이다.

이 측면을 고찰하기 하여,우리는 여러 이야기꾼의 등장마다 그와 함께

사라졌다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일기장의 기이한 등장 방식에 주목

한다.무엇보다 “서술 인 사물objetnarratif로서의 이 일기장은 다양한

변주의 연속 가운데서 이 텍스트에 한 진 여부 단의 불가능성”141)을

드러내게 된다.

첫 번째 이야기꾼은 주인공이 죽기 직 에 이 일기장을 자신에게 직

맡긴 것으로 주장한다.142)그런데 자신이 티마의 오빠라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야기꾼이 등장하여 그를 이야기꾼의 자리에서 어내면서,“첫 번

째 이야기꾼이 읽어 주던 일기장은 값싼 코란 보 에 불과했고, 으로

는 코란 구 을 보면서 입으로는 미친 사람의 일기를 읽어 고 있었다”고

폭로한다.143)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일기장의 진정성을 공언

한다.

아흐메드의 일기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요.당연하지,그가 죽은

141)“Celivrecommeobjetnarratifressortitàunesérieàvariablesmultiplesqui

manifeste l'indécidabilité textuelle.”,Robert Elbaz,Tahar Ben Jelloun ou

L'inassouvissementdudésirnarratif,Paris:L'Harmattan,1996,p.50.

142)“Lesecretestlà,danscespages,tissépardessyllabesetdesimages.Ilme

l'avaitconfiéjusteavantdemourir.”,ES,p.12.

143)“Notreconteurprétendliredansunlivrequ’Ahmedauraitlaissé.Orc’est

faux!Celivre,certes,exite.Cen’estpascevieuxcahierjauniparlesoleilque

notreconteuracouvertaveccefoulardsale.D’ailleurscen’estpasuncahier,

maisuneédition trèsbonmarchéduCoran.C’estcurieux,ilregardaitles

versetsetlisaitlejournald’unfou,victimedesespropresillusions.”,ES,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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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에 내가 그 일기장을 훔쳐왔으니까.자,보시오.이 공책은 그 무렵

나온 신문으로 싸여 있다오.날짜를 보시오.그가 죽은 날짜와 일치하고

있지 않소?

Lejournald'Ahmed,c'estmoiquil'ai;c'estnormal,jel'aivoléle

lendemain de sa mort.Le voilà,ilestcouvertd'une gazette de

l'époque,vouspouvezlireladate...Necoïncide-t-ellepasaveccellede

samort?144)

새로운 이야기꾼은 여러 가지 증거들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

신빙성을 높인다.즉,주인공이 직 쓴 언어가 채워진 일기장이 있어야만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고, 한 온 한 이야기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기장은 이야기꾼의 등장마다 새롭게 등장할 수밖에 없

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야기꾼은 “자신의 말에 먹 버린 이야기꾼Le

conteurdévoréparsesphrases”이라는 장에서 이 책에 한 새로운 정

보를 제공한다.

아침 바람이〔…〕책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음 들을 하나하나 깨우고 있

어.문장들과 구 들이 기다림의 안개를 흩뜨리려 일어나네.〔…〕바람은

텍스트의 질서를 어지럽히고,끈 거리는 페이지들에 붙어있던 벌 들을

쫓아내네.밤의 나비가 손으로 쓴 낱말들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게 보이는

구려.나비는 그와 함께 몇 가지 쓸데없는 이미지들을 가져가네.

Levent〔…〕tournelespagesdu livreetréveilleuneàuneles

syllabes;desphrasesouversetsselèventpourdissiperlabrumede

l'attente.〔…〕Ildérangel'ordredutexteetfaitfuirdesinsectescollés

auxpagesgrasses.Jevoisunpapillondenuits'échapperdesmots

manuscrits.Ilemporteavecluiquelquesimagesinutiles.145)

주인공이 남긴 일기장은 이야기꾼의 증언으로 신비로움이 배가되면서

144)Ibid..

145)ES,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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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 월 인 것이 된다.이 일기장 속에 힌 낱말 혹은 문장들은 생

명력을 지니고 있으며,이로 인해 일기장 그 자체도 살아있는 책이 된다.

즉,이 책은 쓴이에 의해 한 번 쓰여 지고 의미와 형태가 그 로 굳어

져 버린 수동 인 텍스트가 아니라,바람과 같은 외부의 힘에 따라 그 내

용과 모양이 바 고,나아가 스스로 생명력을 발휘하는 능동 인 텍스트

인 것이다.

한편,일기장에 한 이야기꾼들의 놀라운 증언 속에서 일기장의 수수

께끼와 같은 여정은 계속 이어진다.아흐메드/자흐라의 삶이나 이야기의

운명이 그러했듯이,그 기원이 되는 일기장 한 결코 어느 한 지 에 자

신의 움직임을 고정시키지 않는 것이다.일기장은, 장이 사라지고 이야

기꾼이 죽음을 맞이하자,그가 걸치고 있는 옷가지와 함께 태워지고 만

다.146)이야기의 기원이 되는 일기장이 불에 타 완 히 사라져버렸으므로

우리는 이야기의 끝을 결코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그 지만 청

이었던 살렘,아마르, 투마가 단된 이야기를 이어갔을 때,살렘에 이

어 이야기꾼이 된 아마르는 자신이 직 찾아낸 일기장 속에 담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 다.147)그리고 투마의 이야기에 이르자 이 일기장은 더

이상 아흐메드/자흐라의 일기장이 아닌 투마 자신의 잃어버린 일기장이

된다.

그 사이 나는 나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커다란 공책을 잃어버렸지.다시

써보려고 했지만 허사 어.그래서 나는 내 생애 반의 이야기를 찾으러

나섰지.그 다음은 자네들이 알고 있지.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그

리고 자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난 정말 기뻤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어.

나는 그 게 해서 20년이 지난 후에 내 인생의 여러 목들을 다시 살아

볼 수 있는 특권을 렸던 거야.

146)“Leconteurestmortdetristesse.Onatrouvésoncorpsprèsd'unesource

d'eau tarie.Ilserraitcontre sa poitrine un livre,le manuscrittrouvé à

Marrakech et quiétait le journalintime d'Ahmed-Zahra.〔…〕Quant au

manuscrit,ilbrûlaavecleshabitsduvieuxconteur.”,ES,p.136.

147)“Jeconnaislafindecettehistoire.J'aitrouvélemanuscritquenouslisaitle

conteur.Jevousl'apporteraidemain.Jel'avaisrachetéauxinfirmiersdela

morgue.”,ES,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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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e-temps j'avais perdu legrand cahieroù je consignais mon

histoire.J'essayaidelereconstituermaisenvain;alorsjesortisàla

recherchedurécitdemavieantérieure.Lasuitevouslaconnaissez.

J'avoueavoirprisduplaisiràécouterleconteur,puisvous.J'aieu

ainsileprivilège,vingtansplustard,derevivrecertainesétapesdema

vie.148)

『모래 아이』의 유일한 여자 이야기꾼인 투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더 이상 ‘그’,‘그녀’의 삼인칭이 아닌 ‘나’의 일인칭으로 개된다.이로써

비 의 책은 그녀가 20년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일기장이 되는 것이

다.일기장은 이제 그 안에 자신이 언어를 담아 낸 일기장 주인의 정체성

마 뒤흔든다.

결국 이야기의 원천이 되는 일기장의 존재는 주인공의 삶만큼이나,그

리고 이야기만큼이나 모호해진다.이 게 수차례에 걸쳐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일기장의 존재는 그 자체로 비 과 신비의 책이 되면서,이 책

에 담긴 이야기 한 자연스 신비의 이야기가 되고,이 책을 심으로

이야기꾼들과 청 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 한 하나의 수수께끼와 같

은 이야기가 된다.

일기장을 둘러싼 수수께끼는 가장 마지막 문인 모래의 문에 나타난 푸

른 터번을 두른 사나이의 고백에서 정 에 이른다.『모래 아이』에 등장

하는 최종 인 이야기꾼이 비 의 일기장을 얻게 된 연유는,베이 아흐메

드BeyAhmed라는 자가 죽은 뒤 그의 조카가 그를 이야기꾼으로 선택하

여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이백 페이지가 넘는 그의 일기장149)을 건네

주었기 때문이다.베이 아흐메드라고 하는 자의 죽음 이후에 가족들이 그

148)ES,p.170.

149) 랑스 Seuil출 사에서 나온『모래 아이』 한 200페이지가 조 넘은 채 끝

을 맺고 있다.작가는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이 최종 인 일기장의 페이지

수에 한 정보를 제시함으로써,실제 독자들이 손에 들고 읽고 있는 책과의 유사

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유사성의 획득을 통하여,주인공의 일기장의

존재 방식과 그것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로 비롯된 비 과 신비의 속성은 고스란히

독자들의 손에 쥐어 진 『모래 아이』로 옮겨오게 되는 것이다.결국 동일한 책,

혹은 책 속의 책이라는 미장아빔의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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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알게 된 엄청나고 끔 한 비 은,그들을 견디기 힘든 수수께끼

의 무게로 짓 고150),결국 그의 조카인 한 여인이 “다른 이야기꾼들보

다 상상력이 더 풍부해 보이는”151)푸른 터번을 두른 사나이를 택하여 이

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다시 그의 입으로 달하게 함으로써 이 비 의

수수께끼를 설이나 신화처럼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152)‘먼 음유시인’

이 다시 모아 놓은 청 들 사이에 푸른 터번을 두른 이야기꾼이 홀연히

나타나 일기장을 높이 쳐들면서 친숙한 목소리로 “모든 게 여기 있네...

자네들도 알고 있지...”153)라고 말하자,청 들 사이에서는 “마치,잊 진

문들 혹은 주받은 문들 앞에 마법의 열쇠가 나타난 듯”154)한 신비한 분

기가 감돈다.그런데 이 기이한 모험의 정에 나타난,수수께끼를 풀어

“마법의 열쇠”로 믿었던 푸른 터번을 두른 사나이의 뒤 이은 고백은

우리의 마지막 기 를 산산조각 내고,청 들과 독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다.

책은 텅 비어 버렸네.망가져버렸어.내가 경솔하게도 만월의 밤에 이

책을 넘겨보지 않았겠는가.달빛은 이 공책을 비추면서 말들을 하나씩 차

례로 지워버렸다네.세월이 이 책에 남겨 놓은 것들 그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지...물론 단편 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몇몇 음 들...달

은 그 게 우리의 이야기를 빼앗아 가버렸네.

Lelivreestvide.Ilaétédévasté.J'aieul'imprudencedelefeuillter

unenuitdepleinelune.Enl'éclairant,salumièreaeffacélesmots

l'unaprèsl'autre.Plusriennesubsistedecequeletempsaconsigné

danscelivre...,ilrestebiensûrdesbribes...,quelquessyllabes...,la

150)“J’aibesoind’êtredélivréedupoidsdecetteénigme.C’estunsecretquia

pesélongtempssurnotrefamille.”,ES,p.207.

151)“Ellemedit,peut-êtrepourmeflatter,quej’avaisplusd’imaginationqueles

autres〔…〕”,ES,p.208.

152)“J'aipenséqu'enrendantpubliquecettehistoireonenferaitunelégende,et,

commechacunsait,lesmythesetleslégendessontplussupportablesquela

stricteréalité.”,ES,pp.207-208.

153)“Toutestlà...etvouslesavez...”,ES,p.200.

154)“Cettephrasediteplusieursfoisparunevoixfamilièrefonctionnecommeune

clémagiquedevantouvrirdesportesoubliées,oucondamnées.”,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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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es'estainsiemparéedenotrehistoire.155)

그가 『모래 아이』에 등장하는 마지막 이야기꾼이라는 에서,달빛에

모든 자가 사라진 일기장은 궁극의 수수께끼와 신비로 남게 된다.우리

는 이야기의 모험이 지나는 여정을 따라가면서, 첩되는 유사한 이야기

들과 상반되는 개별 인 이야기들의 공존을 통해,이 여정이 불확실과 의

심으로 철된 길임을 확인해 왔다.즉,아흐메드/자흐라의 삶이 구의

것인지,이런 운명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인지,그 운명이 내용이 왜곡된

것은 아닌지와 같은 의심과 의문을 남겨둔 채 그 속에서 길을 잃었던 것

이다.그러나 그때마다 이야기의 원천이 되는 일기장이 나타나 잠시나마

우리의 호기심을 달래주었다면,달빛에 씨가 사라져 버린 빈 책으로 우

리 앞에 최종 으로 나타난 일기장은,‘출구 없는 밤’으로 끝나버린 아흐

메드/자흐라의 삶처럼 원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

의 운명의 정 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우리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이

이야기의 핵심이 수수께끼의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수께끼에 그 자

체에 머무는 것에 있는 것처럼”156) 개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 이

다.비 은 다른 비 로 낳고 수수께끼는 그것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으

로 인해 오히려 더욱 거 하고 복잡한 수수께끼가 된다.결국 이 여정은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닌 수수께끼라는 신비와 비 의 성질

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그 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이 혼란

의 상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그 차원은 작가와 그의 쓰기

라는 역으로 귀결된다.

155)ES,p.201.

156)“〔…〕commesil'essencedurécitrésidaitdansl'énigmeetnondanssa

solution.”,MarcGontard,op.cit.,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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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기의 모험

우리가 살펴본 아흐메드/자흐라의 삶의 여정인 ‘속 이야기’와 그 이야기

를 달하면서 이야기꾼들과 청 사이에 벌어지는 ‘바깥 이야기’는,일차

으로 단할 때 서로 유사한 내용과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그러나 이 두 차원의 이야기는 일곱 개의 문을 통과하면서 모호성의

여정을 함께 지나오고 결국 수수께끼와 같은 신비로운 혼란에 빠져있다는

에서 보다 근본 인 의미의 운명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즉,이 두 모험

은 서로 다른 차원을 각자 그려내는 가운데 유기 으로 섞이면서 의미의

증폭 작용을 만들어 낸다.그리고 ‘존재의 모험’과 ‘이야기의 모험’은 공통

으로,모호성으로 인하여 겪는 혼란과 그 해결의 원천 불가능성을 보

여주었다.그 다면 이 두 모험을 행하는 주체는 혼돈의 덫에 걸려 결국

심연에 갇 버리고 마는 것일까?

『모래 아이』를 손에 쥔 독자들 역시 일기장 속의 주인공이나 책 속의

청 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감정을 주체하기 어렵다.그 지만 우리

독자들은 동시에 그 불안과 동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쓰기의 힘을 발견

한다.다시 말해,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오직 망만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 가운데에는 무언가 월 인 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이

힘이 만들어지려면,무엇보다 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환 사고

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거장인 보르헤스

의 사상에서 그 단 를 발견하고자 한다. 한 이 추 의 과정에서 우리

는 “벤 젤룬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나도 아름답고 풍부하며,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랑스어 가운데 하나”157)라는 평가를 받는 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즉 『모래 아이』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의 신비로운

언어의 의미 작용에 주목하여,그것이 이와 같은 환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문학의 힘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작가로서의

157)“Lalanguequ'utiliseTaharBenJelloun〔…〕esttellementbelle,tellement

riche〔…〕;c'estunedesplusbelleslanguesfrançaisesquiexistent.”,Jean

Genet,Actuels4-5,1977.RidhaBourkhis,TaharBenJelloun:Lapoussière

d'oretlafacemasquée.Approchelinguistique,Paris:L'Harmattan,2000,p.

18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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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젤룬을 이해하는 데 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두 이야기가 겹쳐지는 지 에 서서,작가가 보여

쓰기의 여정을 통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존재와 그 이야기가 겪는 숙

명 혼란에 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앞의 두 모험을

보편화하려는 작가의 쓰기가 행하는 모험을 통하여 우리는 모호성의 의

미에 한 새로운 고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1.‘ 먼 음유시인’과 미로:폐쇄 회로에서 열린 우주로

우리는 주인공이 존재의 모험을 통하여 정체성을 찾아 나가고자 하 으

나,가면과 거울의 반복되는 유희 속에서 결국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자신 한 길을 잃고 도달 없는 여정 속에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통

하여 수많은 삶의 변주로 방랑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우리는 이 존

재의 모험을 달하는 이야기의 모험에 참여한 청 들도 주인공의 삶에

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자 하 으나,이야기꾼과 일기장의 등장과 사

라짐의 반복 속에서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 못한 채 여정의 가운데서 길을

잃게 됨을 살펴보았다.그리고 이 상황은 작가가 쓰기로 만들어 낸

『모래 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모험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독자에게도 동일하게 용된다.

그 다면 이 다양한 층 가 겹쳐지면서 증폭되는 효과와 그 가운데 발

견되는 두드러진 공통 은 무엇일까?그것은 불확실한 여정을 따라가는

모험이 구 되는 가운데 드러나는,“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동시에 자신도

길을 잃게 되는”158)미로의 속성에 있을 것이다.게다가 이 작품 속에서

“비 ,수수께끼 그리고 상징들을 만들어 내면서,텍스트의 해석 코드의

동력이 되는 미로의 양상”159)이야 말로 『모래 아이』라는 복합 인 소설

158)가스통 바슐라르는 다음과 같이 미로의 속성을 설명한다.“Demêmel'êtredans

lelabyrintheestàlafoissujetetobjetcongloméréenêtreperdu.C'estcette

situationtypiquedel'êtreperduquenousrevivonsdanslerêvelabyrinthique.”,

GastonBachelard,LaTerreetlesrêveriesdurepos,LibrairieJoséCorti,1984,

p.212.



- 74 -

을 가장 잘 설명해 수 있는 핵심 개념 하나가 될 수 있다.

미로라는 문제 공간160)은 『모래 아이』에서 청 이었던 세 사람,살

렘,아마르 그리고 투마의 이야기가 끝난 후 홀연히 그들 앞에 나타난

‘먼 음유시인LeTroubadourAveugle’의 등장과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와 만나면서 그 의미와 효과가 증폭되는 것으로 보인다.왜냐하면 부에노

스아이 스의 도서 에서 사서로 일했다는 이 먼 음유시인은 여러 가지

암시를 통하여 즉각 으로 보르헤스Borges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사실 벤 젤룬에 한 보르헤스의 향은 이미 리 알려져 있으며,상

호텍스트성을 심으로 한 연구들도 상당히 진행된 편이다.벤 젤룬 그

자신도 보르헤스를 가장 좋아하는 작가 하나로 꾸 히 언 하면서,그

의 향에 하여 “오직 그의 작품을 독서하는 것만으로 보르헤스를 알고

있지만 그는 나에게 커다란 자유를 가져다주었다.그의 거짓말의 사용son

utilisationdumensonge은 쓰기에서 무엇이 자유가 될 수 있는지를 나

에게 알려주었다”161)라고 고백하 다. 한,『모래 아이』 속에서 이 작

품이 던져주는 수많은 주제들 가운데 무엇보다 이야기꾼의 존재와 보르헤

스의 향에 주목했던 르 클 지오는 『르 몽드』지에 실은 서평에서 “보

르헤스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좋아할 것”162)이라고 평한 바 있다.

사실 벤 젤룬의 여러 작품 가운데 『모래 아이』는 이미 제목으로부터

159)“〔…〕unaspectlabyrinthiquequisertdemoteurau«codeherméneutique»

dutexte,encultivantsecrets,énigmesetsymboles.”,MayFarouk,op.cit.,p.

58.

160)미로라는 공간은 문학에서 그 어떤 소재보다 문제 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다.물론,미로는 일 이 신화 공간으로서 인류의 역사와 긴 한

계를 유지해 온 일종의 원형archétype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존재의 의미가

끊임없이 동요하면서,정체성 탐구와 같은 경향이 문학의 핵심 인 주제로 자리

잡고 이에 따른 소설 장치와 기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오늘날, 기증을

일으키는 이 구조는 여러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을 매혹시키는 주제로서 그들의

쓰기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구 되어 있다.

161)“JeneconnaisBorgesquepourl'avoirlu,maisilm'aapportéunegrande

liberté.Sonutilisationdumensongem'aappriscequepeutêtrelalibertédans

l'écriture.”,Denise Brahimi,“Conversation avec TaharBen Jelloun”,Notre

librairie,octobre-décembre1990,no.103,p.43.SusanneHeiler,“JorgeLuis

BorgeschezTaharBenJellounetLeonardoSciascia”,Cahiersdel'Association

internationaledesétudesfrançaises,no.57,2005,pp.377-378에서 재인용.

162)“Borgesaimeraitentendrececonte.”,J.-M.G.LeClézio,op.cit.,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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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헤스의 『모래의 책』을 직 으로 연상시키는 작품이다.게다가

문학의 거 한 지평을 연 먼 음유시인,보르헤스에게 가면,거울,거

짓말 그리고 미로와 같은 주제는 그의 문학 세계를 이루는 표 인 주제

들인데,우리는 바로 이 상징들이 『모래 아이』라는 작품을 통하는

요한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을 살펴보았다.163)아흐메드/자흐라라

는 존재는 ‘가면’과 ‘거울’의 유희 속에서 길을 잃음으로써 정체성의 탐구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이야기 한 자신의 이야기만이 진실이라고 주

장하는 수많은 이야기꾼들의 ‘거짓말’들 가운데서 그 지표를 상실하고 결

국 ‘미로’에 갇 버리기 때문이다.그 다면 『모래 아이』에서 구 되는

미로의 의미를 보르헤스라는 작가의 사상과 함께 고려해본다면,이 길을

잃은 다양한 층 의 이야기들과 만나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까?164)

보르헤스로부터 수많은 작가들이 감을 받아 작품 활동을 펼친

것처럼,벤 젤룬 한 그의 커다란 향 아래 『모래 아이』를 집필함으

로써 작품 반에 보르헤스가 애용하던 문학 주제와 특유의 쓰기

략들을 드러나게 하 다.165)그런데 보르헤스의 향과 련하여 이 작품

163)『모래 아이』에 나타나는 보르헤스의 향은 제목과 상징 주제들 이외에도,

‘인용citation’이라는 쓰기 략 측면에 있어서 강하게 나타난다.벤 젤룬은 이 작

품 속에 다수의 인용문을 삽입하고 있는데,이 인용문들은 정확한 출처가 제공되

기도 하고 혹은 익명의 진 를 알 수 없는 자들로부터 가져온 것이기도 하며(un

grandécrivain,unpoètegrec등),때로는 왜곡되고 수정된 채(ES,p.190)제시

되기도 한다.보르헤스로부터 받은 ‘인용문’삽입에 한 향과 그 자세한 분석은,

MarcGontard,op.cit.,pp.23-24와 SusanneHeiler,op.cit.,pp.377-383참고.

164)미로는 보르헤스의 문학에서 가장 핵심 인 주제 의 하나이다.그는 이것을

주제로 삼아 쓰기를 통해 순환성과 무한성의 역을 제시하 고,연구자들 한

보르헤스의 미로의 의미에 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 다.그러므로 보르헤스의

작품에게 나타나는 미로에 하여 간단한 정리를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본고에서는 보르헤스 인 미로에 한 자세한 분석과 이에 따른 작품에의 용보

다는,『모래 아이』라는 작품에 형상화된 미로가 보르헤스에 한 상호텍스트성

과 만나면서 생기는 의미의 폭과 그것이 작품 속에서 갖는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

을 목표로 한다.

165)『모래 아이』에서 벤 젤룬은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보르헤스에 한 문학

향을 드러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 한 경의마 표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먼 음유시인’이 이야기를 마치자,새롭게 등장한 마지막 이야기꾼은 잠이

든 그를 가리키면서 청 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이것은 곧 벤 젤룬 자신의

목소리로 보아도 무방하다.“Nousseronsunpeupluspauvresquandcetho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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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사실은 “그가 결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지

만,보르헤스 그 자신이 직 먼 등장인물로서 나타난 뒤 곧 이어 그

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여러 목소리들 하나가 되는 이야기꾼으

로서 작품의 반에 등장”166)한다는 사실이다.167)

이야기를 이어나가던 세 명의 청 가운데 유일한 여성인 투마의 이

야기가 끝나자 먼 음유시인은 갑자기 그녀에게 말을 걸며 장의 카페

에 나타난다.

아마 당신은 내가 구인지, 가 나를 보냈는지,왜 내가 이런 식으로

당신의 이야기에 끼어드는지 묻고 싶을 거요.〔…〕그 내가 남의 이야기

를 왜곡하거나 고치는 일로 평생을 지내왔다는 것만 알아두시오.〔…〕나

는 실수와 거짓말로 된 기를 쓰는 작가요.〔…〕당신들을 돕기 해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해드리리다.그리고 내가 겪은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을 들려 것이오.그 다음에 우리는 당신들을 한데 엮은 이 수수께끼

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오.〔…〕

Etpuisvousallezsansdoutemedemanderquijesuis,quim'a

envoyéetpourquoijedébarqueainsidansvotrehistoire...〔…〕Sachez

simplementquej'aipassémavieàfalsifieroualtérerleshistoiresdes

autres...〔…〕jesuislebiographedel'erreuretdumensonge.〔…〕

Pourvousaider,jevousdisd'oùjeviens,jevouslivrelesdernières

phrasesdel'histoirequej'aivécue,etdelànouspourronspeut-être

dénouerl'énigmequivousaréunis〔…〕168)

먼 음유시인은 갈수록 더 복잡한 미로 속을 헤매는 이 이야기의 수수

seramort.Uneinfinitédechoses― deshistoires,desrêvesetdespays―

mourrontaveclui.”,ES,p.200.

166)“maiscequ'ilyaderemarquable,dansL'Enfantdesable,c'estl'insertion

deBorgèslui-même,entantqu'acteurtoutd'abord,puisentantquenarrateur,

voix déléguéeparmilesautresvoix du récit,bien qu'ellenesoitjamais

explicitementidentifiée.”,MarcGontard,op.cit.,p.24.

167)움베르토 에코UmbertoEco 한 그의 소설 『장미의 이름』(1980)에서 시작장

애인 사서인 ‘JorgedaBurgos(부르고스 사람 호르헤)“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시도

한 바 있다.

168)ES,pp.17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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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끼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자신을 “남의 이야기를 왜곡하거나

고치는 일로 평생을 지내온”,“실수와 거짓말로 만들어진 기를 쓰는 작

가”로 소개한다. 먼 음유시인이 자신을 소개한 이 내용들은 바로 앞서

언 한 벤 젤룬이 “보르헤스의 독서를 통하여 쓰기에서 발견한 자유”

그 자체이다.벤 젤룬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먼 음유시인을 장으로 보낸 것이다.그런데 그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단 로 제공하는,자신이 겪은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보르헤스의

단편 『원형의 폐허들 LesRuinesCirculaires』의 한 부분을 그 로

인용한 것이다.인용문의 형식을 갖추어 삽입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끝

맺어 진다.

“〔…〕그는 안도감과 수치심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며,자신 한 하나

의 허상이었음을,다른 군가가 꾸는 꿈이었음을 깨달았다.”

«〔…〕Avecsoulagement,avechumiliation,avecterreur,ilcomprit

queluiaussiétaituneapparence,qu'un autreétaiten train dele

rêver.»169)

그런데 바로 이 꿈을 꾸는 다른 사람일 뿐인 먼 음유시인은 수수께끼

를 풀고,우리를 진리의 부재로부터 오는 혼란에서 해방시켜 수 없다.

오히려 지 까지 아흐메드/자흐라와 청 들이 겪어온 꿈과 실의 경계가

무 진 혼란을 반복할 뿐이며,결국 이 수수께끼의 신비와 불가사의함을

보다 강하게 만들 뿐이다.게다가 그는 시간을 넘나들고 있고170)공간을

혼동함으로써171)시간성과 공간성을 모두 괴한다.이와 같은 실 감각

의 괴는 자연스럽게 청 들을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데려 간다.즉,이

신비스런 시인의 등장은 미로의 혼란스러운 속성을 강화시키면서,미로에

서의 해방이 아닌 미로에 머무는 것 그 자체를 부추기는 것처럼 보인다.

먼 음유시인은 자신이 도서 에서 일을 하던 당시,오랜 친구인 “스

169)ES,p.173.

170)“Jeviensdeloin,d'unautresiècle〔…〕”,ES,p.172.

171)“NoussommesdoncàMarrakech,aucœurdeBuenosAires〔…〕”,ES,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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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알버트”172)의 소개로 자신을 찾아왔던 한 아랍인 여성에 하여 이

야기를 하는데,이 여성은 자흐라를 연상시키는 인물로서,그녀의 방문을

통해 이 시인은 자신만의 미로 속으로 빨려 들어간 체험을 고백한다.

그 여자의 모습은 가끔 내 꿈에 나타났소.그 꿈은 악몽으로 변했지.그

녀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오고,머리칼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내 몸을 사방

으로 스친다오.그녀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짓고는 이내 도망가 버리오.나

는 그녀를 뒤쫓아 달려가는데,어느새 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 한

안달루시아 택 안에 들어와 있소.그러고 나서 그 집에서 막 빠져나가려

는 순간 기분 나쁜 일들이 시작되지.그녀가 멈추고 내가 그녀에게 다가가

도록 내버려 두는데,그녀를 막 잡으려는 찰나,나는 그녀가 다른 사람임

을 깨닫소.여자 분장을 한 남자 혹은 술에 취한 군인인거요.나는 미로

같은 그 집에서 나가고 싶은데 어느새 웬 계곡에 와 있소.그 다음에는 늪

지 에 있고,그 다음에는 거울로 둘러싸인 들 에 와 있소.그런 식으

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이오.

L'imagedecettefemmemevisitedetempsentempsdansunrêve

quisetransformeencauchemar.Elles'approchelentementdemoi,sa

chevelureauventmefrôledetouslescôtés,mesourit,puiss'enfuit.

Jememetsàcourirderrièreelleetmetrouvedansunegrandemaison

andalouseoùleschambrescommuniquent,ensuite,justeavantdesortir

de la maison,etc'estlà que les désagréments commencent,elle

s'arrête et me laisse approcher d'elle,quand j'arrive à presque

l'attraper,jeconstatequec'estquelqu'und'autre,unhommetravesti

ou un soldativre.Quand je veux quitterla maison quiestun

labyrinthe,jemetrouvedansunevallée,puisdansunmarécage,puis

dansuneplaineentouréedemiroirs,ainsidesuiteàl'infini.173)

그가 “꿈”속에서 쫓아가는 여인은 잡으려 하는 순간 남자의 모습으로

변하고,계속 그/녀를 쫓고자 하나 결국 놓쳐 버린 채,결국 자신이 길을

172)보르헤스의 단편 작품인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 LeJardinaux

sentiersquibifurquent』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기도 하다.

173)ES,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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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게 되며,이러한 방황은 “거울”로 둘러싸인 들 에서 “무한히 반복”된

다.그리고 이 과정은,아흐메드/자흐라의 정체성과 그 이야기의 운명도

손에 닿을 듯 잡히지 않으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하고 그 과정이 거울

의 반 과 같이 무한히 순환한다는 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이 작품

에 미로의 속성을 확정 으로 부여한다.

미로 속에 빠져 지표를 상실하고 길을 잃게 되는 것은 책 속에 등장하

는 아흐메드/자흐라,그리고 청 들뿐만이 아니다.『모래 아이』를 손에

쥐고 책장을 넘기며 그들의 모험을 따라가던 독자들 역시 책 속의 미로에

빠진다.책에 둘러 싸여 거의 온 일생을 보냈다고 하는 먼 음유시인은

“ 어도 자신이 구상하는 바로는,책이란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릴 계획으

로 만들어 놓은 미로”174)라고 말한다.

그 다면 이 미로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

까? 먼 음유시인은 자신을 찾아온 아랍 여인이 비 의 수수께끼를 풀

어 수 있는 암호와 같은 물건들을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그것은 차

례로,바텐bâttène이라는 옛 동 ,도시의 일곱 문을 여는 일곱 열쇠가 매

달린 고리,바늘이 없는 조그만 벽시계,그리고 16세기 춘화가 그려진 기

도용 양탄자이다.바텐은 “내면,뱃속에 감춰진 것,비 ”175)을 뜻하며,이

동 은 하나의 동 앞뒷면에 각기 서로 닮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그려

져 있음으로써176),주인공 아흐메드/자흐라의 이 성을 직 으로 상징

한다.도시의 일곱 문을 여는 일곱 열쇠가 매달린 고리는 이야기꾼이 소

개한 이 이야기에 존재하는 일곱 개의 문을 연상시키는데,우리는 결국

174)“Etpuisunlivre,dumoinstelquejeleconçois,estunlabyrinthefaità

desseinpourconfondreleshommes,avecl'intentiondelesperdreetdeles

ramenerauxdimensionsétroitesdeleursambitions.”,ES,p.178.

175)“〔…〕quiestl’intérieur,cequiestenterrédansleventre.N’est-cepascela

lesecret?”,ES,p.176.

176)“C'étaitunbâttènedecinquantecentimes,monnaierarequiacirculépendant

peu detempsen Egypteverslesannées1852.〔…〕Surlecôtéface,une

figured'hommeavecunemoustachefine,unechevelurelongueetlesyeux

assezgrands.Surl'avers,lemêmedessin saufquel'hommen'aplusde

moustacheetqu‘ilauneapparenceféminine.J'apprisplustardquelapièce

avaitétéfrappéeparlepèrededeuxjumeaux,ungarçonetunefillepour

lesquelsiléprouvaitunepassionfolle.”,ES,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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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이 주인공의 혼란과 이야기의 미완으로 인하여 결국 그 실체를 잃고

모래로 흩어지는 것을 목격하 다.고리에 묶인 일곱 개의 열쇠는 이야기

의 여정과 그 결말에 한 불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이다.177)그리고 바늘

이 없는 조그만 벽시계는 시간성의 괴에 한 메타포이다.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시간성의 괴는,불분명한 사건의 선후 계라는 특징과 더불어,

동일한 주인공의 인생에 한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꾼의 목소리를 거치면

서 다양한 변주로 그려지고,그에 따라 이 변주된 삶이 언제나 겹쳐짐과

갈라짐을 반복한다는 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다원화

된 이야기 속에서 아흐메드/자흐라의 삶의 시간은 순행과 역행을 반복하

면서 때로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월 인 역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그리고 이러한 시간성의 괴는 정형화될 수 없는 주인공의 정체성

과 이야기의 모순 서술을 뒷받침 해주는 핵심 인 요소가 된다.마지막

으로 춘화가 그려진 기도용 양탄자는,신과의 만남이라는 종교 신성함

과 춘화의 세속성이 만나는 불경스러운 조합을 통하여 극단의 모순성을

드러낸다.낯선 여인이 먼 음유시인에게 건넨 암호와 같은 물건들은 해

결의 실마리가 아니라,이 성,모호성,모순성 등을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메타포에 불과하다.

벤 젤룬은 다양한 이야기의 층 와 그것이 갖는 혼란의 면모를 효과

으로 드러내기 하여 미로라는 공간을 택하고,겹쳐지는 입체 이야기

속에 그것을 상징 으로 그려내었다.즉 우리가 지 까지 함께해 온 존재

의 모험과 이야기의 모험은 미로 속에 갇힌 듯 길을 잃는 원한 불확실

의 여정에 참여하는 것이다.그 다면 아흐메드/자흐라의 삶과 이야기의

운명은 이 로 미로 속에 갇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실을 원히 견뎌

내야만 하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는 ‘먼 음유시인’이 우리를 도와 이 수수께끼를 풀기 해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물론 그의 이야기로 인하여 우리

의 혼란이 증폭되었던 것처럼,‘보르헤스’에게 있어서 미로는 무엇보다도

177) 먼 음유시인은 일곱 개의 문을 통과하는 이 모험의 실패를 직 언 한다.

“Jecroissavoirqu'un conteurdel'extrêmeSud aessayédefranchirces

portes.Ledestin oulamalveillanceempêchacepauvrehommed'accomplir

jusqu'auboutsatâche.”,ES,p.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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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심을 잃는 비극 공간”이다.하지만 그에게는 “ 심을 찾고

진리를 세우려는 노력 때문에 미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이러한

환 사유 과정 속에서 미로는 “폐쇄 회로라기보다 열린 우주가 된다

.”178)즉,그의 등장은 수수께끼의 답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수

수께끼에 한 답의 부재를 알리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이 경우 역설

으로 답의 부재라는 실 그 자체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먼 음유시인은 자신의 실명(失明)과 자신을 찾아온 낯선 여인

에 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실명은 일종의 닫힘이지만 그것은 한 해방,무언가를 지어내기에 유리

한 고독,열쇠이자 수학이기도 합니다.그래서 나는 이 안개 장막을 낙

천 으로 받아들입니다.물론,아무런 변화도 움직임도 없는 어둠은 견디

기 어려운 것이지요.나는 색채들을 애도하곤 했지요.〔…〕어느 호의어린

손길이 보내 그 여자는 나의 밤이 찾아오기 직 에 찾아와 나에게 마지

막 이미지를 주고,나의 기억에 내가 추측을 해야만 하는 과거로 온 히

향해있는 그 얼굴을 남겼습니다.나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어느 이름 없는

호의의 행 라고 생각했지요.나는 지하 세계로 여행을 떠나면서 혼란스러

운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게 된 거지요.〔…〕나는 피곤한 사

생활에 끼어든 그 얼굴에 한 심이 나에게 다시 음을 주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여행을 다니고 무언가를 혹은 군가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이지요.

Lacécitéestuneclôture,maisc’estaussiunelibération,unesolitude

propiceauxinventions,uneclefetunalgèbre.J’accueillisalorscette

nappedebrouillardavecoptimisme.Certeslapénombre,invariableet

immobile,estinsupportable.Jem’appliquaisaudeuildescouleurs.〔…〕

Cettefemme,envoyéeparunemainbienfaisante,vint,justeavantma

nuit,medonnerunedernièreimage,offriràmonsouvenirsonvisage

entièrementtournéversunpasséquejedevaisdeviner.Jemesuisdit

quecen’étaitpasunhasard,maisbienlefaitd’unebontéanonyme:

emporterdansmonvoyagesouterrainl’imaged’unebeautéémue.〔…〕

178)김춘진,「보르헤스의 픽션―지 표류와 상상력의 모험」,김춘진(편),『보르헤

스』,문학과지성사,1996,pp.26-33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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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aisquel’intérêtportéàcevisageetàcetteintrusiondansune

intimitéfatiguéem’aredonnélajeunesse,cecouragedevoyageret

d’alleràlarecherchedequelquechoseoudequelqu’un.179)

먼 음유시인에게 실명은 고통의 암흑이지만,그는 이 결핍의 실에

서 일종의 환 사고를 통하여 혼란을 극복하고 혜안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그는 우리에게 혼란과 비극의 이미지를 주었던 이 성의 존재,즉

아흐메드/자흐라를 상징하는 아랍 여인이 남긴 이미지를 통하여 다시 무

언가를 혹은 군가를 찾아 떠날 힘을 얻는다.이러한 차원에서,그가 시

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행한 여행 에 이른 어느 아랍 도시의 메디나는

그의 에 “길인지 장인지 분간이 안 가도록 얽히고설켜 어떤 기 이라

고 일어날 수 있는 곳”180)처럼 비춰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르헤스가 문학과 사상에 남긴 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벤 젤룬은 바로 이러한 보르헤스의 미로의 개념과 의미

에 자신의 의도를 동일시함으로써 모호성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역을

쓰기를 통하여 탐구할 수 있게 된다.우리는 이제 이 가능성으로의

환이 벤 젤룬에게 있어서 『모래 아이』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구 되

는지 탐구해 볼 것이다.

3.2.시 언어와 상상력:비극 실에서 월 꿈으로

우리가 다양한 층 의 이야기를 통하여 몽환 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

은 단지 아흐메드/자흐라의 삶이 더 이상 나아갈 길을 알 수 없는 미로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만은 아니다.우리는 시작도 끝도 모호한 이 비정형

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신비와 몽환의 언어와 만

나게 된다.사실 『모래 아이』를 비롯한 벤 젤룬의 부분의 작품 속에

179)ES,pp.187-188.

180)“Lamédinaseprésentaitàmesyeuxcommeunenchevêtrementdelieux―

desruesetdesplaces― oùtouslesmiraclesétaientpossibles.”,ES,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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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암시의 언어lelangagedeconnotation가 넘쳐나며,이 언어는 텍스트

의 의미를 히 풍부하게 하고,때로는 외시의 언어la langage de

dénotation보다 우 를 하고 있기도”181)하다.『모래 아이』의 이야기

꾼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청 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한 바 있다.

〔…〕순환 도로에서,어쩌면 배 에서,그리고 나도 어 갈지 모르는

길을 건 보고자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말의 비 스러움 덕분이라는 사

실을 알아두시게나.

〔…〕sachezquenoussommesréunisparlesecretduverbedansune

ruecirculaire,peut-êtresurunnavireetpourunetraverséedontjene

connaispasl'itinéraire.182)

이야기꾼이 언 한 말의 비 스러움이란 무엇일까?그에 따르면 이 이

야기를 통해 나아갈 여정은 이야기꾼인 자신조차도 그 길을 알지 못할 정

도의 모호하고 불확실한 여정이다.그런데 이 여정은 “말의 비 스러움”

으로 이루어져있는 모험의 길이며,이 말의 비 스러움으로 인하여 모험

은 가능해진다.이 이야기의 속성을 설명하기 해 여러 차례 사용된

‘secret’라는 단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비 ’과 ‘신비’의 의미를 동시

에 지니고 있다.그리고 이 비 과 신비는 주인공의 삶과 이야기의 운명

을 설명해주는 요한 주제이다.그런데 이야기꾼은 결국 이 모험은 말

혹은 언어의 비 스러움과 신비로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한다.‘비

’은 우리를 밤과 같이 어두운 미지의 역에 던져두지만,‘신비’는 밤과

같이 풍부한 상징을 통해 우리를 월 역으로 데려가 수 있다.

이 신비와 몽환의 언어는 아흐메드/자흐라의 일기장 속에 그려진 내면

의 삶에 있어서도,그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여러 이야기꾼들의 이야기에

도 모두 해당된다.아흐메드/자흐라가 직 쓴 일기장 속에는 삶의 단순

한 기록이 아니라 개인의 지극히 내 한 경험과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181)“〔…〕nousremarquonsquelelangagedeconnotationyfoisonne,enrichit

sensiblementlasignification textuelleetprend quelquefoisledessussurle

langagededénotation.”,RidhaBourkhis,op.cit.,p.181.

182)ES,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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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흐메드/자흐라에 하여 한 이야기꾼은 “시를 쓰는 괴물”183)이라

고 표 한다.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는 여러 명의 이야기꾼들은 동시에

시인이기도 하다.물론 이야기꾼들은 자기 자신을 언제나 ‘이야기꾼

conteur’으로 표 하며,스스로를 ‘시인poète’으로 소개하지는 않는다.그것

은 벤 젤룬이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이 ‘시’라고 내놓는 것을 ‘시’인지 단

해 수 있는 사람은,마치 성인을 추 하는 일처럼,자신이 아닌 타인들

이기 때문”184)이다.그러나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 혹은 책

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야기꾼들이 단순히 이야기

를 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그들은 끊임

없이 시 언어를 사용하면서 청 들을 몽환 상태에 던져두며,이런 측

면에서 어느 순간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이야기의 달자가 아니라 시

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 스러운 시 언어는 곧 우리의 상상력과 결합한다.우리가

지 까지 추구해온 “존재의 진실에 하여 던져지는 끊임없는 질문들은

결국 상상력의 동기가 되기”185)때문이다.그리고 이 결합은 우리를 무한

한 꿈과 상상의 역으로 데려간다.이를 통하여 우리는 미로에서 얻게

되는 기증과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우리는 이 주

장을 주인공이 유년 시 에 겪게 되는 상징 인 일화들을 통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그 에서 우리의 이목을 가장 먼 집 시키는 것은,성

모호성을 지닌 주인공이 어린 시 목욕탕hammam에서 겪는 일

화186)이다.우리는 이 장면이 “사실 인 묘사로 시작이 되지만 곧 목욕탕

183)“Unmostrequiécritdespoèmes!”,ES,p.54.

184)“C'estcommepourlessaints,cesontlesautresquipourrontdécidersice

que je leur présente comme de la poésie est de la poésie.”,

(http://www.taharbenjelloun.org),작가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작가 소개 에서

인용.

185)“Ilincarnecetteincessanteinterrogationsurlavéritédel'êtrequiestla

raisondel'imaginaire.",J.-M.G.LeClézio.op.cit..

186)이야기꾼은 어린 아이가 목욕탕에서 겪게 되는 경험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Voussavezcombiencelieunousatousfortementimpressionnés

quandnousétionsgamins.Nousensommestoussortisindemnes...,dumoins

apparemment.PourAhmedcenefutpasuntraumatisme,maisunedécouverte

étrangeetamère.Jelesaisparcequ’ilenparledanssoncahier.Permettezque

j’ouvrelelivreetquejevouslisecequ’ilaécritsurcessortiesdans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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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축축한 수증기 속에서 언어와 섹슈얼리티에 한 몽상으로 개됨”187)

을 알 수 있다.

아흐메드는 “사실,목욕을 재빠르게 하는 아버지와 함께 남탕에 가는

것을 더 선호”188)한다.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는

외출도 하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서 몸을 씻으면서 실컷 수다를 떨 수 있

는 기회가 되는”189)여탕에 들어가서 오후 내내 시간을 보내게 된다.그

런데 아직 어린 아이인 주인공에게 이 공간은 그를 둘러싼 빽빽하고 축축

한 수증기 속에서 숨이 막 오는 것을 느끼면서,홀로 지겨운 시간을 보

내야 하는 곳이다.그래서 아흐메드는 이 답답한 공간과 지루한 시간에

항하여 자신만의 놀이를 만들어 낸다.

난 지겨워 죽을 지경이었다. 경련이 일어났다.나를 둘러싼 빽빽하고

축축한 수증기 때문에 숨이 막혔다.〔…〕단어와 문장들이 사방으로 퍼져

나갔고,목욕탕은 막 있는 어두운 공간이었기 때문에,여자들이 하는 말

들이 마치 수증기에 걸려서 그들의 머리 에 떠있는 것 같았다.나는 말

들이 천천히 올라가서 축축한 천장에 부딪히는 것을 보곤 했다.거기서 마

치 구름 덩어리처럼,돌과 맞닿아 녹아 버리고는 작은 물방울이 되어 나의

얼굴로 떨어졌다.나는 그 게 노는 게 좋았다.나는 말들이 내 몸을 뒤덮

고 흘러내리도록 내버려두었는데,그것은 언제나 나의 반바지 로만

흘 고 나의 하복부는 물로 변한 이 말들이 범 할 수 없었다.

Moi,jemouraisd’ennui.J’avaisdescrampesàl’estomac,j’étouffais

danscettevapeurépaisseetmoitequim’enveloppait.〔…〕Lesmotset

phrasesfusaientdepartoutet,commelapièceétaitferméeetsombre,

ce qu’elles disaientétait comme retenu par la vapeur etrestait

suspendu au-dessus de leurs têtes.Je voyais des mots monter

brouillardtiède.”,ES,pp.32-33.

187)“A partir d'une représentation réaliste,se développe dans les vapeurs

humidesdu hammam unerêveriesurlelangageetlasexualité.”,Jacques

Noiray,op.cit.,p.42.

188)“Envérité,jepréféraisalleraubainavecmonpère.Ilétaitrapideetil

m’évitaittoutcecérémonialinterminable.”,ES,p.33.

189)“Pourmamère,c’étaitl’occasiondesortir,derencontrerd’autresfemmeset

debavardertoutenselavant.”,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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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tementetcognercontreleplafondhumide.Là,commedespoignée

de nuage,ils fondaientau contactde la pierre etretombaienten

gouttelettessurmonvisage.Jem’amusaisainsi;jemelaissaiscouvrir

de mots quiruisselaient sur mon corps mais passaient toujours

par-dessusmaculotte,cequifaitquemonbas-ventreétaitépargné

parcesparoleschangéeseneau.190)

천진한 어린아이의 으로 목욕탕의 경과 느낌을 하던 어린 주인공

은,여자들이 목욕탕에서 쉴 새 없이 떠들며 말을 내뱉는,뿌연 수증기로

가득한 몽환 인 공간에서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에 빠져든다.어린 아흐

메드는 여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과 목욕탕의 빽빽한 수증기를 결

합시켜 물방울로 변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이 일화는 크게 세 가지

의 요한 사실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첫째,어린아이의 천진한 으

로 그려지는 유년기의 일화들 속에서,아흐메드가 견디기 힘든 공간과 시

간을 극복하는 힘은 바로 그의 상상력에 있다.둘째,그가 상상력을 발휘

하여 행하는 놀이의 소재는 바로 단어,문장과 같은 ‘말’이라는 이다.외

출을 할 일이 거의 없는 여자들이 모여서 오후 내내 ‘말’을 쏟아낼 수 있

는 이 공간에서 어린 주인공은 이 ‘말’을 매개로 하여 상상의 놀이를 만들

어 낸다.다시 말해,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말’을 매개로 한 놀이를

만들어 냄으로써 고통스런 실을 극복하고자 한다.마지막으로 주목할

은,그의 상상력으로 빚어낸 자신만의 놀이는 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

져 오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 신비로운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다.그가 만들어낸 환상의 역은 실과 완 히 동떨어진

꿈의 역이라기보다는 실 속으로 살그머니 침투해있는 것이다.

이 말들은 수증기를 타고 천장에 올라갔다가 차가운 천장의 돌에 부딪

작은 물방울이 되어 자신에게 떨어진다.그 수많은 말의 물방울들은

자신의 몸을 셔 버리지만 진실과 비 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의 하복부

로는 근하지 못함으로써,아흐메드의 진실이 가려진 삶과 그 비 의

험성을 환기시키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어린 아흐메드는 이 상상의 놀

190)ES,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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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들을 경험하고,말의 힘과 요성

에 하여 희미한 깨우침을 얻기도 한다.

나는 말들을 가지고 놀았으며,그러다 보면 이따 머리에 이런 식의 문

장이 떨어지기도 했다.“밤 태양 등에서 남자의 엄지손가락이 있는 복도에

나의 남자 하늘의 문에서 웃음이...”그 다음에 갑자기 말이 되는 문장들이

나오기도 했다.“물이 엄청 뜨거워...,찬 물 좀 래...”이런 문장들은 미처

증기를 타고 로 올라갈 시간이 없었다.이 말들은 평범하고 빨리 지나갔

다.이것은 여자들이 떠는 수다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사실 이 말들은 나

를 피해갔는데,그건 나에게 문제될 게 없었다. 로 올라가지도 못

하고 나를 꿈꾸게 하지 못하는 이 텅 비고 공허한 말들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Jejonglaisaveclesmotsetçadonnaitparfoisdesphrasestombées

surlatête,dugenre:“lanuitlesoleilsurledosdansuncouloiroùle

poucedel’hommemonhommedanslaporteduciellerire...”,puis

soudainunephrasesensée:“l’eauestbrûlante...,donne-moiunpeude

toneaufroide...”,Cesphrasesn’avaientpasletempsd’êtresoulevées

verslehautparlavapeur.Ellesétaientditessuruntonbanalet

expéditif;elles ne faisaientpas partie du bavardage.En faitelles

m’échappaientetcelanemegênaitpasdutout.Quepouvais-jefaire

avecdesphrasesvides,creuses,incapablesdes’éleveretdemefaire

rêver.191)

“말에도 맛이 있고,삶의 풍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192)아흐메

드에게 평범한 상황 속에서 의미 없이 뱉어지는 말들은 놀이의 상이 되

지 못한다.그는 “텅 비고 공허한 말들”을 가지고는 “꿈을 꿀 수 없기”때

문이다.그 기 때문에 일상 으로 내뱉어지는 “말이 되는 문장”들을 외

면하면서,“밤”,“태양”,“남자”,“하늘”,“문”,“웃음”과 같은 단어들에 주

목한다.게다가 어린 아흐메드는 이처럼 ‘암시 언어le langage de

191)ES,pp.34-35.

192)“Curieusement,lesgouttesd’eauquitombaientsurmoiétaientsalées.Jeme

disaisalorsquelesmotsavaientlegoûtetlasaveurdelavie.”,ES,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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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otation’들이 서로 뒤섞이며 희한한 문장이 되는 것,즉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되는 것을 즐긴다.그 다면 우리는 여기서 작가가 의도하고,

한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시 언어’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시

언어는 텅 비어있고 공허하지 않은,다시 말해 이미지가 풍부한 상징의

언어로서,우리로 하여 기증 나는 실을 떠나 꿈의 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어린 주인공의 상상의 체험은 아버지를 따라 들어간 모스 에서도 인상

으로 그려진다.

나는 모스 에 갔다.오직 남자들만 허락된 그 거 한 집에 가는 것이

무척 좋았다.〔…〕다 함께 코란을 읽을 때는 기증이 났다.〔…〕그곳에

서 나는 몽상가가 되는 법을 배웠다.이번에는 조각으로 장식된 천장을 쳐

다보았다.문장들이 정성스 쓰여 져 있었다.그 말들은 내 얼굴에 떨어

지지 않았다.그 말들을 만나려면 내가 로 올라가야 했다.나는 코란 송

가의 도움을 받아 기둥을 타고 올라가 보았다.노랫말은 나를 제법 빠르게

올려 보내주었다.

J’allaisàlamosquée.J’aimaisbienmeretrouverdanscetteimmense

maisonoùseulsleshommesétaientadmis.〔…〕Lalecturecollective

duCoranmedonnaitlevertige.〔…〕Cefutlàquej’apprisàêtreun

rêveur.Cettefois-cijeregardaislesplafondssculptés.Lesphrasesy

étaientcalligraphiées.Ellesnemetombaientpassurlafigure.C’était

moiquimontaislesrejoindre.J’escaladaislacolonne,aidéparlechant

coranique.Lesversertsmepropulsaientassezrapidementverslehau

t.193)

목욕탕에 이어 유년기의 주인공이 인상 으로 경험한 공간은,자신이

속한 문명에서 남자들의 가장 상징 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스 이

다.자신의 운명을 뒤바꾸어버린 종교194)의 성 에서 아흐메드는 남자로

193)ES,pp.37-38.

194)주인공의 아버지가 자신의 여덟 번째 딸을 아들로 키우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결

정에는,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인 향이었음이 분명하다.이를 뒷받침하는

언 들은 작품 속에서 꾸 히 발견된다.주인공의 탄생과 유년시 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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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삶에 만족감을 느낀다.그러나 상상의 놀이는 이 신성한 공간에서도

계속된다.이번에도 그가 놀이의 소재로 삼은 것은 ‘말’이다.아흐메드는

다함께 엄숙한 분 기 속에서 코란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기증을 느끼

며 아무 구 이나 떠오르는 로 읊조리곤 하는데,그 이유는 “이 성스러

운 을 아무 게나 취 함으로써 사람들의 열 을 기만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기”195)때문이다.함께 코란을 암송하는 웅성거림 속에서 아

무 말이나 내뱉음으로써 신성한 남자들의 세계에서 살며시 일탈한 아흐메

드는 다시 말의 존재와 흐름을 쫓는다.이번엔 말들이 천장에 조각되어

붙어있다.조각되어 있는 말들은 아래로 떨어질 수 없으므로 아흐메드가

직 올라가기로 한다.그를 높은 천장에 올려 보내주는 것은 바로 코란

성가의 ‘말’들이다.여탕에서는 자신에게 떨어지는 말의 물방울들을 가지

고 놀았다면,모스 에서는 천장에 붙어 있는 말들에게 그가 직 다가가

놀이를 즐긴다.

나는 샹들리에에 매달려 석고와 목재에 새겨진 아랍어 문자들의 움직임

을 지켜보았다.그리고는 어느 아름다운 기도의 로 올라탔다.나는 ‘알리

(Alif)’196)에 매달렸는데,‘(Noun)’이 나를 데려가서 ‘바(Ba)’의 품에 안

겨주었다.나는 이 게 천장을 한 바퀴 돌면서 모든 문자들에게 안겼다가

출발 지 이었던 기둥의 꼭 기로 가뿐하게 돌아왔다.거기서 나는 한 마

리의 나비처럼 미끄러져 내려왔다.나는 코란을 읽으면서 몸을 좌우로 흔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다.

Jem’installaisdanslelustreetobservaislemouvementdeslettres

arabesgravéesdansleplâtrepuisdanslebois.Jepartaisensuitesur

ledosd’unebelleprière;〔…〕Jem’accrochaisauAlifetmelaissais

tirerparleNounquimedéposaitdanslesbrasduBa.J’étaisainsi

prispartoutesleslettresquimefaisaientfaireletourduplafondet

하는 이야기꾼은 “우리의 종교는 상속자가 없는 남자에게 무자비하다”는 말을 남

기기도 한다.“〔…〕notrereligionestimpitoyablepourl’hommesanshéritier.”,

ES,p.18.

195)“Jetrouveungrandplaisiràdéjouercettefaveur.Jemaltraitaisletexte

sacré.”,ES,p.38.

196)Alif,Noun,Ba는 모두 아랍어 문자들로,그 발음을 랑스어 식으로 옮긴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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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ramenaienten douceurà mon pointde départen hautde la

colonne.Là je glissais et descendais comme un papillon.Je ne

dérangeaisjamaislestêtesquisedandinaientenlisantleCoran.197)

상상의 ‘말’놀이가 보여주는 실과 환상의 경계의 무 짐,그리고 그

둘의 오묘한 섞임은 모스 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어린 주인공은 어

머니를 따라 들어간 여탕의 축축한 수증기와 쏟아지는 수다들 속에서 숨

이 막 오고,아버지를 따라 간 모스 에서 다 함께 신성한 코란을 읽는

말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기증을 느낀다.그런데 이 기증 나는 말들의

분출 속에서 그를 구한 것은 자신의 상상력이며 여기에서 말은 이제 구원

의 소재가 된다.그리고 이 말은 일상 으로 뱉어지는 의미 없는 말들이

나 화가 아니라,자신을 “꿈 꿀 수 있게 해주는”언어들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즉,이 언어들이 담고 있는 상징은,질베르 듀랑Gilbert

Durand의 정의와 같이,“비 스런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표 이자,신비

의 구 ”198)이므로,우리는 이를 통하여 실의 논리와 이성을 월하는

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인공의 유년기 에피소드를 통하여 그의 삶과 이 이야기의 수

수께끼에 한 요한 시사 들을 발견한다.정리하여 보자면,벤 젤룬은

아직 성 인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 다소 안정 으로 보이는 유년 시 주

인공의 목소리를 통하여 그의 삶을 그려내는데,그가 겪는 일들은 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가 무 져 있다.이것은 한편으로 어린 아이인 주인공이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혼란의 시작이자 남자와 여자의 삶을 동시에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실에 한 일종의 암시일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의미 있는 사실은,이 숙명 인 이 성에 하여 그

혼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어린 시 에 일 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에게 그 극복의 가능성을 함께 제시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우리는, 기증

이 일어나는 공간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해 실마리는 상징으로 가

197)ES,pp.38-39.

198)“Lesymboleestdoncunereprésentationquifaitapparaîtreunsenssecret,

etilestl’épiphanied’unmystère.”,GilbertDurand,L’imaginationsymbolique,

Paris:PressesUniversitairesdeFrance,1993,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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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말’이었으며,199)‘상상력’과 만난 ‘말’을 통하여 꿈과 같은 신비한 체

험에 이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어린 시 의 주인공이 자신을 질식시킬 수도 있고 혹은 꿈꾸게 할 수도

있는 말에 상상의 힘을 쏟아 만들어내는 놀이의 방식은,존재의 혼란을

겪는 아흐메드/자흐라에게도,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듣는 청 들에게도,그

리고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그 로 용된다.이야기꾼은 이야기를 시

작하면서 일곱 개의 문에 한 이야기와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에 하

여 함께 이야기한다.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자네들에게 그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겠네.사실은,이미 자네들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나 미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설령 열쇠가 있음을 안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도 모르거니와 더욱이 어느 묘석(墓石)아래 그 열쇠들이 묻 있는

지도 모를걸.

Jevousdonneraiaufuretàmesurelescléspourouvrircesportes.

Envéritélesclés,vouslespossédezmaisvousnelesavezpas;et,

mêmesivouslesaviez,vousnesauriezpaslestourneretencore

moinssousquellepierretombalelesenterrer.200)

언젠가 먼 음유시인을 찾아온,주인공을 연상시키는 한 아랍 여인이

그에게 남긴 물건 하나이기도 한 일곱 개의 열쇠를 통하여 우리는 일

곱 개의 문을 열고 이 수수께끼와 같은 미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될 것

이다.그런데 이야기꾼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열쇠는 사실 우리 모두가 가

199)작가가 『모래 아이』에 빼꼭히 채워 넣은 시 언어와 그 작용에 하여,한

연구자는 롤랑 바르트가 자신의 작 S/Z에서 사용한 용어를 빌려 “ 가루

poussièred'or”라고 칭한다.즉,벤 젤룬의 소설에 가득한 이 “ 가루”와 같은 언

어의 효과는,말들의 구체 이고,평범하며,즉각 인 기의signifi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말들의 주변,후 ,울림,그리고 빛나는 여 ricochet로부터 나온 다는 사

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lapoussièred'or»quirésidenonpasvraiment

danslesmotsdeT.BenJelloun,dansleurssignifiésconcrets,communset

immédiats,maisplutôtdansleurspériphéries,leursauréoles,leursrésonnances,

leurssplendidesricochets.”,RidhaBourkhis,op.cit.,p.15.

200)ES,p.13.



- 92 -

지고 있지만 그 존재에 하여 알지 못하고 있거나,혹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이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원토록 해결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존재의 모호성

과 이야기의 운명을 생각해 볼 때,이 열쇠는 애 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

재하더라도 이야기꾼의 말처럼 결코 찾아낼 수 없고,혹은 사용할 수 없

을지도 모른다.그러나 다르게 생각해본다면 이 열쇠는 우리 모두에게 숨

겨져 있는 가능성의 열쇠이다.그 다면 『모래 아이』에서 제시되는 이

열쇠는,모호성에서 오는 기증을 극복하기 해 실과 환상의 이 성

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상상력이 될 수 있다.그리고 이 힘은 “묘석

아래”의 죽음을 가까이 체험한201)아흐메드/자흐라와 이야기꾼들의 시

언어와 공명한다.

벤 젤룬은 『모래 아이』 반에 걸쳐 바로 이 상상력의 요성을 다양

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다.202)상상력은 주인공에게 뿐만 아니

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 들과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필수 으

로 요구되는 능력이다.주인공의 일기장 속 들이 잘 보이지 않거나 그

내용이 사라졌을 때 이야기꾼은 청 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움을 청한다.

이 시기는 우리가 상상해야만 한다네.그리고 만일 자네들이 나를 따라

올 비가 되었다면 나는 자네들에게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이 단계를 재

구성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기를 부탁하네.책(=일기장)속에는 하얀 백

201)아흐메드/자흐라는 어릴 부터 죽음의 형상이 언제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며,이야기꾼들 한 마다 자신이 체험한 죽음에 하여 이야기한다.죽음

이라는 주제는 이 작품 반에 짙게 깔려 있으면서 요한 의미 작용을 만들어 낸

다.특히,벤 젤룬의 16개 작품을 상으로 언어학 연구를 수행한 한 연구자에

따르면,『모래 아이』에서 “Mort”나 “Mourir”라는 단어는 총 130번 나타나는데,

131번이 등장하는 『부재자의 기도 Laprièredel'absent』에 이어 두 번째로 많

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것이다.RidhaBourkhis,op.cit.,pp.75-86참고.

202)벤 젤룬에게 있어 상상력의 요성은 『모래 아이』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반

에 걸쳐 표 되어 있으며,그의 문학 세계의 심 인 축을 구성한다.다음의 구

은 이 주장과 련하여 벤 젤룬의 다른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다.“Si

unjouronmedisait:Tuesobligédechoisirentrerêveretvoir,jechoisirais

sansdouterêver.Jepensequ'avecl'imaginationetlerêveonsupportemieux

lacécité.”,TaharBenJelloun,L'aubergedespauvres,Paris:ÉditionsduSeui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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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그러니까 미완결의 상태로 남은 비어있는 페이지로 되어 있네.이것은

바로 독자들의 자유에 맡긴다는 것이지.이제 자네들 차례라네!

C’estunepériodequenousdevonsimaginer,et,sivousêtesprêtsà

mesuivre,jevousdemanderaidem’aideràreconstituercetteétape

dansnotrehistoire.Danslelivre,c’estunespaceblanc,despagesnues

laisséesainsiensuspens,offertesàlalibertédulecteur.Avous!203)

결핍된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의 상상을 통해 메꾸어 지면서 다시 이어

질 수 있다.벤 젤룬은 이와 같이 그의 작품 속에서 어떠한 결핍이나 상

실의 상황을 견디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해, 실 수단이 아닌 상상

력으로 그 틈을 메꿈으로써 새로운 차원으로의 이행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이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를 들어보자.보르헤스의 분

신인 먼 음유시인에게 아흐메드/자흐라를 연상시키는 한 여인이 찾아왔

을 때,그녀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몇 가지 상징 물건을 주고 사

라졌지만,이 성과 모호성의 상징 그 자체인 이 물건들은 그 미로의 속

성을 강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앞서 확인하 다.그런데 이 시인에 따르

면 그녀가 떠나기 남긴 다른 최후의 실마리가 존재한다.그 최후의

실마리란 어떠한 물건이 아니라 한 ‘시poème’로 시작하는 어떤 ‘꿈rêve’에

한 이야기이다.204)그는 여인이 남긴 시를 그 로 인용한다.

이 닫 있는 몸 안에, 은 아가씨가 있네

태양보다 더 밝은 얼굴을 한 아가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아와 같고,

하늘과 같은 뺨과 버들가지와 같은 허리를 가진 아가씨라네.

그녀의 은빛 어깨에 땋아 내린 검은 머리채는

그 끝이 마치 사슬의 고리와 같네.

이 닫 있는 몸 안에,스러져가는 얼굴이 있네,

상처,어둠,동요,

203)ES,p.42.

204)“Cependantladernièrepiècequ'ellemelivran'estpasunobjetmaislerécit

d'unrêvequicommenceparunpoèmequ'elleattribueàFirdoussiquivécut

auⅩesiècle.”,ES,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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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몸에 감춰진 몸이...

Danscecorpsclos,ilestunejeunefille

dontlafigureestplusbrillantequelesoleil.

Delatêteauxpiedselleestcommel'ivoire,

sesjouescommelecieletsataillecommeunsaule.

Sursesépaulesd'argentdeuxtressessombres

dontlesextrémitéssontcommelesanneauxd'unechaîne.

Danscecorpsclos,ilestunvisageéteint,

uneblessure,uneombre,etuntumulte,

uncorpsdissimulédansunautrecorps...205)

의 인용문은 아흐메드/자흐라의 이 성을 상징의 언어로 담아 낸

시라고 할 수 있다.“이 닫 있는 몸”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하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아처럼 새하얗고 태양보

다 밝은 모습을 한 은 아가씨이다.그런데 이 몸 안에는 스러져가는

얼굴 한 존재하는데 그것은 상처,어두움,동요와 같은 혼란과 암흑

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즉 이 닫 있는 몸 안에는 밝음과 어둠이라

는 상반되는 두 극단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상징과 압축의

언어를 통해 만들어 낸 이 성에 한 이 시는 먼 음유시인에 따르

면 “꿈”에 한 이야기인데,그는 이 “꿈이 우리를 사막의 문들로,화

가와 작가들이 상상해 낸 이 동방의 공간으로 이끌어간다”206)고 덧붙

인다.우리는 수많은 작가들과 화가들에게 있어 동방의 사막은 상상력

을 자극하는 매혹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사막이라는 미지의

공간이 작가들과 화가들에게 던지는 무한한 이미지는,이 극단의 자연

이 한 가지 속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

능한 것이다.그리고 이 모호한 이미지와 상상력이 만날 때,비극 인

실을 떠나 월 인 꿈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겨난다.

205)Ibid..

206)“Lerêvenousemmèneverslesportesdudésert,danscetOrientimaginé

pardesécrivainsetdespeintres.”,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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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순환성과 개방성:무한을 향해 열려진 창

상상력과 시 언어가 만나 공명하며 생겨나는 폭은 우리에게 어떤 의

미를 가져다 수 있는가?비극 인 실을 떠나 옮겨간 월 인 꿈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이 질문에 한 답은 무엇

보다 고정된 의미에 정체되지 않는 순환성과 개방성에 있다.꿈은 어떠한

결론이나 고정된 틀에 우리를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망의 상태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역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모래 아이』에는 순환성을 암시하는 요소들이 작품 반에 걸쳐 여러

차례 등장한다.무엇보다 이야기꾼은 직 으로 이 이야기가 ‘순환도로’

에 있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내가 자네들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이 충족되지 않은 호기심이 언젠가

달래질 수 있을까?자네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으니,끝까지 나를

따라오게나...무엇의 끝?순환 도로는 끝이 없는 법이지!

Etcettecuriositénonsatisfaitequejelissurvosvisages,sera-t-elle

apaisée un jour? Vous avez choiside m’écouter,alors suivez-moi

jusqu’aubout...,leboutdequoi?Lesruescirculairesn’ontpasdebou

t!207)

이야기꾼은 여행voyage,여정itinéraire,길chemin이라는 단어 등을 반복

으로 사용하면서,이 이야기가 일종의 여정을 따라가는 모험과 같은 것

임을 강조하지만,결국 순환 도로 에 놓인 이야기의 여정은 무한히 반

복될 수밖에 없다.그 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결말이 없는’이야기,그

기 때문에 ‘끝없이’계속되는 이야기가 된다.

한 이 소설에서 강박 으로 등장하는 ‘일곱’이라는 숫자가 지니는 순

환성208)이 이 주장을 더욱 뒷받침한다.몇 가지 요한 를 들어보자면,

주인공은 일곱 명의 딸들 다음에 태어났고,이야기꾼은 이 이야기에 일곱

207)ES,p.21.

208)일곱이라는 숫자가 지니는 상징성과 신비로움에 한 설명 순환성에 한 작

품 내의 구체 분석은,이건우,op.cit.,pp.572-577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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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문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먼 음유시인을 찾아 온 모로코 여인은

그에게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일곱 개의 열쇠를 남긴다.일곱이

라는 숫자는 무엇보다도 일곱 개의 문들 가운데 일부의 이름이기도 한,

한 주의 일곱 날을 연상시키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완 함과 완결성을 상

징한다.그리고 이 완 함은 그 주기를 갖고 무한히 순환하는 것이다.

하지만,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오로지 완결된 상태와 그것의 기계 인

순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일곱은 무엇보다도 “완결된 주기 이후에 찾아

오는 변화,그리고 극 인 재시작의 의미를 갖는”209)숫자이기 때문이

다.이러한 측면에서,주인공은 일곱 명의 딸 뒤에 태어난 여덟 번째 딸이

자 동시에 첫 번째 아들이 된다. 한 이야기의 여정을 상징하는 일곱 개

의 문 마지막 문인 ‘모래의 문’은 우리를 미지의 역인 사막으로 안내

하기 때문에,청 과 독자들은 자가 사라져버린 일기장을 새롭게 채워

나가면서 새로운 여덟 번째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다.즉 이 작품에서 부

각되는 순환성의 특징은 단순히 반복되는 동일한 여정의 되풀이를 의미

한다기보다,‘완결’혹은 ‘끝’이라는 개념을 거부한 채 새로운 시작을 통하

여 무한히 계속되는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그리고 이러한 맥락에

서,작품 속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인용되는 『천일야화』를 다시 한 번

떠오르게 한다.이 작품이 품고 있는 1001이라는 숫자 한 1000이라는

완결된 숫자에 “늘 ‘하나’가 더 있다는 개념을 지닌 상징 인 수이기 때문

이다.”210)

풍부한 이미지를 품고 있는 밤을 지나 쓰여 진 일기장의 을,시인이

기도 한 이야기꾼의 입을 통해 듣게 되면서 찾아온 혼란은,오히려 틀에

박힌 정체성을 괴하고 고정된 결말을 거부하면서,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환상과 신비의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그 기 때문에 달빛에

자가 지워진 빈 일기장은 청 과 독자들을 당황시키면서 모험의 실패를

209)“Septindiquelesensd'un changementaprèsun cycleaccomplietd'un

renouvellementpositif.”,JeanChevalieretAlainGheerbrant,“Art.Sept”,op.

cit.,1982,p.860.

210)웬디 B.패리스,「세헤라자데의 아이들:마술 사실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소

설」,『마술 사실주의』,로아 킨슨 사모라,웬디 B.패리스(편),우석균․박

병규 외 공역,한국문화사,2003,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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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하는 것이 아니라,역설 으로 무한한 이야기의 가능성과 그 개방성

을 던져주는 것이다.

자네들 군가 이 이야기의 다음을 알고 싶다면 만월이 뜨는 밤을

기해서 달에게 물어 야 할 걸세.난 말이지,자네들 앞에 이 책과 잉크병

과 펜을 내려놓겠네.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의 무덤에 코란을 읽어주러 가

겠네!

Siquelqu'unparmivoustientàconnaîtrelasuitedecettehistoire,il

devrainterrogerlalunequand elleseraentièrementpleine.Moi,je

déposelàdevantvouslelivre,l'encrieretlesporte-plume.Jem'en

vaislireleCoransurlatombedesmorts!211)

이야기의 다음을 알고 싶은 자라면 구나 펜을 들어 달빛에 자가 사

라진 일기장에 스스로의 언어를 채워갈 수 있다.212)그것은 청 들이 될

수 있고 『모래 아이』를 읽던 독자가 될 수도 있으며,이 책을 이와 같

은 방식으로 직 마무리 지은 작가 그 자신에게도 해당된다.213)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언어와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갖게 될 이 모호성의 이야

기는 계속해서 미로를 헤매겠지만,그 미로는 출구를 찾고자 하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 상상력을 자극하는 수많은 미지의 길들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일기장의 자를 빼앗아간 달은 주기 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책의 자들은 언젠가 찾아올 만월의 밤에 다시 사라지게 될 것이고,그

기 때문에 다시 을 채워 넣는 작업은 무한히 반복될 운명을 갖게 된

211)ES,p.209.

212)달빛에 원래 있던 씨가 사라지고,몇몇 흔 만이 남은 채 그 에 다시 새로

운 을 쓸 수 있는 이 일기장은, 어 있던 자를 지우고 다시 자를 써 넣는

양피지인 “palimpseste”의 메타포가 되기도 한다.제라르 주네트GérardGenette는

이 용어에서 감을 얻어 상호텍스트성에 한 문학 연구를 수행한다.“Un

palimpseste est,littéralement,un parchemin donton a gratté la première

inscriptionpourluiensubstitueruneautre,maisoùcetteopérationn'apas

irrémédiablementeffacéletexteprimitif,ensortequ'onpeutylirel'ancien

souslenouveau,commepartransparence.”,GérardGenette,Palimpsestes.La

littératureauseconddegré,Paris:ÉditionsduSeuil,1982.

213)실제로 벤 젤룬은 1985년 『모래 아이』를 출간하고 2년 뒤 그 후속작 『신성한

밤』을 발표한다.그리고 이 작품으로 그 해 공쿠르 상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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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리고 이 반복은 ‘구나’이 비어버린 일기장을 채울 수 있기 때문

에 원히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보르헤스와의 상호연 성을 다시 생각해보자.많은 연구자

들이 주목한 바와 같이,벤 젤룬의 『모래 아이』가 보르헤스의 『모래의

책』을 연상시키면서 그것과의 직 인 연 성을 드러낸다면,여기에는

작가의 의도가 다분히 반 되어 있을 것이다.보르헤스의 『모래의 책』

에서,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모래의 책’은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그는 나에게,이 책과 그리고 모래는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그의 책

이 모래의 책이라 불린다고 말해 주었다.

Ilmeditquesonlivres’appelaitlelivredesable,parcequenice

livrenilesablen’ontdecommencementnidefin.214)

보르헤스의 작품 속에서 그려지는 모래의 책은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

에 스스로 무한히 증식하는 책이다.벤 젤룬은,신의 말 과 같이 불

변하는 내용이나 고정된 형태가 완 히 부정되는,즉 시작도 끝도 모호하

며 그리하여 무한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책의 속성으로부터 『모래 아

이』 창작의 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 창작의 감은 자신

의 작가 상황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벤 젤룬은 자신의 창작 활동

의 원동력에 하여 다음과 같이 언 한다.

나는 내게 결핍된 것 그 자체이다.이 결핍이 바로 나의 방식,나의 여

정,나의 목표를 만드는 모든 것이다.내가 쓰는 것은 모두 내게 결여된 것

들이다.

Jesuiscequimemanque.Cemanquec'esttoutcequiconstituema

démarche,monitinéraire,monobjectif.Cequejecréec'esttoutcequi

mefaitdéfaut.215)

214)JorgeLuisBorges,Lelivredesable,traduitparFrançoiseRosette,Paris:

Gallimard,1978,p.140.

215)TaharBenJelloun,postfacedeCicatricesdusoleil,L'écriture,1976,p.191.

RidhaBourkhis,op.cit.,p.1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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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젤룬은 자신의 쓰기가 숙명 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모호한 상

에 하여,먼 존재와 이야기의 차원에서의 형상화 과정을 철 하게 탐

구한 뒤 그 극복에 한 불가능성을 인식한다.그러나 그는 작가로서,

쓰기라는 자신의 과업 속에서 인식의 환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의 장을

열고,독자들을 꿈꾸게 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모호성이 지닐 수 있는

무한성과 개방성을 보여주는 작업을 잊지 않는다.사실 벤 젤룬에게 이러

한 환 사고가 없다면,즉 극복의 불가능성을 인지하는 상태에서 결핍

을 채우고 메우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그는 사실상 창작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벤 젤룬은 원한 결핍의 상태와 끝없는 실

패 그 자체로부터 을 써나간다.이것이야 말로 자신의 쓰기를 가능하

게 하는 원동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이것이 바로 벤 젤룬이 모

호성을 통하여 『모래 아이』에서 실 한 문학의 힘일 것이다.

결국 우리는 쓰기의 모험에 한 고찰을 통하여 존재와 이야기,그리

고 쓰기를 이끄는 모호성에 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작

가의 쓰기 속에서 재조명된 모호성의 원리는 바로,부재하는 진리를 세

우고자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는,존재와 이야기,그리고 쓰기로 하여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사실 모호성에 한 이와 같은 재인식은 벤 젤룬의 작품에서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역에서 차 퍼져나가고 있는 경향이기도

하다.즉,오히려 “우리는 모호성이 결여된 형태야말로,마치 의미가 결여

된 것과 같이 빈약한 형태라고 여기기 시작했는데”,그것은,“모호성이 의

미를 분화시키고 형태를 배가시키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향기를 불러일으

키기”216)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모호성이라는 것은 무한을 향해 나 있는 ‘창(窓)’과 같

다고 할 수 있다.창은,그것이 닫히면 우리를 한정 인 공간에 머물게 하

고,열리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다.즉 우리의 의지에 따

216)“Oncommenceàjugerqu’uneformesansambiguïtéestuneformepauvre,

commesiellerisquaitdemanquerdesens.(Voilàquieffraiepar-dessustout.)

Aucontraire,onaimel’ambiguïtéparcequ’elleéveilledesarômesinconnusen

divisant le sens,en dédoublant les formes.”,Sylvain Bouyer,“L’art de

l’ambiguïté”,Littérature,no.111,1998,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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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쇄의 상태와 개방의 상태를 모두 만들어 낼 수 있는 매개물이다.그

런데 이 창은 ‘무한’을 향해 나 있기 때문에,창이 열리면 우리는 끝없는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모래 아이』는 독자를 하여,

무한을 향해 난 이 창을 살며시 열어 둔 채,‘끝 아닌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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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론

우리는 『모래 아이』를 읽으면서,이야기꾼이 주인공의 일기장을 처음

읽었을 때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그는 자신이 그 당시 가졌던 감상

에 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는 첫 문장을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두 번째 문단

을 읽었고 역시나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네.첫 장을 온 히 다 읽

고 나자,나는 계시를 받은 것만 같았지.

J'ailulapremièrephraseetjen'airiencompris.J'ailuledeuxième

paragrapheetjen'airiencompris.J'ailutoutelapremièrepageetje

fusilluminé.217)

그가 고백한 경험과 마찬가지로,『모래 아이』를 처음 손에 쥔 독자들

은 책장을 넘기면서 이 책의 난해함으로 인한 혼란에 빠진다.그러나 온

히 이 책을 다 읽고 난 뒤에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신비롭고 강한 여운

이 남게 됨을 부정하기 어렵다.바로 혼란스러움과 신비로움을 동시에 얻

게 되는 이와 같은 양가 인 감정이,『모래 아이』의 독자들에게 가장

큰 공감 를 형성해주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우리는 곧,이 작

품의 주제를 형성하는 가장 요한 메타포인 모래는,부질없이 무 져 내

리며 이 작품의 의미를 원히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세계에 한

이해,감성,그리고 끊임없는 의미 추구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의 집합을 만

들어”218)내면서,오히려 작품의 풍요로운 의미 작용을 가능하게 함을 깨

닫는다.마침내 우리는 “삶과 고통,진실과 조소에 하여 우리에게 이토

록 강한 인상을 남기고,고 의 신화와 의 근심이 섞인 창작의 뿌리

에 우리를 이처럼 가깝게 근시켜주는 책은 거의 드물 것”219)이라는 평

217)ES,p.12.

218)“Plutôtélémentsymbolique quepaysagenaturel,lesable configure une

constellationd'imagesquitémoignentd'unevisiondumonde,d'unesensibilité,

d'unecontinuellequêtedesens.”,AlinaGageatu-Ionicescu,op.cit.,p.288.

219)“Peu delivresnouslaissentuneaussidurableimpression devieetde

douleur,devéritéetdemoquerie,noussemblentaussiprochesdelaracin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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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동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20)

우리의 논의는 랑스어 마그 문학의 본질 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호성’에 주목하고,이 개념이 『모래 아이』에서 찰되는 여러

층 의 이야기를 통하는 가장 핵심 인 주제임을 상정하는 것으로 시작

하 다.그 지만 모호성은 이 텍스트를 랑스어로 을 쓰는 마그

작가의 소설이라는 상투형stéréotype의 테두리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

라,221)오히려 모든 존재와 이야기를 담아내는 문학의 본질에 보다 가까

이 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게다가 작가의

쓰기를 통하여 모호성은 그것이 야기하는 혼란 가운데서도 새로운 차원으

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을 우리에게 열어주었다.

벤 젤룬은 모호한 상을 지닐 수밖에 없는 자신의 쓰기 행 에 하

여 다음과 같이 스스로 진단한다.

〔…〕이 문학의 주요한 독창성은 랑스어와의 계에서 찾을 수 있다.

lacréation,mélangedumytheancienetdel'inquiétudemoderne.”,J.-M.G.

LeClézio,op.cit..

220)물론 벤 젤룬의 작품은,다른 모든 작가들의 작품처럼,모든 사람들에게 호의

인 평가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다.한 연구자는 『모래 아이』에서 시도된 과도한

서사 략과 불분명한 비이성의 언어 사용을 두고 다음과 같은 비 을 가하기도

한다.“Ilestdifficiled'adhéreràunecréationainsiinconsistante,friablecomme

le sable où cet Enfant de sable s'enlise.〔…〕il eût été souhaitable

qu'il(=TaharBenJelloun)disciplinâtsesdéliresoniriquesafindenousrendre

plusaccessiblel'approchedeseshéros.”,PierreGrenaud,Lalittératureau

soleilduMaghreb,Paris:L'Harmattan,1999,p.174.

221) 랑스어권 문학 작가들이 더 이상 이러한 편견에 갇히지 않고자 하는 노력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보다 직 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표 인 사례가 2007년 3월 15일 『르 몽드』지에 “ 랑스어로 어 진 세계 문학

을 하여 Pourunelittérature-mondeenfrançais”라는 제목의 선언문이 발표된

일이다.“ 랑스어권 작가 écrivains francophones”와 “ 랑스 작가 écrivains

français”라는 구분이 그들의 상상력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하는 이 선언문은,“ 랑

스어권 문학 littératurefrancophone”을 “ 랑스 문학 littératurefrançaise”의 “(간

신히 인정받는)이국 변주 varianteexotique(toutjustetolérée)”로 보거나,“

랑스어권 사고 idéedefrancophonie”를 “식민주의의 최후의 변형물 ledernier

avatarducolonialisme”로 여기는 태도를 강력하게 비 하면서,“ 랑스어권의 종

말과 랑스어로 어 진 세계 문학의 탄생 Findelafrancophonie.Etnaissance

d'unelittérature-mondeenfrançais”을 선언한다.벤 젤룬은 르 클 지오 등과 함

께 이 선언문에 서명자로서 이름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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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마그 상상력의 내부,때로 가장 비 스러운 내부를 들여다보

게 함으로써 랑스어를 변화시키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laprincipaleoriginalitédecettelittératuresetrouvedansson

rapportàlalanguefrançaise.Ellelatransformeetl’enrichittouten

l’introduisantdansl’intimitédel’imaginairemaghrébin,parfoisleplus

secret.222)

벤 젤룬은 이 성의 근원이 되는 ‘마그 ’와 ‘랑스어’라는 이

계를 통하여 오히려 그 두 요소가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상보 효과에

주목하면서 양쪽 모두의 정 인 변화를 꾀하는 것에 을 맞춘다.

“ 랑스어로 을 쓰는 아 리카 작가들이 개인 으로 의식의 분열을 겪

고,문학 으로 모호한 입장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특이한 체험과

문학 성격은 랑스 문학과 아 리카 문학에 동시에 기여한다고 생각하

는 태도”223)를 갖고 있는 것이다.즉 그는 자신의 쓰기 행 가 처한 모

호한 상황을 비극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오히려 그 자체를 창작의 소

한 원리로 삼고,나아가 모호성을 형성하는 랑스어와의 계에 있어서

도,서로의 원천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쓰기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가 『모래 아이』를 통하여 보여 창작의 원리는 먼 모호성이라는

것이 역설 으로 모든 존재와 이야기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수 있는

속성임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이 인식 에서 벤 젤룬은 모호한

존재와 이야기들이 자신의 의미를 찾기 하여 행하는 여정을 일종의 모

험으로 그려내고,결국 모험의 숙명 실패 속에서도 동시에 원한 가능

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224)

222)TaharBenJelloun,“DéfendreladiversitéculturelleduMaghréb”,Camilleet

YvesLacoste(éds.),L'ÉtatduMaghréb,Casablanca:Éditionslefennec,1991,

p.272.

223)오생근,「아 리카 문학과 언어의 갈등」,『 랑스어 문학과 성의 인식』,

문학과 지성사,2007,p.231.

224)시몬 드 보부아르SimonedeBeauvoir는 자신의 서 『모호성의 모랄을 하여

Pourunemoraledel'ambiguïté』에서 “그의 진실에 이르기 하여 인간은 그의

존재의 모호성을 흩어지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반 로 모호성을 실 시키는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Pouratteindresavéritél'hommenedoit

pastenterdedissiperl'ambiguïtédesonêtre,maisaucontraireaccepterd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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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고찰한 세 가지 모험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벤 젤룬은 작

가로서의 개인 차원,민족 차원,그리고 존재 자체에 숙명 으로 내재

화된 모호성의 문제에 하여,먼 ‘속 이야기’를 통해 아흐메드/자흐라

의 삶을 그려냄으로써 그 존재론 모험의 과정을 보여주었다.이것은 모

호성 앞에서 정체성을 탐구하고자 하는 모든 존재를 변하는 모험이지

만,이 여정은 결국 거울과 가면의 원한 유희를 통하여 그 도달의 원천

불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할 뿐이었다.존재의 모험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깥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꾼의 입을 빌려 이야기의 모험을

첩시킴으로써 그 혼란을 증폭시킨다.다원화되고 해체된 서술구조와 비고

정 인 이야기는,결국 그에 한 어떠한 확정 결말을 구할 수 없는 비

과 수수께끼의 이야기로 머물고 마는 것이다.다시 말해,벤 젤룬은 정

체성의 혼란을 겪는 존재가 자신의 의미를 찾아나가기 해 펼치는 모험

의 숙명 미완은 결코 그 모험의 이야기로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

을 내재화하면서 소설 장치와 략을 통하여 보다 고차원 으로 모호성

의 문제를 구 한다.두 차원의 이야기는 “모호성의 유희”를 통하여 “되

찾을 수 없는 기원의 문제,완결될 수 없는 이야기의 문제,불확실한 주체

의 문제”225)들을 한 번에 그려내는 것이다.즉 우리는 이 두 모험이 유기

으로 섞여 한 권의 책 안에 독자들에게 제시됨으로써 그 효과가 극 화

됨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작가에 의해 시도되는 쓰기의 모험은,신비로운 시 언

어와 상상력이라는 씨앗을 함께 심어둠으로써,앞선 두 모험이 구 하는

‘미로’라는 비극 공간이 주는 불안과 혼란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잠

정 열쇠를 아흐메드/자흐라에게도 청 에게도 나아가 독자에게도 슬그

머니 쥐어주는 작가의 쓰기 철학이자 힘으로 이해된다.그리고 이를 통

해 우리는 벤 젤룬이라는 작가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존재에 한 이야

기와 이에 한 소설의 형식 측면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인 시도는 독

réaliser〔…〕”,SimonedeBeauvoir,Pourunemoraledel'ambiguïté,Paris:

Gallimard,1947,p.18.

225)유호식,「모호성의 변주-뒤라스의 『 국인 애인』연구」,『불어불문학연구』,

제 92집,2012,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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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이후 마그 출신 작가들의 작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주요한 경향이다.그 지만 벤 젤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 번 자신의 쓰기 안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도한다.그리고 그의 모험

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 언어로 가득 차 있다.왜냐하면 그에

게 있어서 자신의 작품은 무엇보다도 독자를 꿈꾸게 하기 해 쓴 것이기

때문이다.226)

모호성의 원리는 모든 존재의 본질이 되고,동시에 이 존재에 하여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의 본질이 된다.나아가 작가로 하여 을 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다시 그의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의미가

모색되면서,궁극 으로 ‘끝없이’모험을 해야 하는 존재-이야기- 쓰기의

원한 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 다면 작품의 제목인 ‘모래 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모래로 만들

어진 아이는 무엇보다,끊임없이 부서지는 존재의 본질을 표상하는 주인

공 아흐메드/자흐라의 운명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것은

한 모래와 같은 언어227)로 이루어진, 원히 완결될 수 없는 이야기의 상

징이기도 하다.『모래 아이』는 결국 시작도 끝도 없고,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로 빚어지며,독자의 상상력에 따라 원히 제 모습을 바꾸는,모래

알갱이로 이루어진 한 권이 ‘책’이 된다.

226)『모래 아이』의 후속작인 『신성한 밤』의 한국번역본 출 을 기념하여 보낸

서문에서 벤 젤룬은 다음과 같이 는다.“이것은 사실주의 인 이야기는 아닙니

다.그러므로 모든 개연성과는 별도입니다.단지 꿈꾸게 할 뿐입니다.”,『신성한

밤』,이재형 옮김,문학사상사,1988,p.8.

227)벤 젤룬은 “ 쓰기는 공허한 시간과 잠이 오지 않는 밤을 모래로 메우는데,

〔…〕우리는 언어가 우리를 속이고 험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것이 삶을 신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Entretempsl’écriture

remplitdesablelesheuresvides,lesnuitssanssommeil〔…〕etoncontinue

decroirequelesmotssesubstituentàlavie,onoubliequ’ilssontmenteurset

dangereux.”,Littératuredel’Exil,RecherchesetTravaux,no.30,Universitéde

Grenoble,1986,p.5.PierretteRenard,“Lepouvoirambigudesmot”,Mansour

M’Henni(éd.),TaharBen Jelloun:Stratégiesd’écritures,Paris:L’Harmattan,

2000,p.1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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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Ambiguïtéetaventurelittéraire

dansL'enfantdesabledeTaharBenJelloun

GILKyungsun

DépartementdeLangueetLittératureFrançaises

UniversitéNationaledeSéoul

Cetteétudeapourbutd'avoirunecompréhensionplusprofondesur

L'enfantde sable de TaharBen Jelloun en analysant«l'aventure

littéraire»àtraverslanotiond'ambiguïté.L'ambiguïtéconstitueàla

fois une incertitude provoquantle trouble etune mobilité offrant

diverses possibilités.Cette notion d'ambiguïté dont la littérature

maghrébine de langue française ne semble jamais exempte,ne

stigmatise pas l'œuvre.Au contraire,elle luioffre un accès aux

questionsessentiellesetphilosophiquessurl'hommeetlalittérature.

Elleinvestitl'œuvresouslaformed’aventuresautripleplandel'être,

durécitetdel'écritureetconfèreàcelle-cisavéritablepuissance

littéraire.

Dans une première partie, il a semblé intéressant d'analyser

l'aventuredel'êtreàtraversunpersonnage,ennousréférantaurécit

enchâssé.Le personnage principal Ahmed/Zahra né(e) femme et

contraint(e)àvivrecommeunhomme,constitueunêtreambivalent.

Cedernierprendconsciencetragiquementdesonétathybrideainsi

quesacontradiction ontologique.En vuedevaincrel'ambiguïtéde

l'êtreetledésordrequienémane,ilserésouttoutd’abordàteni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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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sseidentitémasculineenrenforçantsonmasque.Maisilnepeut

ques'identifieràl’êtreentantquefemme.Lepersonnagen'échappe

jamaisàsonidentitéféminine:pluslemasqueledissimuleplusle

miroirrévélateurluirenvoielavérité.Enreconnaissantl’échecdéfinitif

desonpremierprojet,Ahmed/Zahrasedécideànouveaudansson

aventureàprendreunautreitinérairequiconsisteàleverlemasque

etàreveniràsonidentitéféminine,soitàsavraienature.Lemiroir,

eneffet,danslequellepersonnagesereflètedanscenouvelitinéraire,

serévèleàsontourtrompeur,parcequ'ilrenduneimagemoinsde

l’êtrequeduparaître.L’êtreestenfermédanslecycledesjeuxentre

masqueetmiroir:leprocessusdialectiquedel’identitéetdel’altérité

conduitsonaventureàresterenfindecompteinaccomplie.

Dansunedeuxièmepartie,nousobservonsl’aventuredu récitdu

pointdevuedu conteuren ayantrecoursau récitenchâssant.À

l’itinéraireen quêtedel’identitésoulevédansl’aventurevécuepar

notrepersonnageambivalent,succèdeunautreitinéraire:celuid'en

faire le récit.Cet itinéraire se réalise sous forme de pratiques

scripturales.La présence de conteurs multiples à quiBen Jelloun

délègue sa voix,luipermet de mettre en valeur les stratégies

narrativesdanslerécitenchâssantdeL’enfantdesable.Leconteurse

manifeste sur la place pourraconter l'histoire d'Ahmed/Zahra au

public,cequidonnelieuàlacommunicationdirecteetimmédiateentre

leconteuretceuxquil'écoutent.Ainsi«l'artdecomplicité»seréalise

etlerécitdevientpolyphonique.Cerécitoùseperdlepouvoirabsolu

duconteur,présenteuneautreparticularitésignificative:laprésence

devoixmétafictionnellesquiracontentcommentlerécitprendforme.

D’ailleurs,lejournalintimetenuparAhmed/Zahraetdanslequelle

récittrouvesonoriginefaitfleurirunlivresecretetmystérieux,du

faitdemultiplesemploisde«langagesintimes»,toutcommedufait

quesonapparitionauseindel'œuvrerépondàunelogiqueétrange

quiva de pair avec chaque conteur.Le récitdemeure donc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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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cit-énigmeauseinduquellelecteurn'aaccèsniàlavériténiau

dénouement.

Dansunetroisièmepartie,nousnoustournonsversl’auteurafinde

mieuxpouvoirdégagerlesensdel'aventuredel'écriturequitente

d’universaliserlesdeuxaventuresprécédentes.Danscetteaventurese

trouvel’idéeborgésienneparlaquellelelabyrinthe,oùl’êtreetlerécit

seperdentenperdantlepointderepère,setransformeenunivers

ouvert. Ce détournement d’idée se traduit, dans l’écriture

benjellounienne,parlelangagepoétiqueetparl’imaginaire.Carl’union

decesdeuxderniersmèneeneffetlelecteurverslerêve,ledomaine

transcendantal.L’ambiguïtéexploréedansl’écrituredel’auteurnous

ouvreainsiunnouveauchampdepossibilité:celuidelacircularitéet

del’infinité.

C’estsurla basedesa reconnaissancedela notion d’ambiguïté

commeattributconsubstantieldetoutêtreetdetoutrécitqueTahar

BenJellounchercheàl’éclairerànouveaudansL’enfantdesable.Il

décritles itinéraires à la recherche des sens perdus sous forme

d’aventures,et propose la possibilité ouverte et la diversité qui

dériventparadoxalementde l’échec même de ces aventures.Nous

avons ainsil’occasion de comprendre les caractères et les sens

multiplesdel’ambiguïtéenfacedelaquellel’hommeetlalittérature

d’aujourd’huisetrouvent.L’ambiguïtédevientunprincipedel’être,du

récitetdel’écrituredestinésàs’aventurersansfin.EtL’enfantde

sable devient un «livre» fait de grains de sable, qui n’a ni

commencementnifin,quiestmodelépartantdevoixdifférentes,et

setransformepourtoujoursaugrédel’imaginairedulecteur.

Mots-clés:littérature maghrébine de languefrançaise,TaharBen

Jelloun,ambiguïté,quêtedel’identité,post-modernisme,

inf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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