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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후안 고이띠솔로의 자전적 삼부작인 정체성의 표지,
돈 훌리안, 조국 없는 후안을 작가가 알터 에고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본인의 자아를 억압하는 정체성의 구성 요소를
탈각함으로써 자아실현을 달성하는 내적 성찰로 파악하고 분석한다.
비록 삼부작에서 다루어지는 시기는 프랑코 이전의 스페인으로 특수
하지만 정체성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은 보편적이다. 따라서 그가
오랜 고민을 거쳐 구현한 자아실현 과정은 현대의 독자들에게도 의
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삼부작의 화자는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
에게 강제된 스페인적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예전부터 끌림
을 느꼈던 아랍인으로서의 자아를 획득한다 . 형식적인 측면에서 삼
부작을 관통하는 화자는 작품 내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텍스트로서
독해하는 독자로 기능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2인칭으로 일컬으며 ‘정
체성 텍스트’의 독자와 거리를 둔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해 수
행자와 텍스트 해석자로 나누어진 독자가 텍스트 전유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아를 변화시킨다는 폴 리쾨르의 텍스
트 해석 이론을 이론적 틀로 삼아 삼부작을 조망한다 . 그리고 세 작
품에 별도의 화자로 등장하는 ‘목소리들 ’, 알바로 뻬란술레스 , 보스
크 등을 내적 검열관처럼 기존의 스페인적 정체성을 강요하는 경쟁
적 해석자이자 타자적 자아로 파악하여 , 스페인적 정체성의 탈각은
결국 정체성의 표지에 대한 강요된 해석에 대해 작가의 알터 에고의
주관적이고 자발적인 해석이 승리하는 과정으로 분석한다. 이는 작
품 속에서 타자적 자아의 해체와 파괴로 형상화된다.
정체성의 표지에서 돈 훌리안, 조국 없는 후안으로 갈수록
‘독자’의 위치는 스페인에서 멀어지고 그 정체는 점차 모호해지면서
정체성 텍스트 전유의 폭이 커진다 . 본 논문에서는 정체성의 표지 
를 망명자 주인공이 고향에서 본인의 정체성 텍스트를 직면하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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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으로 해석하면서 내면에 각인된 스페인적 정체성이 자아실현을
저해한다는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탈각할 필요성을 자각하는 과정으
로 파악한다. 화자의 서술에서 발견되는 자아실현을 방해하는 요소
들은 내전 이후 프랑코 치하 스페인 사람들에게 만연한 것으로, 권
위주의 , 파괴성 , 마술적 조력자 등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 도피
하는 메커니즘 개념으로 분석한다.
이어 돈 훌리안 과 조국 없는 후안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멈
추고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해 ‘독자’가 외부에서 자신의 존재 양식
을 강제하는 타자적 자아, 즉 스페인적 정체성을 정체성 텍스트의
전유를 통해 스스로에게서 배제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 화자가 탈
각의 대상으로 삼는 핵심적인 스페인적 정체성은 국가 정체성 , 카톨
리시즘 , 부르주아 가문의 역사 , 리얼리즘 등이다 . 돈 훌리안 에서는
스페인 국가 정체성의 탈각이 이루어지는데 , ‘독자’는 이베리아 반도
에 아랍군을 상륙시킨 돈 훌리안 백작의 전설을 모티프로 하여 정체
성 텍스트를 전유한다 . ‘독자’는 레꽁끼스따로 추방된 아랍이 그 근
간에 자리한다고 보고 스페인 국가 정체성이 비체로서의 아랍의 현
존과 침략으로 인해 파괴되는 배신의 역사를 주관성 속에서 재현한
다. 조국 없는 후안 에서 ‘독자 ’는 신원 미상의 작가로 등장하면서
글쓰기를 통해 카톨리시즘 , 노예 착취에 기반한 주인공의 부르주아
가문의 역사 , 리얼리즘 사조 등의 억압적 담론을 내적 모순과 위선
을 지적하고 희화화하며 조롱하면서 본인의 정체성에서 제거한다.
화자는 결국 스페인적 정체성의 마지막 보루인 스페인어까지 버리고
아랍어로 작품을 끝맺음으로써 아랍 세계에서 새로운 존재 양식을
찾았으며 자발적으로 자아를 실현하였음을 선언한다. 이처럼 후안
고이띠솔로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하여 그에게 강제된 스페
인적 정체성의 억압적 요소들을 추적하고 배제하는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삼부작을 통해 구현한 것이다.
주요어 : 정체성, 폴 리쾨르 , 자유로부터의 도피, 비체, 아랍, 자아실현
학 번: 2016-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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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후안 고이띠솔로(Juan Goytisolo)는 1950년대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
으며, 당시 프랑코 독재 정권의 억압적 현실을 고발하는 사회적 리얼리즘
을 선도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기존 미학적 입장에서 선회하여 1960년대
스페인 소설 언어의 혁신을 주도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망명 이후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며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을 유럽에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붐 소설 작가 까를로스 푸엔떼스는 “고이띠솔로는 실험적
이고 대담하고 위험을 무릅쓰는 위대한 스페인어권 작가의 원형 ”이라고
하며 그를 극찬한 바 있다(Kanso). 아랍 문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14
세기 가연지서 Libro de buen amor의 저자 아르시쁘레스떼 데 이따
(Arcipreste de Hita) 이후 아랍 방언을 말하는 유일한 스페인 작가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2014년에는 스페인어권의 노벨 문학상이라 불리는
미겔 데 세르반떼스 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이처럼 스페인 문학사에서 고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고이띠솔로에
대하여 해외에서는 1960년대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임주인의 박사학위논문 (2002)과 학술지 게재 논문 몇 편
(2002, 2005, 2009), 고인경의 석사학위논문 (1995), 나송주의 학술지 게재
논문(1998), 조민현의 학술지 게재 논문(2007) 정도에 불과하다 . 스페인
문학사 서적에서도 작가의 이름과 대표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정도만
제시되는 데 그친다. 번역서 또한 그의 1955년 초기작 Duelo en El

Paraíso를 임주인이 번역한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리고
1990년대 이슬람-기독교 분쟁 지역을 직접 경험하고 작성한 르포  전쟁의
풍경 Paisajes de guerra (고인경 옮김, 1996) 두 권밖에 없다. 그는 리
얼리즘 경향을 탈피하고 주관적 언어를 사용하여 스페인적 정체성의 문제
를 다룬 정체성의 표지 Señas de identidad(1966), 돈 훌리안 백작의
복권 Reivindicación del conde don Julián(1970), 조국 없는 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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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n sin Tierra(1975) 삼부작과 아랍 세계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그
이후 작품으로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아마도 난해한 서술 방식과
낯선 주제 때문에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한편, 프랑코 정권이 무너지고 스페인이 민주화된 지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 본 논문에서 그 당시에 쓰인 고이띠솔로의 소설을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그의 작품에 담긴 정체성, 억압, 자유에 대한 고민과 통찰은 현재
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비록 오늘날 전체주의적 집단 정체성에 대한
가시적인 집착이 감소하였고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개개
인이 존중되는 듯 보이지만 외부에서 구성된 질서와 정체성이 개인에게
강요되는 현상은 여전하다. 사회의 구성이 다원화되고 이주가 활발해지면
서, 그리고 인터넷의 확대로 전 세계가 연결되면서 억압의 양상이 거시적
에서 미시적으로, 집단적에서 개인적으로 변화하였을 따름이다 . 고이띠솔
로는 어린 시절부터 프랑코 정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성장한 인물이다.
말년의 인터뷰에서 “나는 언제나 중심부의 시각보다 주변부의 시각이 더
흥미로웠다. . . . 내 임무는 종교적·이념적 이유로 배제되었던 모든 것을
구제하는 것이었다”라고 한 말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중심부에 동화되지
못하고 일평생 주변부적 정체성을 유지한 작가였다(Tennant). 한편,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민자, 망명자, 거지 , 스페인에서의 아랍, 안달루시
아, 동성애, 스페인 문학 내 섹슈얼리티, 분변, 동물성 등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유지하였다. 그렇기
에 그가 작품 속에 녹여낸 외부적 질서의 강제로부터 본인의 존재 양식을
해방시키는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고이띠솔로 개인을 넘어 오늘날까지
그 유효성이 지속되는 보편성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안 고이띠솔로가 자전적인 성격의 삼부작을 통해 스
페인에서 자신에게 강제되었던 정체성이 자아를 억압하는 측면을 자각하
고 상징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우선 제1장에서는 그의 작품의
형식적 ·내용적 측면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되는
삼부작이 나오기 전후의 현대 스페인 문학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의 삶과
작품 세계에서 삼부작이 차지하는 위치를 조망한다. 본론에서는 삼부작에

- 2 -

등장하는 작가의 알터 에고인 주인공 알바로 멘디올라가 본인의 스페인적
정체성을 탈각하는 방식을 폴 리쾨르의 텍스트 해석 이론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제 2장에서는 리쾨르의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적 틀
을 통해 주인공이 정체성으로서의 텍스트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것
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과
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을 구성하던 스페인적 정체성을 검토하면서 드러나
는 스페인의 성격을 살펴본다. 이는 주인공이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를 배
제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주인공이 묘사하는 스페인의 다
양한 시공간 및 인물에서는 독립적인 자아의 성장을 저해하는 전체주의적
면모가 발견되는데, 이는 에리히 프롬이 제시한 도피의 메커니즘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삼부작 가운데 정체성의 표지가 주요 분석 대상이다. 제4장
에서는  돈 훌리안 백작의 복권과 조국 없는 후안에서 주인공이 자발
적인 존재 양식을 추구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비롯된 질서의 억압을 파괴
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 스페인 국가 정체성
과 카톨리시즘, 노예 착취에 기반한 주인공 가문의 역사 등이 공격의 대상
이며, 지향점은 아랍 세계이다. 특히 스페인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공격은
정체성의 근원에 있는 상상 속 무어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줄리아 크리
스테바의 비체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할 것이다.

1. 프랑코 정권 치하의 스페인 소설 경향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고 1939년 프랑코의 국민파가 공화파에
게 승리를 거두면서 제2공화정은 막을 내렸다. 프랑코 정권은 스페인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팔랑헤주의의 열망과 보수적 카톨리시즘의 엄
격함을 바탕으로 전체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다방면에
서 펼쳤다. 프랑코는 ‘하나의 스페인, 하나의 민족, 하나의 종교(Una
España, una raza, una religión)’라는 슬로건하에 폐쇄적인 체제를 구
축하면서 스페인을 신화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조민현 2011, 168). 이에
따라 스페인은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고립과 자족의 길로 들어섰고,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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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외는 아니었다.
프랑코 정권은 엄격한 검열을 통해 문학의 제작과 유통을 통제하였다.
문학은 이념의 나팔수가 되어 국민파의 승리를 노래하고 프랑코 정권의
이념을 선전했다. 산스 비야누에바는 “승리한 군인들과 동맹들은 불길한
어제와의 완전한 단절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선포하려는 노력에 집착하기
때문에 문학을 포함한 모든 것은 새로운 스페인의 서광에 종속되어야 한
다”는 말로 당시 상황을 묘사한다(Sanz Villanueva 2010, 26). 한편, 검
열은 스페인의 작가와 작품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외국 서적이 스
페인 국내에 유통되는 것 또한 통제하였다. 그 목적은 프랑코주의의 기조
에 어긋나는 사상에 물드는 것으로부터 스페인 사람들을 보호하고 폐쇄적
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결국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의 문학 전통
과 외국의 문단 및 사상으로부터 고립되었으며, 작가들은 문학적 역량을
키우기 열악한 환경이었다.
이는 스페인 사회 전체에 해로웠고, 특히 작가에게 더 그러했다. 전쟁 전후에
태어난 젊은 작가는 유럽 문학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 기회를 박탈당
하고 지적 인센티브를 빼앗겼으며 많은 나라에서 이미 극복한 문학적 상황에
서부터 시작하도록 [날 때부터] 선고받았다. (Sánchez Reboredo 58)

내전 이후 스페인에 남은 작가들은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은 극히 어
려웠다 . 승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내전의 증언이 지배적인 주제였으며, 그
기법도 대부분 진부한 풍속주의와 자연주의의 한계 속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까밀로 호세 셀라(Camilo José Cela)의 빠스꾸알 두아르떼의
가족 La familia de Pascual Duarte(1942), 까르멘 라포렛(Carmen
Laforet)의  무(無) Nada (1945), 미겔 델리베스(Miguel Delibes)의 삼나
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네 La sombra del ciprés es alargada (1948)
와 같이 프랑코 치하의 비관적이고 암울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프랑코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국가 검열과 작가의 자기 검
열에 의해 계속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언론 또한 정권이 장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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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므로 사회적 현실을 고발하는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
이었다 . 하지만, 1953년 미국과의 경제·군사 협약을 기점으로 스페인이 고
립에서 벗어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사회 전반
의 폐쇄적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1950
년대 중후반부터 프랑코 치하 스페인의 현실을 고발하는 작가들이 대거
등장했다. 후안 고이띠솔로는 당시 작가들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면
서 동시에 1960년대 이후 스페인 소설의 흐름을 프랑스의 모습을 통해 간
접적으로 보여 준다.
예를 들어 , 프랑스 소설가들은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과 현재
프랑스 사회가 결별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적 전망과 무관하게 자신의 작품을 쓰는 반면, 스페인 소설가들은 — 국가가 직
면한 문제와 관련한 진실된 정보 매체를 스페인 대중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 그들이 관찰하는 현실을 가능한 한 가장 올바르고 공정하게 묘사함으로써
이 같은 독자의 결핍에 대응한다. 그럼으로써 프랑스와 나머지 유럽 국가들에
서 언론이 담당하는 증언적 기능을 스페인에서는 소설이 수행하는 것이다.
(Goytisolo 2005, 46)

증언적 소설 경향에 참여한 대표적인 작가들로는 이그나시오 알데꼬아
(Ignacio

Aldecoa,

1925-1969),

라파엘

산체스

페를로시오(Rafael

Sánchez Ferlosio, 1927), 까르멘 마르띤 가이떼(Carmen Martín Gaite,
1925-2000), 후안 에두아르도 수니가(Juan Eduardo Zúñiga, 1929), 아
나 마리아 마뚜떼(Ana María Matute, 1925-2014), 후안 고이띠솔로
(1931-2017), 루이스 고이띠솔로(Luis Goytisolo, 1935), 후안 가르시아
오르뗄라노(Juan García Hortelano, 1928-1992),

후안 마르세(Juan

Marsé, 1933) 등이 있다.
1924년에서 1936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 작가군은 “50년대 세대
(Generación del 50)”1)라고 불리는데, 뚜렷한 반프랑코 이념으로 무장한
1) “ 반세기 세대(Generación del Medio Siglo)” 또는 “ 내전의 아이들(Los
niño s de la guerra civi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Mangini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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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문학을 통한 현실 고발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였다 . 문학적 전통
과 담론에서 소외되어서 19세기의 자연주의·풍속주의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스페인의 문단의 척박한 현실과 검열을 통과할 수 있는 작품을 써
야 했던 당시 상황, 그리고 이들의 좌파적 이념을 고려하면 50년대 세대
가 사회적 리얼리즘 기법을 택한 것은 자연스럽다. 예술적 동기보다는 프
랑코주의의 현실을 폭로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가 더 강했기 때문에 당
대 작가들은 사회적 리얼리즘을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프랑코
정권의 신화적 역사에 대항하기 위해 “담론적 현실보다는 경험적 현실”을
묘사했는데, “다른 서사들에 의한 변질에 덜 취약”했고 “구체적 현재는
[공식 역사와는 다른] 구체적 과거를 암시”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50년대
세대가 언어로 구축한 사회적 리얼리티는 대안적 신화 서사로서 프랑코
정권이 제시한 신화의 정당성과 유일성에 대항했다(Herzberger 36-37).
50년대 세대 작가의 활동 근거지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로 크게 양
분되어 있었다. 마드리드에서는 아쎈또 꿀뚜랄 Acento Cultural지(紙)
를 중심으로, 바르셀로나에서는  라예 Laye지를 중심으로 정치적 작품
활동이 전개되었다. 객관주의 기법, 증언적 성격, 현실 고발의 문제의식
등 두 지역에서 활동하던 작가들의 작품들은 공통점을 보이지만, 마드리드
잡지가 “스페인 전통과 더 많이 연결되고 , 현실에 당면한 문제에 더 큰 관
심을 기울이며 광범위한 사회적 기획을 구상”하면서 노동쟁의와도 관련되
었다면 , 바르셀로나 잡지는 “보다 지적이고 외국 사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 이는

“계몽된

부르주아”의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었다(Sanz

Villanueva 2010, 208).
반프랑코주의 가정에서 태어난 여러 마드리드 작가들과 후안 마르세를
제외하면 50년대 세대, 특히 바르셀로나 작가들은 프랑코의 국민파를 지
지하는 부르주아 집안에서 프랑코주의 교육을 받고 자랐다. 유년기에 내전
의 참상을 목격하고 청소년기에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경험한 이들은
대학생이 되어서 루카치와 그람시 등의 맑스주의 이론을 접하면서 기성세
대에 반기를 들었다. 이 시기의 세대 간 몰이해와 부르주아 부모에 대한
자식의 경멸은 마르세의 장난감 하나만 가지고 갇힌 사람들 Encerr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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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un solo juguete(1960), 달의 이 얼굴 Esta cara de la luna
(1962)에 반영되어 있으며,

후안

고이띠솔로의 손장난 Juegos de

manos(1954)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폭력으로 격화되는 모습을 다루어진
다(Mangini 1999 참조). 또한 그의 삼부작 중 첫 번째 책인  정체성의 표
지(1966)에서도 주인공 알바로 멘디올라(Álvaro Mendiola)가 가지는 정
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의 근간에 세대 간 이념적 갈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바르셀로나 부르주아 기성세대의 목소리
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 . . 도를 넘었어 그것[반체제 운동]이 가능한 일이었다니 거짓말 같았어 더군
다나 훌륭한 집안의 청년들 공포스러운 빨갱이 시절에 걸린 지병으로 인한 순
교자나 희생자들 자녀들의 경우잖아 비싼 학교에서 모두 기독교적 교육을 받
은 . . .
. . . se habían pasado de raya parecía mentira que aq uello fuera
posible sobre todo tratándo se como era el caso de muchacho s de
excelente
contraídas

familia hijos
durante

los

de mártires o
año s

del

de víctimas

terror

rojo

de

dolencias

educados

todos

cristianamente en colegios de pago . . . (Goytisolo 1966, 283)

사회를 객관적·증언적으로 묘사하는 리얼리즘 경향은 검열을 피하기 위
해서라도 1970년대 초까지 지속되긴 했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문학 외적으로는 사회적 리얼리즘의 증언을 통한 현실 폭
로가 문학 밖의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
기 때문이며,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된 프랑코 정권의 개방 정책이 진행됨
에 따라 예전과는 달라진 사회·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참여 소설의 유용성
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문학 내적으로는 경직된 형식의 전범을 따르
는 동안 스페인 소설은 언어적 창조성을 잃고 미학적으로 빈곤해졌기 때
문이다 . 50년대 세대의 구심점이었던 까스떼예트와 사회적 리얼리즘의 열
성적인 옹호자였던 후안 고이띠솔로는 1950 년대의 입장을 번복하고 실험
적 언어로 전향했다. 사회적 리얼리즘의 수호자였던 바랄 또한 새로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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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서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그 해답을 라틴아메리카 작가들에서
찾았다 . 사회적 리얼리즘의 요람을 자처했던 세이스 바랄 출판사는 1960
년대 들어 붐 소설의 본거지로 탈바꿈하였다. 1960년대의 작가들은 점차
정치·사회 문제보다는 창작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전 세대 작
가들이 문학을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면 “일부 극단적
인 경우 ,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형식의 혁명이라고 단언하기에 이르렀
다”(Sanz Villanueva 2010, 335). 고이띠솔로가 언급한 1950년대의 프랑
스처럼 스페인에서도 소설이 이념적 실천성으로부터 독립하기 시작한 것
이다.
객관주의와 증언적 형식의 한계를 인식한 작가들은 새로운 언어적 창
조를 통해 현실을 고발함으로써 새 시대를 예고했다. 루이스 마르띤 산또
스(Luis Martín-Santos)의 침묵의 시간 Tiempo de silencio(1962)은
그러한 경향의 신호탄이 되었다. 의식의 흐름, 과장되고 지적인 언어, 실
존주의적 내면 묘사, 자기반영적인 2인칭 서술 등 기존 리얼리즘 형식에
서 벗어난 표현을 통해 서사를 이끌어 나가면서도 하층민이나 부르주아와
같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경제적 상태를 다룸으로써 50 년대 세대의 비판
의식은 유지하였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66년은 이전 세대의 사회적 리
얼리즘에서 단절되는 기념비적인 해로서, 주관성에 바탕한 새로운 형식과
언어의 소설 세 권, 즉 델리베스의 마리오와의 다섯 시간 Cinco horas

con Mario, 마르세의 떼레사와의 마지막 오후들 Últimas tardes con
Teresa, 그리고 앞서 인용한 후안 고이띠솔로의 정체성의 표지가 출판
되었다.
이후 1975년 프랑코 정권이 끝날 때까지 산스 비야누에바가 ‘68세대
(Generación del 68)’라고 부르며 느슨하게 분류한 일련의 작가군이 활동
한다. 이 시기의 작가들로는 호세 마리아 겔벤수(José María Guelbenzu),
떼렌시 모이스(Terenci Moix), 마누엘 바스께스 몬딸반(Manuel Vázquez
Montalbán), 후안 호세 미야스(Juan José Millás), 에스떼르 뚜스께츠
(Esther Tusquets) 등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
년대 초반까지 언어를 통한 현실 변혁의 무용성을 인지하면서 이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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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문학을 철저하게 분리해 내었다. 현실의 문제가 아닌 언어 자체의 변혁
에 관심을 가졌기에 전통적 서사의 내용과 형식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전
원의 풍경에서 멀어졌고 작품 속에서는 노동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등장
하지 않았다. 증언과 현실 고발이 사라지면서 사회와 역사적 맥락에서 유
리된 개인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시공간의 객관성과 견고함이 무너졌으며,
인물 또한 변형되어 나타났다 . 줄거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서사성이 결여된 실험주의적 소설은 일반 독자는 이해할 수 없는
소수만을 위한 작품이라는 비판이 강해졌다. 바스께스 몬딸반은 “당시 스
페인 소설에서 등장인물이 계단 하나를 오르는 데 20페이지나 걸렸다”라
는 말로 이를 풍자한 바 있다(Sanz Villanueva 2010, 491 재인용). 따라
서 1970년대 초중반부터는 일반 독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서사성을
되찾고자 노력하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작가 개개인은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그 속에 녹여 냈다.

2. 후안 고이띠솔로의 글쓰기
1931년 바르셀로나의 부르주아 가문에서 태어난 고이띠솔로는 1938년
내전 당시 반란군의 바르셀로나 비행기 폭격 사건으로 인해 어머니를 잃
었다. 청소년 시절에 보수적 가톨릭 교육을 받는 가운데 키워 온 기성세대
와 억압적 체제에 대한 반감을 대학 입학 후 프랑코 정권에 저항하며 실
천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 세대와의 단절에 앞장서고 사회적 리
얼리즘 형식을 가장 열정적으로 옹호하던 작가였고 까스떼예트와 함께 50
년대 세대 작가들에게 이론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후 노선을 변경하여
1960년대의 주관주의를 선도하였으며, 1956년 프랑스 파리로 자발적 망명
을 떠난 후에도 갈리마르(Gallimard) 출판사에서 문학 고문으로 일하며
스페인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작가들까지 유럽에 소개하는 등 스페인어권
과 유럽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망명 이후 부르주아 계층 및 프
랑코 정권의 위선과 억압적 면모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시간이 지나며
비판의 범위는 스페인을 넘어서서 자본주의 소비사회 전체로 확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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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사라예보, 팔레스타인, 알제리, 체첸의 분쟁 지역에 기자로
뛰어들어 현장을 증언할 만큼 나이가 들어서도 현실 참여적 비판 의식을
놓지 않았다.
스페인의 역사와 정체성에서 무시되었지만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인 아
랍 세계에 대하여 동시대 어느 작가보다도 큰 애정을 가졌고 , 특히 이슬람
의 신비주의적 종파인 수피즘에 관심이 많았다. 한편, 프랑스 망명 중 장
주네(Jean Genet)의 영향으로 스스로의 동성애적 경향을 인정하게 되었
다. 1996 년, 파리에서 인연을 맺은 부인 모니끄 랑주 (Monique Lange)의
사망 이후 모로코의 마라케시로 거처를 옮겼고, 2017년 6월 그곳에서 숨
을 거두었다. 정치적 억압, 망명, 동성애, 아랍에 대한 관심 등을 통해 평
생에 걸쳐 주변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자세를 견지
하면서 인생에 밀착된 솔직한 글쓰기를 실천한 작가이다.
고이띠솔로의 1954년 데뷔작 손장난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르주아
출신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겪는 갈등을 다루며 사회적 리얼리즘을 표방하
였다. 어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내전의 갈등을 비인간화된 어린이 무리
속에서 재현한 엘 빠라이소에서의 애도 Duelo en El Paraíso(1955)는
스페인 내전의 끝 무렵 반란군이 까딸루냐 지역을 점령할 때를 배경으로
하며 아벨(Abel)이라는 주인공 어린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서사가 전개된
다. 이후 집필한 소설들은 그가 한때 ‘덧없는 내일 (El mañana efímero)’
라는 이름의 삼부작으로 묶은 적 있는 서커스 El circo(1957),  축제들

Fiestas(1958), 하층민 La resaca (1958)으로서 마찬가지로 정치·혁명
적인 측면이 강한 사회적 리얼리즘 작품이지만 기술적으로 훨씬 세련되었
다는 평가를 받는다.2) 니하르의 들판 Campos de Níjar(1960),  라 창
까 La Chanca(1962) 등 다큐멘터리적 기행문과 섬 La isla (1961), 
축제의 끝 Fin de fiesta (1962) 등은 보다 큰 객관성을 추구하는 리얼리
2) 이 세 작품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고이띠솔로는 지나
치게 많은 문학적 결함을 이유로 서커스 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삼부
작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Sanz Villanueva 2010, 239). 보통 후안 고이띠솔로의
삼부작이라고 하면 아래에 언급되는 ‘알바로 멘디올라 삼부작’을 일컬으며, 본 논
문에서도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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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작품들이다(Romero 326-327 참조).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고이띠솔로는 사회적 리얼리즘의 한계점을
인식하며 자신의 예전 작품들을 비판하였고, 새로운 형식과 언어를 통해
자기 자신과 스페인,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 이 시기의 작품 세 편을 정체성의 표지 의 주인공 이름을
따서 ‘알바로 멘디올라 삼부작(la Trilogía de Álvaro Mendiola)’라고 부
르는데 , 삼부작은 자전적 요소를 뚜렷하게 반영한다.3) 정체성의 표지에
서는 바르셀로나 근교 집으로 돌아온 망명자 알바로가 사진, 보고서, 다큐
멘터리 , 증언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본인이 스페인에서 경험한 세계를
다양한 층위에서 주관적 시선으로 조망하며 비판적으로 서술한다. 서술자
알바로는 주인공 알바로를 2인칭 또는 3인칭으로 서술하며 스스로 분리되
는 모습을 보인다. 돈 훌리안 백작의 복권(1970)4) 에서는 익명의 스페인
망명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서 모로코 탕헤르에서 스페인 해안을 바라
보는데 , 화자는 주관적 서술을 통해 주인공을 훌리안과 동일시하면서 711
년 아랍에 의한 이베리아 반도의 침략을 재현한다. 형식적으로는 관습적
문장부호 사용 파괴와 2인칭 시점, 변신으로 인한 전통적 인물 개념의 약
화 등 보다 과감한 언어의 혁신이 돋보이며, 내용적으로는 15세기 말 시
작되어 98세대와 프랑코 정권이 강화한 순수한 스페인성의 담론을 전복하
고 아랍에 투사된 타자성을 다시 스페인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점이 특징
적이다 . 마지막으로, 조국 없는 후안(1975)에서 글을 쓰는 주체로 등장
하는 화자는 멘디올라 가문의 쿠바 플랜테이션 노예 착취 역사, 카톨리시
즘의 이분법적 세계관에 기반한 억압,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 리얼리즘 사
조를 패러디적으로 비판하고 종교, 사회, 경제 등 제도의 주변부에 있는
이들과 중심적 가치 체계에서 소외된 성(性), 추(醜), 동물성, 나태 등을 변
호한다 . 그리고 메타적인 글쓰기와 아랍 세계 탐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3) 후안 고이띠솔로의 동생 루이스 고이띠솔로는 한 인터뷰에서 후안은 “작가와
서술자를 동일시하는 경향 ”이 있었다고 하며 “후안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 글
을 썼다”고 언급했다(Rodríguez Marcos).
4) 돈 훌리안 백작의 복권 은 2004년에 재출판되면서 제목을  돈 훌리안 으로
바꿨다 .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을 지칭할 때  돈 훌리안 을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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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스페인이라는 고리에서 완전하게 해방한다.
작가는 이 작품들을 통해 형식적 실험의 전위에 위치한다 . 그가 전통적 스페
인을 가차 없이 분석하는 가운데 이 소설들은 . . . 조국의 역사를 완전히 파
괴하는 환상으로 귀결되고 결국 남는 것은 순수한 언어적 실현이자 자족적 글
쓰기로서의 소설에 대한 변호, 그리고 텍스트의 우위이다. (Basanta 56)

고이띠솔로는 정체성의 표지에서부터 실험적 언어와 형식을 사용하며
1950년대의 사회적 리얼리즘과는 완전히 결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관적이고 뚜렷한 주제 의식은 새로운 언어만을 추구하는 68세대 초기
실험주의 작품과 그의 작품을 구별 짓는다. 그의 삼부작은 “근대사, 신화
와 제도, 스페인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가치와 관습, 스페인 문학 전통
에 대한 성찰 등 오로지 현대 스페인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이
다(Naziemiec 3). 알바로 멘디올라 삼부작은 과거와의 형식적 단절임이
명백하지만 작품 기저에 깔린 스페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성숙한 형
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50년대 세대 후안 고이띠솔로’와 완전히 분
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5) 1950년대에는 객관적 시점에서 현상을 통해 스
페인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데 그쳤다면, 1960 년대 이후 작가는 주관적 시
점에서 현상 이면에 있는 스페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원리를 근본부터 공
격하며 해체하고자 했다. 신화적으로 구성된 스페인성의 해체는 궁극적으
로는 “조국은 땅이 아니고 사람은 나무가 아니다 : 바닥 없이 그리고 뿌리
없이

살도록

도와

줘

:

움직이도록,

움직이도록”(Goytisolo

1970,

225-226)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작가의 알터 에고인 서술자가 자
신이 태어난 스페인의 역사적·사회적 조건에서 해방되는 과정이다.
한편, 삼부작 이후에 집필된 막바라 Makbara (1980)나 전쟁이 지나
간 뒤의 풍경 Paisajes después de la batalla(1982), 외로운 새의 의
5) 산스 비야누에바는 엘 빠라이소에서의 애도 에서 발견되는 변신 모티프, 비선
형적 서사 등 다양한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을 근거로 삼부작 이전과 이후의 작
품들 간 형식적 연결성이 존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 (임주인 2005, 371-372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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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들 Las virtudes del pájaro solitario(1988) 등은 스페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전지구적으로 적용되는 현대 소비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아
랍 문명과 이슬람 수피즘을 다루기 때문에 삼부작과는 주제적으로 구별된
다.6) 임주인(2002)은 이 시기의 작품들을 물질 만능 주의와 아랍 세계에
대한 관심을 기준으로 제3기와 제4기로 분류하였다(12-13).
그리고 고이띠솔로는 소설과 기행문, 르포, 여러 에세이 이외에도 자서
전을 두 권 출판하였다 . 금지 구역 Coto vedado(1985)과 따이파의 왕
국들에서 En los reinos de taifa (1986)가 그것인데, 각각 1931년 출생
에서부터 1956년 파리 망명까지, 파리 망명부터 동성애적 경향을 인정하
고 아랍적 정체성을 선택할 때까지의 시기를 다룬다. 이 책 두 권은 그 속
에 담긴 솔직함 때문에 당시 스페인 문단에서 암묵적으로 존재하던 정숙
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념을 깬 선구적 작품으로 평가받는다(Sanz
Villanueva 2010, 243).

3. 스페인적 정체성의 탈각 과정으로서의 삼부작
후안 고이띠솔로의 알바로 멘디올라 삼부작은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
을 구성하고 있는 ‘외부 ’ 요소들을 탈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품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해당 요소들로는 스페인의 전체주의
적 국가 정체성, 카톨리시즘과 제국주의 노예 착취, 부르주아적 이데올로
기, 소비자본주의와 관광산업 진흥, 사회적 리얼리즘 등이 있다. 이는 작
가가 태어나서 자라 온 프랑코 정권하의 스페인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거
나 받아들이기를 강요받았던 담론들로서, 고이띠솔로는 이 모든 것을 개인
의 자아에 대한 억압으로 보았다 . 그는 억압적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망
명을 선택했지만, 스페인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스페인
이 그에게 강요했던 ‘목소리’를 떨쳐 버리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망명 후
에도 스페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내면에서
6) 삼부작에서도 소비주의 비판과 아랍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나타나기 때문에
1980년대 이전과 이후 작품의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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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따라다니는 스페인의 목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던 것이다.
고이띠솔로의 삼부작은 비교적 자전적 요소를 강하게 반영한다. 바르셀
로나 부르주아 가문에서 태어나서 프랑코 정권하의 가톨릭 교육을 받은
경험, 20-30대 시절 스페인 문단에서 사회 참여적 이론가·소설가로 활동
하면서 독재 정권과 이념적으로 대립했던 경험, 국가 검열과 자기 검열의
경험, 그리고 스페인 남부의 가난을 목격한 경험, 망명자로서의 경험 등은
그의 글과 사고의 방향에 큰 영향을 남겼다. 그가 소설의 문제들에서 독
재와 검열 때문에 정치적 자유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정치가 된다고 말
한 것처럼 억압이 있으면 모든 것이 그 억압을 중심으로 해석되기 때문이
다(Romero 337 재인용). 억압적 상황에서 3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스페
인에서 떠난 이후에도 “나의 내적 영토에서 불청객을 제거하기 위해 큰
노력이 필요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경찰은 안에 들어와 있
었다” 는 말과 이 불청객을 쫓아내고 난 뒤에는 큰 공허감을 느꼈다는 고
이띠솔로의 고백에서 독재하의 스페인이 그에게 남긴 영향의 크기를 가늠
할 수 있다(Goytisolo 1982, 35). 그리고 이는 많은 부분 알바로 멘디올라
를 통해 형상화되었다.
따라서 그는 자전적 요소를 반영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의 자유를 억압
하였던 요소들, 그의 정체성을 강제적으로 구성하였던 외부적 요소들을 제
거하고자 했을 것이다. “억압적이고 척박한 정체성의 표지들에서 벗어나려
는 행위는 다양하고 경계 없는 문학적 공간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 주었
다”(Goytisolo 2015, 94). 그 시작이 바로 정체성의 표지 이다. 즉, 고이
띠솔로의 삼부작은 그가 성장 과정에서 강요받았던 ‘스페인적 정체성’을
벗어 버리기 위한 자전적 기획인 것이다 . 한때 세 작품은 ‘악의 삼부작
(Trilogía del mal)’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적이 있었고 , 영어로는 흔히 ‘배
신의 삼부작 (Trilogy of Treason)’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삼부작은 스페
인적인 가치관에서 악으로 여겨지는 것이 선에 대해 승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고, 조국을 배신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작품 정체성의 표지의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듯, 삼부작이 고
이띠솔로의 알터 에고인 알바로 멘디올라가 스페인적 정체성으로부터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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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과정이라는 해석은 자명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삼부작의 작품
들을 분석하면서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돈 훌리안과
조국 없는 후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스페인 국가 정체성 담론, 카톨리
시즘과 제국주의적 착취, 소비주의, 글쓰기의 문제 등이 부각되기 때문에
알바로 멘디올라 개인의 정체성이 직접 다루어지기보다는 각각의 주제가
분리되어 따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돈 훌리안은 팔랑헤와 98
세대의 담론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스페인 국가 정체성 담론 측
면에서 많이 분석되었다. 심층적인 분석 없이 삼부작의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하거나 언급하는 경우에는 세 작품은 개인 정체성 탐색의 기획으로
소개되곤 하지만, 삼부작 전체를 알바로 멘디올라 또는 후안 고이띠솔로의
개인 정체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스페인에서 성장하여 망명 중에 있는 알바로 멘디올라의 정체성을 구
성하는 ‘외부적’ 요소들이 탈각된다는 의미는, 작가의 자기 검열을 수행하
는 ‘경찰’이 사라지는 것처럼 , 인물 내부의 심리적 억압이 사라지고 그 결
과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 인터뷰에서 고이
띠솔로는 주제와 인물을 바꾸면서 항상 같은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대다수
작가들과는 달리 자신은 각각의 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문제의식을 제시하
고, 동일한 문제의식을 여러 작품에서 반복하지 않는다고 단언한 바 있다 .
작품을 쓰고 난 뒤 “정체성의 표지의 문제의식은 더 이상 내 관심을 전
혀 끌지 못했다. . . . [이 책은] 다른 내 책들[ 돈 훌리안과 조국 없는
후안 ]의 출발점 ”이라는 작가의 말은 삼부작을 정체성 문제에 대한 일련의
문제

제기와

해결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을

뒷받침한다(Tirados

González).
그리고 다른 인터뷰에서, 본인의 문체에 대해 설명하면서 글을 일부러
어렵게 쓴 적은 한 번도 없으며 “모든 작품은 자기만의 언어를 지시한다.
. . . 언제나 주제가 내 작품의 글쓰기를 결정한다”고 하였다(Geist 46).
따라서 삼부작의 주제인 스페인적 정체성의 탈각의 분석 범위에 문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삼부작을 관통하는 문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지
점은 2인칭 시점의 사용이다. 작품에서 화자와 주인공은 고이띠솔로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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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에고로서 1인칭 시점에서와 같이 동일 인물로 나타나지만, 화자는 3인
칭 시점에서처럼 주인공을 ‘너(tú)’로 칭하면서 거리를 둠으로써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존재로 분열된다. 그리고 스페인과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주인공에게 주관적이고 때로는 환상적이기까지 한 해석을 제공
하고 말을 걸면서 그를 변화시킨다. 이 특징은 본 논문에서 수행되는 텍스
트 분석의 출발점이 된다. 분열된 인물이 본인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독
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걺으로써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하는 과
정은 폴 리쾨르의 텍스트 해석 이론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 리쾨르에 따르
면 텍스트의 주관적 해석을 통해 자기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는 독자는 텍
스트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 변화를 이끌어내는 해석자와 현실 세계에서
변화하는 독해 수행자로 분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알바로 멘디올라가 본인의 정체성을 다루는 방식을 텍스트 해
석 이론의 틀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을 구성하는 억압적인 외부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난 이후
‘본연’의 모습에 가까워진 알바로가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정체성은 아랍
을 지향한다. 고이띠솔로의 작품 가운데 아랍 세계에 대한 관심은 삼부작
의 두 번째 작품인 돈 훌리안에서부터 강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돈 훌
리안 과 조국 없는 후안의 서술자는 여전히 스페인적 정체성의 억압에
서 벗어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억압적 목소리로 회귀하게
되며, 따라서 두 작품에서 드러나는 아랍 또한 스페인이라는 프리즘을 통
해서 본 타자에 머무른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스페인의 억압에 대
한 반작용이자 피난처로서의 아랍이 아닌, ‘있는 그대로 ’의 아랍 문화가
중심 주제로 다루어지는 것은 삼부작 이후 작품인 막바라부터이다.
고이띠솔로가 아랍에 끌린 이유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 그는 바
리오 치노, 남부 사람들, 알메리아, 그리고 아랍에 이르기까지 주변부에
매혹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소설뿐만 아니라 에세이와 실제 삶 속에
서도 항상 보여 왔다. 이러한 끌림은 과거 스페인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되
돌아보는 정체성의 표지에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나바하스에 따르면
고이띠솔로의 주변성은 “현재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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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Navajas 831) 질서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그의 성격상 작품에서
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한편, 제4 장에서 논의할 비체 개념과 관련지
어 생각해 보면, 아랍은 스페인의 국가 정체성 근간에 자리하고 있지만 인
정받지 못하고 추방된 요소라는 점에서 고이띠솔로에게 해방감과 정체감
을 동시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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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체성 텍스트의 전유: 독자로서의 화자
정체성을 탈각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
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후안 고이
띠솔로는 정체성은 본인의 경험과 환경, 교육 등에 의해 누적되어 형성되
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지워지지 않고 서로 겹쳐지는 ‘나’들을 더하는
것이다 : 나는 바르셀로나 사람이고 , 파리지앵이었다: 나는 마라케시 사람
이며 뉴요커였다”(Goytisolo 2004). 따라서 정체성을 파악하고 진단한다는
것은, 거리를 두고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되짚어보고 그것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략적으로 정체성의 표지가 진단을 통한 문제 파악에 해당한다면, 
돈 훌리안과 조국 없는 후안은 처방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설의 형식적 측면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
체성의 표지는 사회적 리얼리즘에서 벗어나서 언어의 혁신을 이루어 낸
작품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관성의 매개를 통하긴 하
지만 사회 다양한 계층의 모습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것처럼 리
얼리즘적인 시선으로 그려 내고 있다는 점에서 1950년대의 작품들과 여전
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돈 훌리안과 조국 없는 후안
은 객관적 시공간이 아닌 주관적 세계 속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점
에서 현상을 파악하는 진단보다는 처방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고
이띠솔로는 세 작품이 하나의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삼부작을
이룬다는 점을 인정했지만(Ortega 10), “정체성의 표지를 그의 참여 소
설의 에필로그로, 그리고 이후 두 작품을 그의 성숙한 소설의 시작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도 소설들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Sanz Villanueva 2010,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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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텍스트로서의 정체성과 텍스트 해석 이론
정체성의 표지는 10년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알바
로 멘디올라가 바르셀로나에 돌아와서 여러 기록이나 대화 또는 상상 혹
은 부르주아 담론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거나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알바로는 망명 중에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을 잃으면서 삶의 의
미 또한 잃었고 어디에서도 뿌리를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과거를 돌아보는 과정은 실존적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스페인의 “침몰과 조난”(SI 38)7) 을 피해서 해외로 떠난 망명자 알바로
는 그곳에서도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추동에 따라 멘디올라 가문의 부가
시작된 쿠바에 가서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거나 혁명 이후의 유토피아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였고, 현실에서 도피해서 돌로레스(Dolores)와
의 관계 속으로 침잠하기도 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어떤 시
도도 알바로에게 정체감을 부여하지 못했다. 멘디올라 가문에서 자신이 동
일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반항적 기질을 가졌던 네스또르 이모할아
버지(tío Nestor)였지만 그는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여 자살한 인물이다.
따라서 알바로도 삼촌을 따라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그마저도 실패
했다. 프랑스의 어느 병원에서 죽음에서 깨어난 이후, 알바로는 외부와의
동일시 (identificar)를 통해서는 고유한 정체성(identidad)을 찾을 수 없다
고 판단,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자신이 그동안 정체성이라고 생각해 온 것
들을 진단하기 시작하였다. 알바로가 되돌아본 정체성으로서의 과거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소환되며 형상화되기 때문에 일종의 텍스트로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알바로의 정체성의 표지로서 작품에 그려지는 과거의 모습들은 다음과
7) 앞으로  정체성의 표지 Señas de identidad 를 인용할 때는 원문 제목 각 단
어의 앞 글자를 따서 SI로 표시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돈 훌리안 Don Julián 과
조국 없는 후안 Juan sin Tierra 도 각각 DJ, JT로 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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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다양한 면모의 현실을 반영한다.
제1장에서는 가족 앨범을 통해서 멘디올라 가문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목소리들(las Voces)’을 통해 부르주아의 시선에서 평가된 알
바로, 보모 루르드(señorita Lourdes)에게서 배운 카톨리시즘의 이분법적
세계관과 순교에 대한 열망, 에울로히오 삼촌(tío Eulogio)에게서 배운 서
구 종말론의 비관적 세계관과 동양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 플랜테이션 노
예 착취에 기반한 쿠바의 낙원에 대한 상상, 헤로니모(Jerónimo)에 대한
이끌림 , 치매에 걸려 기억을 상실한 외할머니와의 만남 등을 볼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아유소(Ayuso) 교수 장례에서 대학 시절을 떠올린다. 대
학 시절 경험한 정치 참여적 분위기, 리까르도(Ricardo)의 변호사 삼촌에
게서 나타난 데모에 대한 부르주아의 태도, 세르히오(Sergio)와 아나(Ana)
를 통한 바리오 치노와 매춘 등의 경험 등을 볼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사진, 영상, 기타 자료를 내전의 모습과 상흔을 떠올리고
재구성한다. 내전 시절의 계급 갈등, 치안군(Guardia Civil)의 취조를 통
해 직접 경험한 프랑코 정권의 억압과 감시, 예스떼(Yeste) 마을의 소몰
이·투우 축제, 루까스 삼촌(tío Lucas)과 사촌 세르히오(primo Sergio)에
대한 부르주아의 이야기 생산 과정 등을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증언과 기록을 통해 알바로 망명 초기 시절 스페인 독재
정권의 억압과 감시를 형상화한다. 감시 일지 (Diario de Vigilancia), 안또
니오(Antonio) 수감 생활과 보호 관찰 경험에서 드러나는 정권의 길들이
기 과정과 반체제 운동가의 심리 , 초기 망명 시절을 기억하며 떠올린 망명
자로서의 책임감과 그로부터 멀어지는 과정 등을 볼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알바로 망명 시절 프랑스와 스페인에 대한 증언과 기억을
다룬다 . 망명자들이 정치적으로 변절하고 보수화되는 모습, 스페인 내 반
체제 운동이 좌절되는 모습, ‘목소리들’을 통해 나타나는 부르주아의 현실
인식, 진술·탄원서에서 드러나는 프란시스코(Francisco)의 억울한 심정 등
을 볼 수 있다.
제6장에서는 돌로레스와의 동일시적 사랑과 그녀의 타자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망명자 돌로레스와 사랑에 빠지는 과정, 낙태 이후 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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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와의 관계 악화, 아랍인 남자와의 ‘원나잇’, 쿠바에서 경험한 요루바
제의, 병원에서 여러 외국인을 목격한 경험, 동일시를 통한 정체성 추구를
그만둔 알바로의 결심 등을 볼 수 있다.
제7장에서는 기억과 기록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목소리가 회복된다.
프랑코 정권을 찬양하고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르주아의
‘목소리들 ’, 이주자들의 인간적인 면모, 스페인 현지에 살던 사람들의 인간
적인 면모, 호세 베르나베우(José Bernabeu)의 인터뷰 등을 볼 수 있다 .
제8장에서는 관찰과 상상을 통해 과거와 단절된 현실 변화를 묘사한다.
문호 개방 이후 관광객이 찾아든 바르셀로나, 상상을 통해 전달되는 내전
당시 공화파의 아픔, 실제 접촉 이후 쿠바에 대한 환상이 파괴되는 장면
등을 볼 수 있다.
결국  정체성의 표지는 기록·기억·증언 등을 통해 알바로 멘디올라라
는 인물의 정체성의 면면을 텍스트처럼 독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정체성의 표지들을 텍스트로 간주한다면, 그리고 삼부작의 주제
가 알바로가 본인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스페인에서 형성된 세계를 배
제하는 여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텍스트를 통해 독자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폴 리쾨르(Paul Ricoeur)의 텍스트 해석
이론을 통해 고이띠솔로의 삼부작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8) 작가와 텍
스트와 독자는 독립된 존재이며, 텍스트의 전유를 통해서 독자는 변화 가
능하다는 리쾨르의 설명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는 진부하게 여겨질
정도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렇기에
고이띠솔로가 정체성에 대한 오랜 고민을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흡사
하게 작품으로 풀어내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리쾨르는 텍스트가 작가와는 분리된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독자는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주관적 위치와 세계를 기반으로 본인만
의 방식으로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으며 ,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이띠솔로의 삼부작에서도 주
8) 이하 텍스트 해석 이론에 대한 내용은 폴 리쾨르(2003)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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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정체성을 본인의 주관성을 통해 돌아보면서 그
것은 본인에게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으며, 억압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삼부작의 고유한 형식적 측면인 화자가 스스로를 2인칭으로 일컬
으며 거리를 둔다는 점에 있어서도, 텍스트를 읽는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
자와 텍스트를 해석하는 주체를 구별하는 리쾨르의 이론과 고이띠솔로의
작품은 맞닿아 있다.
텍스트가 독립된 존재로서 ,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
는 이유는 작가-텍스트-독자로 연결되는 의미 전달 과정에서 작가와 독자
가 처한 텍스트 외적인 상황, 즉 컨텍스트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구술과
같이 화자-말-청자가 하나의 컨텍스트에 속해 있는 경우에 화자는 청자에
게 전달되는 말이 가지는 다의성을 최대한 제거하여 일의적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는 반면, 화자-텍스트-독자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화자는 일의
적 의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제약들을 독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텍스트는 다의적 해석 가능성 속에 놓이게 되고, 독자는 본인이 처
한 컨텍스트에 기반한 채 하나의 의미 해석을 취해야 한다. 이것이 리쾨르
가 주장하는 텍스트 해석 이론의 기본적인 골격이다 . 고이띠솔로의 작품에
서도 주인공은 망명자로서 본인의 정체성이 생산된 곳으로부터 시공간적
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거리가 커질수록 정체성의 탈각과 재해석
또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리쾨르의 이론의
주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 이 틀을 기초로 하여 삼부작
의 구조를 정립할 것이다. 폴 리쾨르의 텍스트 해석 이론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시각화할 수 있다.
텍스트는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의미 구조를 구축한 하나의 가상 세계
이다. 리쾨르는 ‘텍스트의 세계’란 “내가 거기에 거주할 수도 있고 나만의
가능성들을 펼칠 수도 있는 세계”라고 말한다(이기선 428 재인용). 즉, 리
쾨르는 작가가 텍스트를 생산하면서 전달하려던 의도가 아닌 , 독자가 텍스
트를 통해서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작가의 소격화(疏隔化, distanciation)란 작가의 의도와 텍스트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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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폴 리쾨르의 텍스트 해석 이론 구조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텍스트의 다의성이 발생한다. 텍스트는 작
가로부터 독립성을 획득하는데, 그 과정에서 텍스트 외부의 작가와 텍스트
내부의 화자 또한 분리된다. 참고로 화자와 인물 또한 기본적으로 분리된
존재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작가, 화자, 인물의 관계는 삼부작에서는
후안 고이띠솔로, 서술자, 알바로 멘디올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텍
스트는 그 자체로 기획된 하나의 세계로 파악할 수 있다.
독자의 소격화 또는 비전유(非轉有, disappropriation)는 읽는 행위를
수행하는 독자 자신과 텍스트를 직접 마주하여 변화하는 독자의 자아가
분리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때 독자의 자아란 지금까지의 경험의 총합으로
형성된 주관적인 세계를 의미하는데, 독자가 비전유한 자아는 텍스트를 통
해 변화하며, 이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자기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독자로부
터 자유로워진 정신적 존재로서의 자아는 텍스트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
신의 경계를 재배치하고, 수행자로서의 독자는 자아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
이다. 삼부작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면 독자를 [그림 2]와 같이 현실 독
자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그림 3]과 같이 정체성이라는 텍스트를 주관
적으로 해석하는 알바로 또한 독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실현에 독자의 소격화가 필수적인 것처럼, 고이띠솔로는 알터 에고를
서술자와 인물로 분리함으로써 정체성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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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텍스트 해석 이론을 적용한 삼부작의 내적 구조

[그림 3] 텍스트 해석 이론을 적용한 삼부작의 외적 구조

앞서 말한 자아의 변화를 허용하는 텍스트 해석과 수용 방식을 텍스트
의 전유(轉有, appropriation)라고 한다. 만일 자아의 경계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텍스트를 접한다면 텍스트의 다의성이 무시되고 자아의 세계관이
우선시되는 주관적 수용이 발생한다. 다른 한편, 현상학의 에포케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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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자아를 고려하지 않고 텍스트만을 중시하는 것은 비참여적 관찰자
로서 텍스트가 구성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비시간적 공간에서
텍스트 내적 관계만을 파악하는 구조주의적 해석을 유발한다 . 이때 텍스트
의 독해는 시공간 속에서 실현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독
자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즉, 독자의 비전유와 텍스트의 전유는 동전
의 양면과도 같다. 그리고 이는 작가의 소격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
에 텍스트 전유를 위해서는 이중의 소격화가 요구된다.
한편, 텍스트 자체는 비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유와 해석이 발생
하려면 특정한 상황 속에 놓여서 가능성으로만 존재했던 다의성의 가운데
하나가 독자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이때 독자의 자아는 가능성 가운데
자기 이해를 가장 잘 촉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텍스
트가 다의성이 아닌 일의성만 가지는 상황이라면, 즉 해석의 가능성이 극
히 제한된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독자의 자기 이해가 확장되는 효과는
작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가 많은 가능성을 제시해서 독자에게
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생산된 상황으로부터 다른 상황에
놓여야 하는데, 이를 재상황화라고 한다. 고이띠솔로의 삼부작에서는 독자
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인공이 점차 텍스트가 생산된 지점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 이해가 확장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텍스
트를 읽는 독자는 텍스트가 자극하는 다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읽기 이전의 나와는 ‘다른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다른 자기’
의 탄생이 곧 텍스트의 매개에 의한 자기 이해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이기언 420).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수행자로서의 독자와 주관
적 자아의 소격화 또는 비전유이다. “데카르트적 코기토로서의 ‘나의 선생
(maître)인 나’의 자리를 ‘독서의 산물이자 텍스트의 선물’로서의 자기 , 즉
‘텍스트의 제자(disciple)가 된 자기’가 차지하게 된다”(이기언 428). 텍스
트의 주관적 해석과 전유는 독자의 자아를 보다 ‘자기 자신답게’ 변화시키
는 사건으로서 자발적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인 것이다.

- 25 -

2. 텍스트 해석 이론과 삼부작의 구조
독재 정권하의 스페인으로부터 망명한 작가로서 고이띠솔로는 자신의
작품이 읽힐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망명 작가로서 그의
언어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닌 작업을 위한 도구” 에 가까웠다 (White
29). 고이띠솔로의 삼부작이 “돈을 벌거나 출판사의 지시에 따라”(Rosa)
쓴 글이 아니라, 자전적 성격의 작품으로서 작가 본인의 정체성 재구성 과
정을 문제의식으로 가진 작품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일차적인 독자
가 바로 작가 자신으로 설정된 일종의 내적 모놀로그로 텍스트를 간주할
수 있다. 나아가, 삼부작을 작가 고이띠솔로가 텍스트로서 제시한 본인 또
는 본인의 알터 에고의 정체성의 표지들을 독자 알바로 멘디올라가 해석·
전유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은 자전적 텍스트와 자
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맺는 관계를 설명하는데, 고이띠솔로가 자전적인
삼부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한다.
내가 나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해석이고, 이 해석을 통해 나는
나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 나는 곧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이해하
는 것이나 다름없다. 바로 이것을 리쾨르는 ‘이야기 정체성’이라고 부르고 있
다 . 이를테면 , 자서전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이야기인데 , 나를 이야기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수단이다. ( 이기언 424)

폴 리쾨르의 이론은 현실의 작가-텍스트-독자를 대상으로 제시된 것이
기 때문에 작품 속 인물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 자전성이 강한 고이띠솔로의 작품에서는 작가와 화자의 선
이 불분명하며 삼부작 내에서는 화자가 정체성으로서의 텍스트에 대한 독
자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국 삼부작 내의 독자는 현실 인물인 후안
고이띠솔로와 상당 부분 겹친다고 할 수 있다.9) 즉 삼부작을 작가 자신이
9) Cf. 자전적 요소로 인한 작가와 화자의 불분명한 경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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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를 통해 정체성 텍스트를 읽고 전유하는 과정으로도 간주할 수 있
으므로 리쾨르의 이론을 분석 틀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성을 가진다.
작품의 층위를 나누어서 살펴보자. 작가 고이띠솔로의 정체성으로서의
텍스트는 일반 독자에게 닿기 전에 이미 독자 알바로가 해석·전유한 것이
며, 일반 독자가 결국 읽게 되는 것은, 1차 텍스트(정체성)에 대한 해석으
로서 전유된 텍스트인 2차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유된 텍스트에는
독자 알바로의 확장된 자기 이해가 드러난다 . 이런 관점에서 삼부작은 ‘정
체성 텍스트’10)에 대한 해석인데, 2차 텍스트가 독자에게 닿기 전에 1차
텍스트의 제시부터 해석까지 고이띠솔로의 내면에서 일단 완결된 결과이
기 때문에 자기 충족적 성격을 가졌다고도 할 수 있다. 고이띠솔로가 조
국 없는 후안에서 “끈덕지게 글쓰기의 능란한 자위에 네가 몸을 맡기는
다락방”(JT 176)이라고 하는 등 작품 내내 글쓰기를 자위에 빗대는 것은
그의 작품의 자기 충족적 성격을 나타낸다. 텍스트(1차)는 텍스트(2차) 안
에서 이미 종결된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정체성을 텍스
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우선 리쾨르에 따르면 “자기 이해의
매개자는 기호와 상징 그리고 텍스트이다”(이기언 417 재인용 ). 삼부작 가
운데 특히 정체성의 표지와 조국 없는 후안에서 알바로 멘디올라는
책을 읽거나 사진을 보거나 자료를 보거나 증언을 듣는 등 “기호와 상징
그리고 텍스트” 해석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 끊임없이 언급되고 강조된
다. 돈 훌리안의 사건들은 많은 경우 마약을 한 주인공의 상상 속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제시되는데 , 이 또한 근거 없는 공상이 아니라 스페인 황
금세기 문학 작품, TV, 신문, 관광객, 뱀 등 텍스트와 기호, 상징에 의해
촉발된 연상 작용이거나 (과거에 읽었을) 98세대나 팔랑헤의 담론, 그리고
어린 시절 경험의 이미지, 문학 작품의 상호텍스트적 인용 등 즉각적인 접

고할 것(González 39-42).
10) 현실 독자에게 제시되고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되는 2 차 텍스트인 삼부작과
의 구별을 위해 ‘ 정체성 텍스트 ’ 로 지칭한 1 차 텍스트를 , ‘identidad’ 의 첫 글자
를 따서 이하 ‘I-텍스트’ 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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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은 없었지만 연상 작용에 의해 소환된 기호나 텍스트에 대한 주관적 해
석이다 . 따라서 삼부작에서 알바로 멘디올라가 해석하는 정체성을 광의의
텍스트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 I-텍스트는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많은 경우 알바로 멘디올라의 주관적 해석을 통해 나타나지만, 감시
일지와 같이 직접 인용이 된 경우도 있고 유명한 문학 작품이나 담론 등
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인용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I-텍스트의 형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한편, 리쾨르의 이론에 따르면 독자 알바로가 I-텍스트를 전유하기 위
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전유해야 한다. 비전유된 독자는, 읽기 행위를 수행
하는 알바로가 아니라 그의 세계관을 표상하는 자아이다. 삼부작의 화자는
보통 알바로를 ‘너(tú)’로 지칭한다. 따라서 화자에게 알바로는 ‘내(yo)’가
아니므로 둘은 분리된 존재이지만, ‘그(él)’로 칭해질 만큼 단절되지도 않
은, 항상 대화 과정 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11) 그렇기
에 삼부작에서 나타나는 화자를 알바로의 자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
면 화자는 I-텍스트를 독해하는 독자 알바로, 즉 ‘I-독자’12)의 소격화된 자
11) 정체성의 표지 와  돈 훌리안  에서 화자가 1인칭 단수로 말하는 경우는 극
히 제한적이지만 이때 ‘ 나 (yo)’ 는 알바로 멘디올라를 지칭한다 (몇몇 부분은 편집
상의 실수인 것으로 의심된다). 그를 3 인칭으로 서술하는 경우는 대부분 정체성
의 표지 에서인데, 부르주아 가문 , 억압적 카톨리시즘, 파리의 스페인 망명자 커
뮤니티 등 벗어나고 싶은 질서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돈 훌
리안 에서는 알바로/알바리또 뻬란술레스 등 알바로 멘디올라와 같은 이름을 가
진 인물들이 ‘전형적인 스페인성 ’의 화신으로 등장하는데,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정체성이 3인칭으로 서술되던 것이 별개의 인격을 가진 구체적 인물로 형상
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2) 현실 독자와 구별되는 ‘I-독자 ’는 정체성으로서의 텍스트를 독해하는 인물인
알바로 멘디올라를 지시한다. 하지만, 그는 멘디올라 가문의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싶어할 뿐만 아니라 돈 훌리안  과 조국 없는 후안 에서는 ‘너 (tú)’가 익명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알바로 멘디올라라는 이름을 고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자로서의 알바로 멘디올라를 지칭하기 위해
‘I- 독자 ’라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한편, I- 텍스트에 해당하는 독
자이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에서 오는 가독성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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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 동시에, 현실 독자가 접하는 2차 텍스트를 생산하는 공동 저자 또는
작가 고이띠솔로의 알터 에고라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한편, I-독자가 스페인적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소격화되어서 I-텍스트를 전유하고자 하는 자아 이외에도 기존의
억압적 해석을 강요하는 또 다른 자아가 I-독자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이
다. 전자를 ‘A-자아’라고 칭하고 후자를 ‘V-자아’라고 이름 붙일 것이다.
정체성의 탈각은 결국 V-자아를 공격함으로써 텍스트 해석의 권위를 탈취
하는 과정으로 환원하여 이해할 수 있다.13)
시점과 관련하여 또 언급할 만한 점은 정체성의 표지와 돈 훌리안
에 나오는 술과 약물/마약의 효과이다 . 작품이 전개되는 내내 I-독자는 술
을 마시고 약물이나 마약을 복용하는데, 이는 바로 I-독자와 그 자아의 소
격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가끔 꿈이나 환상에서, 또는 술
을 마셨을 때 본래적인 자아가 나타나 현실적으로 그가 몇 해 동안 경험
하지 않았던 감정이나 생각이 나타날 때가 있다”(에리히 프롬 172). 프롬
이 말하는 “본래적인 자아 ”는 고이띠솔로의 삼부작에서는 I-독자의 자아이
자 텍스트를 생산하는 화자에 해당한다.
I-독자14) 의 I-텍스트 해석과 전유는 자기 이해를 확장하고 자발적인 자
아를 가장 잘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I-텍스트의 전유는 I-독자의
자기 인식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 이 변화는 돈 훌리안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조국 없는 후안에서 극에 달한다. 예를 들어 부
르주아 담론을 전하는 ‘목소리들’은 본래 알바로 멘디올라의 정체성을 구
성했지만 I-텍스트의 주관적 해석을 통해 비로소 탈각되며, 그러한 ‘정체
성의 공백’을 메워 주는 것은 아랍 세계인 것으로 드러난다. I-독자의 이
러한 변화는 아마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생을 마감할 작가 고이띠솔로가
추구하였던 바가 아니었을까.

13) A-자아와 V- 자아에 대한 논의는 제3 장에서 전개할 것이다.
14) 엄밀하게 말하면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은 독서를 수행하는 독자가 아니라 독
자가 비전유한 자아이다. 하지만, 맥락상 혼동의 여지가 적을 경우 I- 독자의 범위
에 주관적 해석을 수행하는 자아까지도 포함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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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훌리안에서 알바로 멘디올라로 상정되는 주인공은 익명으로 등장
하면서 상황에 따라 훌리안(또는 불리안, 우르바노, 울얀 등), 늑대, 뱀 부
리는 사람, 공사장 관리인, 제임스 본드 등의 인물로 변화한다. 이 변화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I-텍스트를 전유하여 자아를 보다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세계를 구축하면서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I-독자는 자아실현을 위해 더 이상 알바로 멘디올라라는 인물의 한계에 갇
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국 없는 후안 에서는 화자는 정해진 형
체조차 없으며 메타적 글을 쓰는 작가의 목소리로서 등장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빈 틀과 같은 ‘너(tú)’라는 인칭대명사를 거쳐 간다. 돈 훌
리안 에서처럼 한 인물이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격으로 나타나
는 것이다. 때로는 그 인격의 정체를 모를 때도 있고 ‘너(tú)’가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 I-독자는 정체성의 표지에서는 알바로 멘디
올라라는 한 사람의 고정된 인물로, 돈 훌리안에서는 변신하는 다양한
인물로 , 조국 없는 후안에서는 인물의 형태조차 버리고 언어적 실현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I-독자의 정체성은 점점 자유롭고 변화무쌍해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유명사가 지칭하는 인물의 경계에 한정된 정체성을
넘어서는 자유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I-독자의 내적 요소들의
구조는 [그림 4]로 시각화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인공의 형태가 점차 해체되고, 돈 훌리안 에서부터는 이름조
차 나오지 않는다면 과연 세 작품이 동일한 인물의 정체성을 다루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체성의 표지 에 나오는 알
바로 멘디올라의 전기적 사실들이 그 횟수는 적지만 식별 가능할 정도로
확실하게 나머지 두 작품에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점은 세 작품이 동일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임음 시사한다.
가령, 돈 훌리안에는 알바로 멘디올라가 어린 시절 받았던 교육, 어
렸을 때 방문했던 장소 묘사(SI 52; DJ 176, 197, 305), 망명 시절 파리에
서 돌로레스와 함께 지냈던 기억과 스페인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던 사
실(DJ 163-164) 등을 통해서, 조국 없는 후안에서는 가톨릭적 세계관,
“멘디올라와 몬딸보(Mendiola y Montalvo)”(SI 16; JT 25)라는 쿠바의

- 30 -

[그림 4] 텍스트 해석 이론을 적용한 삼부작의 분석도

제당소 이름, 노예가 증조부에게 쓴 편지(SI 14; JT 253) 등을 통해서 인
물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작가 또한 인터뷰에서 세 인물을 동일선상에 놓
고 있다. “정체성의 표지에서 말을 했던 알바로는 나중에 신화적 돈 훌
리안으로 변신했고 지금은 [조국 없는 후안에서] 방랑하는 유대인과 같
이 귀신처럼 시간과 공간에 출몰한다”(Ortega 10-11).
한편, 알바로와 알바리또(Alvarito)라는 이름은 돈 훌리안과 조국 없
는 후안에 나오는 ‘본인’이 아닌 다른 인물들에게 붙는데, 그 인물들은
모두 ‘전형적인 스페인성’이 구체화된 V-자아에 해당한다. 이들은 파괴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I-독자가 조국에서 얻은 정체성을 탈각하는 것이 삼부
작의 주제임이 재확인된다.
고이띠솔로는 I-독자의 시공간적 위치와 정체 설정을 통해서 I-텍스트
의 재상황화를 점차 극대화한다. 따라서 삼부작이 진행될수록 I-텍스트가
투사하는 세계의 가능성 또한 점차 넓어지면서 전유의 폭과 I-독자의 자기
이해의 정도 또한 증가한다. 중심부보다는 주변적 위치를 선호한 작가는
주변적 위치가 창조성에 기여하는 영감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는데
(Eilenberger et al.), I-텍스트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재상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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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변부적 창조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의 표지에서 I-독자인 알바로 멘디올라는 1963년 바르셀로나
교외에 위치한 집과 공동묘지에 방문하여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본다 . 그런
데 그는 프랑스에서 신문사 사진 기자로 일하는 망명자이기 때문에 파리
에 머물면서 I-텍스트를 해석해도 되는데 작가는 왜 굳이 본인의 고향에
되돌아오게 했을까. 이러한 설정은 재상황화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시공간과 인물의 정체는 고정되어 있으며, I-독자는 본인이 어린 시절 체
득한 스페인과 멘디올라 가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떠올릴 수 있는 곳에
있다. 알바로 멘디올라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상황과 그가 I-텍스
트를 독해하는 시점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체성의 표지에서는 전반적으로 I-텍스트의 해석과 전유가 소극적으로 나
타난다 . 마지막 챕터에서 알바로는 몬주익 언덕에 올라가는데, 바르셀로나
와 공간적으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섞여 성을 구
경하면서 관광객 및 이방인으로 스스로를 느끼게 된다. 이때 I-텍스트는
보다 많은 재상황화에 놓이기 때문에 I-독자의 자기 이해 및 변화 폭도
커진다 . 실제로 작품이 끝나면서 구문의 파괴가 일어나는데, 이는 보다 자
유로운 해석과 전유를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정체성
의 변화를 예고한다.
돈 훌리안에서 I-독자는 탕헤르에서 스페인을 바라보는 망명자이다.
시간적 배경은 작품에 등장하는 영화 포스터로 미루어 짐작할 때 1960년
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I-독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전 작품에 비
해 I-텍스트와 더 멀어졌기 때문에 재상황화의 폭이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때 I-텍스트의 전유는 배신의 방식으로 실현되는데, 스페인에서
버림받은 인물이 “탕헤르에서 비시고도 왕국만큼 압제적인 정권 치하에
있는 스페인의 해안을 바라보면서 신화적 인물인 돈 훌리안을 떠올리지
않거나 그의 배신처럼 웅대한 배신을 꿈꾸지 않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Goytisolo 2005, 260). I-텍스트의 해석은 이전 작품에 비해 훨씬 자유로
워졌으며 이 작품은 객관적 현실과 문법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 변신의
모티브로 형상화되듯 스페인적 정체성을 공격하면서 나타나는 I-독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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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폭도 이전 작품에 비해 크다.
조국 없는 후안에서 I-독자에 대해 알려진 바라고는 작은 다락방에
틀어박혀서 책장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며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밖에
없다. 경계에 구속되지 않은 채 I-독자의 정신 작용인 자아의 존재 혹은
화자의 목소리만 드러날 뿐이다. 따라서 I-독자의 재상황화는 어느 방향으
로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다. 시공간의 제약은 읽기와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해 초월되고 극복된다. “유사세계(quasi-world)”(폴 리쾨르 264)
로서의 텍스트는 상징 차원에서 상호텍스트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다. 또한, I-독자는 수많은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정
체성의 최후의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조차 스페인어에서 아랍어로
바꾸어 버린다. 화자는 “너는 미래의 독자들을 너의 글쓰기의 굽은 길들과
함정들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JT 115)는 말을 통해 독자에게 간접적인 경
고를 던진다. 이렇게 자유로운 재상황화 때문에 현실 독자는 각 챕터, 각
단락의 내용이 시공간·주제적으로 일관성을 결여하며 들쭉날쭉하다는 인상
을 받을 수 있다. 등장인물과 시공간이 연속성을 유지하는 전통적인 소설
과는 달리 I-독자가 변화하면서 물리적 연속성을 결여하며 줄거리도 없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 물리 법
칙도 통하지 않고 언어는 자율적인 법칙을 획득한다.
정체성의 표지들을 텍스트로 보고 작품 속 등장인물과 그 자아가 해당
텍스트에 대한 독자 및 화자로 기능한다는 접근법은 고이띠솔로가 리얼리
즘적 언어를 버리고 주관적 언어를 사용한 까닭을 설명한다. 텍스트의 전
유와 해석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주관적 언어를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관적 언어를 사용한 것은 언어의 실험적
혁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제의식에 부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
막바라 나 돈 훌리안을 다른 방식으로는 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상
주장해 왔다. 많은 사람들은 내게 왜 글을 더 단순하게 쓰지 않느냐고 질
문했다 . 돈 훌리안을 어떻게 단순하게 쓸 수 있었겠는가? 다른 방식으
로 그것을 쓰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Geist 46-47). 고이띠솔로는 본인
의 작품을 ‘실험주의 형식’으로 지칭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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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ados González),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정체성의
표지 와 돈 훌리안이 이전에 쓴 [사회적 리얼리즘] 작품들보다 더 참여
적이다 ”(Jiménez 56)라는 작가의 단언은 삼부작의 언어가 아닌 주제적 측
면을 강조한다.15) 현실의 문제와 단절되는 경향을 보이는 실험주의 소설
과는 달리 고이띠솔로의 소설은 주관적 언어로 쓰였으면서도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15) 인용된 인터뷰는  조국 없는 후안 의 출판 전인 1974년에 시행되었다. 따라
서 이 인터뷰에서는 삼부작의 마지막 책이 언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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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체성의 표지들: 탈각의 계기
고이띠솔로의 삼부작을 정체성의 외부적 구성 요소의 탈각을 통해서
개인적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여정으로서의 하나의 일관된 프로젝트로 본
다면, 조국 없는 후안의 결말에 나타나는 정체성의 모습을 I-독자의 지
향점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알바로 멘디올라는 언어와 글쓰기로 나타나는 해석과 전유를 통해
스페인에서 얻은 정체성을 허물처럼 벗어 버린다. 그리고 그동안 끌림을
느꼈던 아랍 세계 속에서 과거와 단절된 순수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완
전히 새롭게 태어난다.
I-독자가 스페인적 정체성을 탈각하고 아랍적 정체성으로 새로 태어나
는 과정은 언어와 글쓰기가 있기에 가능했다. “부조리가 꽃피고 매혹적인
카오스가 불가해하고 해방적인 기호 증식의 종이의 하양에 낙서를 하는,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의 무한한 우주”(JT 252)는 텍스트 앞에 펼쳐지는 자
유롭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나타낸다 . 이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조
상이 자행한 만행과 그로 인한 고통을 받은 존재들로서, 만일 본인의 원래
정체성을 수용한다면 원죄처럼 떠안고 가야 하는 것이었다. I-독자는 조
국 없는 후안16)에서 이 모든 것이 “ 여자 노예의 편지”을 보고 나서 시작
되었다고 한다.
고통의 절규
16) 참고로 , ‘Juan sin Tierra’의 제목은 기존 국내 연구에서는 “ 조국 없는 후
안”( 조민현 2007, 300), “토지 없는 환”(임주인 2002, 11; 2005, 370; 2009, 58),
“무산자 후안 ”(김찬기 265)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 ‘Tierra’가 대문자로 시작하며
작품에서는 주로 스페인을 지칭한다는 점 , 그리고 스페인의 국가 정체성뿐만 아
니라 집안 조상의 노예 착취의 역사 또한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Tierra’를 조국(祖國 )의 의미로 보고, 조민현의 예를 따
라 ‘조국 없는 후안’으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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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펜의 해방시키는 과정의 비밀스러운 원천
너의 도덕적· 예술적·사회적·종교적·성적 탈선의 숨겨진 이유
grito de dolor
fuente secreta del proceso liberador de tu pluma
razón ocult a de tu desvío moral y artístico, social, religio so, sexual
(JT 253)

이 같은 원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방으로 화자는 스페인적 정체성과
의 단절을 통한 새로운 시작을 제시한다. “사이클의 끝에 도착했다는 자각
과 함께, 그곳에서부터, 피부가 바뀌고 빚이 청산된 너는 평온하게 살 수
있다”(JT 253). 이 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해 I-독자는 ‘발가벗은’ 자아만이
남을 때까지 지금까지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전유하면서 벗어 버렸다. “너
는 명목적이고 흐릿한 외관만이 유일하게 너를 식별하는(identifica) 현재
상태에 이를 때까지 하얀 종이의 각 장에 네 옛 인격의 자투리 천과 넝마
들을 버리면서 너 자신을 나타낸다”(JT 257). 즉, 현실 독자가 마주하는
삼부작은 바로 전유를 통해 탈각된 I-독자의 정체성의 흔적이라 할 수 있
으며, 글쓰기 과정은 과거와의 단절에 다름 아니다.
I-독자가 지향하는 새로운 정체성의 구체적인 모습은 제시되지 않지만 ,
정체성의 탈각 과정을 통해 대강 짐작해 볼 수 있다. 화자는 아랍인과 추
한 것에 대해 마음이 끌렸다.

“공포(horror)”,

“비천함, 비열함(las

abyecciones, vilezas)”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랍인 거지”가 “너에게
있어 탐나고 소중한 상징으로 변했다” 고 하면서 상징의 전유를 통해 “그
의 추악함(su fealdad)” 을 “전대미문의 아름다움(insólita hermosura)”으
로 전복시켰다(JT 254-255). 한편, 화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
이 이야기한다. “너의 육체는 그들의 토지에서 퇴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
. . . : [너의 육체와] 흉측한 땅의 외설스러운 공생을 막으면서 너는 그것
[너의 육체의 유해]을 이슬람 막바라의 고요 속에 조용히 둘 것이다”(JT
256).17) 즉, 그는 조국과의 완전한 결별과 이슬람 세계로의 귀의를 통해
현재의 질서에서 혐오되는 것이 긍정되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추구한다
17) 막바라 (makbara): 아랍어로 이슬람 묘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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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모하는 마지막 과정은 화자가 I-독자를 지칭하는
인칭대명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부작이 진행되는 동안 I-독자는
자기 이해의 확장과 스페인적 정체성의 탈각 과정에서도 ‘너(tú)’로 지칭되
어 왔고, ‘그 (él)’라고 불린 것은 탈각된 정체성이었다. 그런데 I-독자의 자
아가 정체성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모국어마저 버리면서 아랍어
로 글을

쓰기 시작할 때 I-독자를 지칭하는 대명사는 “tu

(su)”,

“puede(s)”, “su (tu)” 순으로 바뀌며 2인칭과 3인칭이 역전되는 모습을
보인다(JT 258). 즉, 언어는 마지막 정체성(identidad)으로서 , 알바로 멘디
올라와 현재 상태의 I-독자에게 동일성(identidad)을 부여해 주던 “명목적
이고 흐릿한 외관”(JT 257)이었지만, 이마저도 탈각되자 자아와 I-독자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자아는 언어 자체를 전유하여 아랍어로 생각하고
글을 쓰기 시작함으로써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한
것이며 , 이는 자기 이해의 확장을 통해 도달한 자아실현의 상태일 것이다.

1. 스페인적 정체성: 도피와 직면
지금까지 I-독자의 지향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정체성을 탈각하기위
해 어떤 방법으로 I-텍스트를 해석하고 전유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전에 고이띠솔로가 애초에 왜 스페인에서 획득한 정체성들을
탈각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알바로 멘디올라는 스페인적
정체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를 스스로 검토하고 이해하는 작업에
착수하는데, 전면적인 정체성 탈각 작업에 들어가기 전 화자가 제시하는
I-텍스트에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
삼부작 모두 텍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정체성의 표
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왜냐하면 I-텍스트의 재상황화가 가장
덜 이루어진 이 작품에서는 전유와 주관적 해석의 폭이 가장 작고 때로는
I-독자의 해석을 거치지 않고 독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자료들도 제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리 살펴본 것처럼 이 작품에는 알바로 멘디올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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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시절부터 망명 10년차까지 경험한 스페인의 다양한 측면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의 전체적인 윤곽을 가늠할 수도 있다. 반면, 스페인적
정체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해당하는 돈 훌리안과 조국 없는 후안
에서는 다루어지는 정체성의 종류가 한정적이며, 대부분 I-독자의 주관적
해석을 통해 전유된 형태로 현실 독자에게 드러난다. 따라서 이 두 작품에
서는 문제시되는 스페인적 정체성의 기존 모습을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알바로 멘디올라가 정체성을 탈각하려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10년 동
안 망명 생활을 했지만 심리적으로 스페인에 계속 묶여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워지지 않고 서로 겹쳐지는 ‘나’들을 더하는 것”(Goytisolo
2004)이기 때문에 다른 공간과 사회로 도망가고 본인의 과거를 외면하고
망각한다고 해서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과거 경험의 축적에서 벗어날 수
는 없다. 그는 처음에는 스페인으로부터 도망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망명의 경험은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
러난다 .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직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로 멘디올라는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와서 자신
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과거를 텍스트와 기호 , 상징의 형태로 소환한 것
이다. 한편,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화자의 주관을 통해 I-텍스트가 제시되
는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삼부작에서 화자는 본인의 스페
인적 정체성을 소개한 다음 파괴하는데 , 이런 맥락에서 정체성의 표지를
알바로가 주관적으로 과거를 해석하면서 스페인적 정체성을 탈각하기 위
한 이유를 찾는 일종의 합리화 과정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의 표지에 나오는 프랑스 파리 망명자 커뮤니티의 망명자들은
한 공간에서 교류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지만, 개별 망명자들은 섞이
지 못하고 망명 시기별로 지층처럼 층을 이루어서 각자의 경험 속에 박제
되어 살고 있다. 이 일화는 알바로가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스페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형상화한다.
지질학적으로 서로 다른 층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은 다른 사람들의 혼잣말
에는 절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스페인과 스페인 사람들에 대한 지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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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백을 계속해 나갔다. . . . 일화와 이야기의 레퍼토리는 언제나처럼 똑같았
고 여행자는 시간이 멈췄다는 기묘한 느낌을 경험했다. . . .
- 내가 알바세떼 전선에 있을 때 베스떼이로가 격려 연설을 했고 , 무어인들
이 마을을 포위했을 때는 나는 팔랑헤 소속 누이가 있는 친구의 집에 숨었는
데. . .
- 그 말을 들으니 피골스 봉기 전날 밤에 내게 일어난 일화가 하나 떠오르는
데, 아사냐 정권 2기 때. . .
- . . .
- 이봐 , 저기 , 나는 , 한 번 , 브루네떼에서. . .
. .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 동안 소환하고, 논쟁하고, 거드름 피우며 말
하고 , 귀 기울이지 않고 , 프랑스의 폐습에 대해 말하고 내전의 기억에서 먼지
를 털고 임박한 정권 붕괴를 예고하고 . . .
Los

elementos

integrantes

de

los

distintos

estrato s

geológico s

proseguían su incansable mo nólo go sobre España y los españoles,
sin escuchar nunca el soliloquio de los demás. . . . El repertorio de
anécdotas

e

historias

era

el

mismo

de

siempre

y

el

viajero

experimentaba una curiosa sensación de tiempo detenido. . . .
-A mí, la proclama de Besteiro me pilló en el frente de Albacete y,
el día que los moros cercaron el pueblo, me escondí en casa de un
amigo q ue tenía una hermana que había sido de Falange. . .
-Esto me recuerda una anécdota que me ocurrió la víspera del
levant amiento de Fígols, durante el segundo ministerio de Azaña. . .
- . . .
-Hombre, pues, a mí, una vez, en Brunete. . .18)
. . .Días, semanas, meses, años empleado s en evocar, discutir,
pontificar,

no

escuchar,

decir

pestes

de

Francia,

desempolvar

recuerdos de la guerra y anunciar la inminente caída del Régimen .
. . (SI 280-283)

한편, 망명자 커뮤니티는 알바로 멘디올라의 정체성에 대한 비유로 읽
18) 서로 다른 34 개의 독백은 두 페이지에 걸쳐 제시되면서 선명한 지층을 시각
적으로 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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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도 있다. 각각의 시기와 경험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의 표지들은 나란
히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지층처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Lee Six,
“Breaking Rules” 37). 스페인에서 벗어나 있는 알바로의 내면에 각자의
경험과 색깔을 가지고 굳어 버린 채 섞이지 못하고 공존하는 망명자 같은
스페인적 정체성의 구성 요소들을 알바로는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
한다. 돌로레스와의 대화는 알바로가 망명을 통해 이로부터 도망치려고 한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정체성을 찾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쿠바에서는 너 자신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난 내 땅을 잃었고 내 사람을 잃었어.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겠어.
-Yo creía que en Cuba volverías a encontrarte.
-He perdido mi tierra y he perdido mi gente.
-¿Qué piensas hacer?
-No puedo hacer nada. Ni siquiera sé quién soy. (SI 339)

망명자 커뮤니티의 ‘외적 지층’과 정체성의 표지들의 ‘내적 지층 ’ 사이
에 끼어 있는 알바로는 여기서 벗어나길 원한다. ‘외적 지층’은 스페인에
서 벗어났을 때처럼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해결되는 문제이지만, 망명자 커
뮤니티의 경험으로 인해 한 층 더 두꺼워진 ‘내적 지층’에서 그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바르셀로나에 돌아가서 정체
성의 표지들을 꺼내 보게 된다. 가족 앨범 등 옛 기록들을 들춰보고, 옛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망명 시절을 보내고 있는 돌로레
스와도 많은 대화를 나눈다. 왜냐하면, 리쾨르의 말처럼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기호들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이기언 425
재인용).
그렇다면 과거에 형성된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고통의 절규”(JT 253)라든지 어릴 때부터 가
져 왔던 반항적 기질 등으로 뭉뚱그려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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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 않다. 당시 스페인은 전체주의적 정권 치하에 있었다는 역사적 배
경을 고려할 때, 에리히 프롬이 독일 나치 정권과 그 치하 국민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도피 메커니즘을 통해 알바로 멘디올라의 심리와
그가 외면하고 싶어했던 스페인적 정체성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도 작품을
이해하는 하나의 유효한 방법일 것이다.
정체성의 표지에 나오는 스페인 사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비판은
의문의 여지 없이 프랑코의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억압을 향한다. 그러나
독재가 만악의 근원은 아니다. 프랑코의 독재가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알바로를 포함한 당시 많은 반체제 운동가들이 가지
고 있던 낭만적 신화관에 불과했다(SI 360; Labanyi 1989, 44). 알바로는
망명의 경험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프랑코 정권이 아닌 스페인 사
람들에게서 찾는다.
우리 스페인 사람들은 이기심, 질투, 그리고 악의를 타고났다. 만일 스페인 사
회가 배타적이라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스페인 사람들의 가슴에는 숨겨진
이분법 추종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이고 , 결론적으로 . . . 너희 나라가 숨이
막히는 이유는 너희들부터가 숨 막히기 때문이다.
los españoles llevamos el egocentrismo, la envidia y la mala leche en
la sangre; si la sociedad española es intolerante, se debe ante todo
al hecho de que hay un maniq ueo oculto en el co razón de todo
español, y . . . concluir . . . q ue vuestro país es irrespirable po rque
sois irrespirables vosotros mismos. (SI 283)

즉, 독재가 없는 곳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비슷한 현상이 펼쳐지는 것
을 본 알바로 멘디올라는 스페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19) 그는 국가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인 차원
19) 고이띠솔로의 유물론적 시각과 역사의식을 고려할 때, 스페인의 문제의 근본
적인 원인은 특수한 사회 구조이며 그것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98 세대가 주장한 ‘스페인성 ’, 보다 일반적으로는 ‘민족성 ’이라고
불리는 본질주의적 접근법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 왜냐하면 후자는 민족성이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Cf. 고이띠솔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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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까지 환원하였는데, I-독자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가 작품 속에서 검토하는 I-텍스트에서도 공통적인 문제점을 읽어 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체성의 표지 제5장의 파리 내 스페인 망명자 사회를 한번 살펴보
자. 화자가 그리는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가 된 망명
자들이 보수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 알바로도 처음에는 파리의 지식인을 만
나서 도움을 구하고 저항적 문예지를 창간하려고 노력하는 등 스페인에
남은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부채 의식을 청산하고 조국에 대한 책임을 실
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현실의 벽과 기존 망명자들의 조소 ,
프랑스 활동가들의 무관심에 직면하면서 스페인의 반체제 활동가 친구들
과 점점 소원해졌다(SI 277). 정치적 망명자로서의 존재 근거 또한 사라진
것이다 . 한편, 더 이상 아무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 많은 망명자들은 여
전히 자신이 대의를 위해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
속에 갇혀서 스페인 정세에 대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동시에 무력감과 고
독감에서 도피하기 위해 망명자들 사이에서도 권위를 세우면서 계서적 관
계 및 전체주의적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 그렇기에 저항적 의지와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망명을 떠나 온 동포들은 스페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망명자들 사이에서도 좌절을 경험한다. 알바로가 속한 망명자 커뮤니티는
결국 고립된 또 다른 작은 스페인과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신참 망명자들
의 정치적 기획을 비관적 시선으로 조롱하는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알바로
또한 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SI 260).
위 일화에서는 ‘스페인의 문제’가 망명자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양상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다른 정체성의 표지들에 ‘스페인의 문제’가 어떻
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본 논문에서는 정체성의 표지가
화자가 본인의 세계를 배제할 근거, 즉 ‘스페인의 문제’를 진단하고자 하
는 주관적 서술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다른 일화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다. ‘스페인의 문제’가 독재 정권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억압과 복종의 이분법적 질서와 자아실현으로부터의 도피라고
사의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Goytisolo 2005, 56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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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하고, 알바로 멘디올라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스페인적 정체성을 분석
하기 위해 우선 에리히 프롬의 논의를 소개한 다음 ‘스페인의 문제’를 화
자가 제시하는 스페인의 다양한 면모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2. 스페인의 문제와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리히 프롬 (Erich Fromm)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독일의 나치즘
등 전체주의가 발흥한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중세에서 근대, 현대로 이어
지는 역사적인 조망하에 사회·경제·종교적 상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
피의 메커니즘”이라는 장에서 인간의 보편적 심리 기제를 제시하면서, 심
리 기제와 20세기 초반의 역사적 조건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나치즘의
유행을 설명하였다. 이 같은 접근법은 당시 유럽에서 독일과 비슷한 파시
스트 정권이 수립된 스페인의 프랑코 전체주의 독재 정권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 것과 동일한 심
리적 메커니즘을 통하여  정체성의 표지에 반영된 다양한 스페인 사회의
측면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 따라서 모든 종류의 억압
에 반대하는 고이띠솔로의 알터 에고인 알바로 멘디올라가 스페인 사회의
여러 단면들에서 목격하고 해석한 바에 대한 하나의 일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용이해진다.
그는 20세기 초 독일 나치즘이 대두한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증대한 하류 중산계급의 개인의 심리적 고립감과
무력감을 강조한다. 이념적 다원화와 경제적 불안정성, 국가 등 기존 권위
에 대한 신뢰 파괴, 패전, 가정에서의 도덕적 권위 추락 등이 주요한 요소
로 분석된다. 당시 스페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지주들과 소규
모 소작농들 , 소도시 주민들 , 사제들”, 그리고 기존 사회·경제 질서 피라미
드 상위에 있던 “산업 및 금융 부르주아지”가 흔들리는 질서에 저항하기
위해 프랑코의 전체주의 정권을 지지하였다 (레이몬드 카 외 309, 311). 나
치즘과 프랑코이즘 사회는 절대적 권위를 표방하는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와 전체주의적이고 계서적인 질서의 옹호를 강요한다는 점과 도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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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은 보편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롬의 분석을 당시 스페
인 사회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삼부작은 스페인 독재의
억압을 직접 체험한 고이띠솔로의 경험을 자전적으로 반영한 소설이므로
삼부작에 나타나는 스페인을 바라보기 위해 프롬의 논의를 빌려 오는 것
은 부적절하지 않을 것이다.20)
에리히 프롬은 권위주의(사도마조히즘적 성향),21) 파괴성, 자동 순응성
을 대표적인 도피의 메커니즘으로 제시한다. 인간은 견딜 수 없는 고립감
과 무력감에 직면하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해결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긍정적인 해결책은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고유한 자아를 실현하는 것
이지만 , ‘사회적 정상성’, 즉 사회 규범이 그것과 대치될 경우에 보통 사람
들은 자아의 독립을 포기하는 부정적인 해결책을 선택하게 된다. 이 선택
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한다(117-120). 이러한 메커니즘들은  정체성
의 표지 책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다. 도피의 각 메커니즘을 통해 고이띠
솔로의 첫 작품을 조명해 보도록 하자.

2.1. 권위주의와 파괴성
권위주의적 성격은 인간이 고립감과 무력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다
른 존재에 자신을 융합시켜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결성과 힘을 확인하는
20) 모레이라스 메노르는 항상 프랑코 스페인에 반대해 왔던 고이띠솔로에게도
프랑코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고 하며, 프랑코가 죽자마자 그에 대해 쓴 글을
그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한 애도로 분석하였다(Moreiras Menor
332-333). 프랑코의 영향력은 고이띠솔로를 비롯한 스페인 사람들을 강력하게 지
배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소설에서 드러난다.
21) 에리히 프롬은 권위주의적 성격을 사도마조히즘적 심리를 이용해서 분석하지
만, 이 용어는 “도착과 신경증이라는 관념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특히 신경증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을 가리킬 경우에는” 사도마조히즘 대신 권위주의적 성격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한다(139). 본 논문에서는 프롬을 따라 기본적으로 권
위주의적 성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 복종과 지배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각
각 마조히즘과 사디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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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일컫는다 . 그 대가로 독립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복종하고자 하는 마조히즘적 심리와 지배하고자 하는 사디즘적 심리로 나
뉘어 생각할 수 있다. 프롬은 복종과 관련된 마조히즘적 노력을 다음과 같
이 설명한다.
자기 외부에 있는 보다 크고, 보다 강력하고 전체적인 권력의 일부가 되어 그
속에 몰입함으로써 유대감을 가지려는 시도이다. 외부의 그 강력한 권력은 개
인으로도, 제도로도 , 신으로도, 국가로도 , 양심으로도 , 또는 육체적 강제로도
대체될 수 있다. . . . 개인으로서의 완전성을 잃고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대신,
그 자신이 몰입한 권력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안전과 자부심을 획득한다. . .
. 그 어느 것을 주인으로 정하고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결정을 내리
는 일로부터 해방된다. (132-133)

착취적 관계에 놓인 사람은 방어기제로서 마조히즘적 심리가 발현되기
도 하는데, “증오의 감정을 억제하고 때로는 맹목적인 존경심으로 대치하
려는 성향”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대상에 복종하는 것
에 대한 굴욕감을 줄여 주기 때문이다(141). 법칙이나 운명, 신의 의지, 윤
리적 의무와 같이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는 조건들”을 믿거나 신화적 과
거를

숭배하는

사람들

또한

권위주의적 성격의 인간으로 분류된다

(144-145). 프랑코가 군대, 팔랑헤주의와 더불어 카톨리시즘을 정권의 기
반으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22)
22) 교회 , 군대 , 팔랑헤당은 모두 ‘잃어버린 낙원’으로의 신화적 회귀를 지향한다.
프랑코는 민주주의 , 무신론 , 자본주의 , 공산주의 등을 스페인의 “진정한 정체성 ”
을 “ 타락시킨” 제도와 이념으로 여겼기에 탄압하였다 . “진정한 스페인은 가톨릭
군주들의 제국적 , 계서적 전통에서 모색되어야 했다 . 스페인의 건강은 신화화된
카스티야의 시골에 있었으며 , 도시는 질병의 근원으로 보였다 ”(레이몬드 카 외
327-329). 따라서 교육도 가톨릭 교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강석영 91). 한편 , 이
같은 역사관은 프랑코주의가 이용한 98 세대의 담론과도 연결된다. 가령, 임호준의
지적처럼 우나무노의 내부역사론은 독일 나치즘의 ‘Kult ur( 문화)’와 유사하다. 따
라서 나치 독일과 프랑코 스페인의 이념적 작동 방식의 구조적 유사성은 프롬의
논의를 스페인 파시즘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98세대 담론과 파시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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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는 어린 시절 보모 루르드(señorita Lourdes)23) 의 가톨릭적 세
계관의 영향을 받았다. 이는 선과 악의 이분법적 세계관이었으며, 알바로
는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자발적으로 순교자가 되고 싶어했다. 자신을 돌
봐 주는 보모 루르드의 호감을 사고 칭찬받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전 당시
국민파와 공화파의 대립이 아닌, 선과 악의 대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등
당시 알바로는 이분법적 카톨리시즘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있었고, 이는
화자가 떨쳐 내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정체성일 것이다.
지배와 관련된 사디즘적 충동의 본질은 “타인—또는 다른 생물—을 완
전히 지배하는 쾌락”이다. 이러한 경향의 사람은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
해 타인을 말살하는 방법을 택한다. 타인의 종속을 통해 자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개인으로서는 결여되어 있던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134-135).
마조히즘과 사디즘은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욕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135). 마조히즘과 마찬가지로 사디즘
은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 “사디스트는 그의 대상을 지배해야만 하기 때문
에 대상이 없어져버리면 즉시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136). 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디즘의 본질은 마조히즘과 마찬가지로 의존성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사디즘은 뒤에 설명되는 파괴성과 차이를 가진다. 마
조히즘적 성격과 사디즘적 성격은 본질적으로 같은 기원을 가지기 때문에,
한 사람 안에 이 두 성격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 프롬은 이러한 인간
심리를 권위주의적 성격이라고 지칭한다.
그는 권위를 칭찬하고, 그것에 복종하려고 하는 동시에 그 자신[이] 권위의 주
체가 되기를 원하여 다른 자를 복종시키고자 한다. (139-140)
권력은 그것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 때문이 아니라 , 그것이 힘이라는 이유 때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임호준 2011, 438-443).
23) 보모의 이름 루르드는 1858 년 프랑스 루르드 근교의 마사비엘 동굴에서 발현
한 ‘루르드의 성모(Nuestra Señora de Lourdes)’에서 따 온 것으로 보이며, 성
모 이미지를 통해 카톨리시즘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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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를 열광시킨다. 그의 ‘사랑’이 힘에 의해 자동적으로 야기되듯이, 무력
한 인간이나 제도는 자동적으로 그로부터 경멸감을 불러일으킨다 . 그는 무력
한 인간을 대하면, 공격하고, 지배하고, 절멸시켜 버리고 싶어진다. (143)

한편, 도피의 메커니즘으로 제시되는 파괴성은 사디즘과 유사해 보이지
만 대상과 연대하려는 사디즘과는 달리 대상을 제거하려고 한다. “ 파괴성
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위협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자기를 강화하려고 한
다”(152). 파괴성이 생성되는 이유는 성장과 표현을 추구하는 삶이 억압되
기 때문이며, 삶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파괴성의 정도는 “개인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 집단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 차이가 크다”(155). 파괴성도 반드
시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대상을 찾지 못하고 축적되면 자기 자신
이 대상이 되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권
위주의적 성격 중 사디즘적 성향과 파괴성이 결합하여 작동한다면 체제에
반항하려는 자들을 복종시키려고 회유하는 동시에, 어느 선을 넘으면 파괴
하는 행동이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디즘과 파괴성은 정권이나 교회 등 담론의 차원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보다 작은 단위의 집단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체성의 표지
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는 화자가 제3 장 전체를 할애하여 묘사
하는 예스떼(Yeste) 마을의 내전과 소몰이 ·투우 축제이다. 알바로는 1958
년 스페인으로부터 이주하는 사람들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
해 친구들과 함께 예스떼를 방문한다. 방문 당시 마을 축제 중이었고, 축
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몰이 축제(encierro)와 투우를 구경할 수
있었다 . 공교롭게도 예스떼의 행정구역에 속한 라 그라야(La Graya)는
1936년 8월 내전 발발 당시 알바로의 아버지가 노동자들에 의해 총살당한
곳이었다. 1963년 바르셀로나에 있는 화자는 알바로가 직접 겪고 목격한
예스떼의 1958년과 여러 자료 및 상상력을 토대로 재구성한 1934-1936년
라 그라야의 상황을 교차하면서 서술하며 두 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는다.
이 같은 서술에서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프랑코 정권의 문제가 아닌 스페
인의 문제라는 점이 암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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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라 그라야에서는 인민전선의 스페인 좌파가 운영하는 시청,
지방 호족, 기존 주민들과 저수지 공사 때문에 유입된 이주민들의 이해관
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치안군 (Guardia Civil)까지 갈등 상황에 개입하면서
경제·계급 ·이념적 요인이 뒤섞인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화자는 내전에 대
해 상상하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연극에 비유한다. 즉, 배우들이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스페인 동포들 또한 ‘더 큰 자아’에 종속된 도피적
삶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 운명이라고 평가한다. “[너의 동포들은] 막이 막
올랐고 , 너에게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도, 피와 땀과 눈물로 꾸며진 드라마
상연이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 너희 스페인 사람들의 웃음을 자
아내고 그늘진 일반적 운명”(SI 119).
한편, 화자는 1930년대 중반의 라 그라야를 산띠아고 기사단이 레꽁끼
스따에 참여하던 중세 시대와 같은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묘사한
다. “산띠아고 기사단 선조들이 무어인들의 침략에 맞서 왕국의 경계를 수
호하던 시대와 같이 산맥의 누추한 집과 오두막에서 바위 속에 틀어박혀
살고 있는—대부분 문맹인—투박한 산사람들이었다”(SI 117-118). 그리고
이곳을 야생적 개인주의를 유지하면서 15세기 말 가톨릭 양왕에 의해 강
제된 단일 국가 정체성을 체화하지 못한 마을로 묘사한다(SI 131-132).
1958년의 라 그라야 또한 관광과 개발에서 비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수 세기 동안의 고유한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자생적인 스페인으로 그려진다. “너희는 몇 세기의 느긋한 흐름 속에
석화되어 움직이지 않는 따이파의 스페인에 있었다”(SI 133). 따라서 화자
가 1958년 예스떼의 소몰이 축제에 “관광객이 없다”(SI 145)고 했을 때,
이곳의 투우는 단일 국가 정체성이나 좌우 이념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스
페인의 민낯이자 자생적 전통이라는 그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몰이 축제는 상당히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 “송아지는 그 광경에 놀란
듯하고 , 주둥이로 땅 냄새를 맡고, 덤벼들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앞
에 있는 거세한 소들에게 시선으로 문의한다. 한 남자가 그[송아지] 앞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등에 몽둥이찜질을 한다. 송아지는 울고, 반쯤 돌아서,
그에게 뿔을 받으려 한다. 관중은 환호한다”(SI 141-142). 동시에 예스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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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사디즘적이고 파괴적인 면모가 강조되어 나타난다. “열광한 군중의
야만적 울부짖음—공포와 환희의 혼종적 섞임—”이나 “소에게 욕을 하면
서, 비명 소리로 남자들을 부추기면서, 쾌락으로 일그러진 얼굴”(SI 146),
그리고 “풍습은 소를 한 번에 찔러서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게임을 한계
까지 연장하고 그의 고통을 마지막까지 짜내야 한다”(SI 146-147) 같은
서술은 소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
을 감각적으로 제시한다.
1936년 예스떼의 내전에 대한 재구성도 상당히 구체적인데, 주민과 노
동자들이 당하는 폭력을 투우처럼 적나라하게 그린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로 파괴적인 사디즘적 면모가 나타난다. 치안군은 총알을 맞아서 죽어 가
는 농민의 팔다리에 한 발씩 더 쏜 뒤 , 농민이 자신을 죽여 달라고 애원하
자 “이래야 네가 더 오래 살 것”이라고 말하고 농민을 고통 속에 둔 채
떠나 버린다(SI 145). 그리고 서사적 측면에서도 시간 단위로 사건을 재구
성하는데, 시간 단위로 소몰이·투우 축제를 묘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한
편, 내전이 초래한 희생자의 죽음은 “팔다리에 부상 입은 남자는 피를 흘
리고 침을 뱉으면서 여전히 괴로워했다”(SI 145)고 묘사되는데, “ 투우는
침을 흘리고 입으로 피를 내뱉는다”(SI 147)는 투우의 죽음과 대칭적이다 .
술을 마시는 화자는 내전과 투우를 교차해서 서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
가 때때로 중첩시킴으로써 두 사건이 같은 층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두 남자가 붉은 깃발로 현관을 겨냥한다 . . . 두 남자는 깃발과 함께 관중의
환호 속을 걸었다 . . .
아니, 붉은 깃발이 아니고 소를 다루는 케이프였다. 너는 페피냐네스 와인을
한 잔 더 따라서 한 번에 잔을 비웠다.
dos hombres apuntan por un zaguán co n una bandera roja ... Los
dos hombres caminaban co n la bandera entre lo s aplauso s de la
multitud . . .
No, no era una bandera roja sino una capa de brega. Te habías
servido ot ro vaso de Fefiñanes y lo apuraste de un sorbo. (SI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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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어디에 있나 ? 기억의 어떤 층이 너를 성가시게 하는가 ? 폭력은 새로운
폭력을 낳고, 잔혹한 이미지들은 서로 포개진다...
¿Dónde
violencia

estás?,

¿qué

engendra

estrato
nueva

de

la memoria te

violencia,

las

importuna? La

imágenes

brutales

se

cruzan... (SI 147-148)

위 서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I-독자는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양식을 유지해 온 스페인 남부 사람들 또한 내전의 가해자와 다를 바 없
이 사디즘을 통해 본인의 자아를 강화하려는 도피적 생활 양식을 영위하
고 있다는 사실을 소몰이·투우 축제를 통해 발견한다. 이 서사의 함의는
자아 도피의 문제는 프랑코 정권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며, 따라서
정권이 끝나더라도 알바로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패배자들과 승리자들, 용서받은 자들과 정당화할 수 없는 자들)
동일한 임상적 사이클의 법칙에 순응했다”(SI 155). 즉, 권위주의적 억압
과 복종은 어느 한 이념의 문제가 아닌, 지리적·역사적으로 더 넓은 범위
의 스페인과 연관된 고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2.2. 반항적 권위주의와 자동 순응성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권위주의적 성격의 인간이 존재한다.
반항적 권위주의 심리를 가진 이들은 권위에 저항하기 때문에 “강력한 독
립성에 입각하여, 모든 권위와 대립하는 사람처럼 보이며, 내적인 강함과
완전성으로 자유와 독립을 방해하는 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마조히즘적 성향의 정반대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에리히 프롬에 따르면 그
렇지 않다. 이들이 저항하는 것은 주로 무력하거나 약화되어 흔들리는 권
위인데 , 자신의 마조히즘적 욕망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증오심을 가지고 반항하는 것이다. 반면, 이들은 “이윽고 보다 큰 힘과 약
속에 의해 마조히즘적인 갈망을 충족시켜 주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권위
에는 복종한다”. 따라서 이들은 본질적으로 ‘혁명가’가 아닌 ‘반역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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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급진주의’로부터 극단적인 권위주의로 바뀌는 변화”를 보이
는 인물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143-144).
정체성의 표지의 인물 중 세르히오는 대표적인 반항적 권위주의자이
다. 세르히오는 유복한 가정 출신이지만 냉소적 염세주의자로서, 아버지의
말 때문에 대학에 다니나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정치에 무관심한 인물이
다. 그는 반항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화자는 이를 보여 주기 위해 부르주
아들이 많이 다니는 살롱 로사(Salón Rosa) 카페에 옷을 차려 입지 않고
가서 소란을 피우는 등 예절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며 물의를 일으키는 에
피소드를 제시한다(SI 83-84). 바리오 치노에서 매춘을 일삼고, 술도 많이
마시고 , 마약도 하는 등 전형적인 부르주아적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고 싶
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나는 [바리오 치노에] 매일 가. 바르셀로나에서
유일하게 내 흥미를 끄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 ... 창녀, 소매치기, 호모...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야, 연체동물이지 ”(SI 75). 알바로는 세르히오
의 반항적 모습에 이끌려서 그와 친하게 지낸다.24)
하지만 , 세르히오는 갑자기 반항심을 버리고 부르주아적 생활 양식에
부합하여 사는 ‘변절’을 한다(SI 93). 아버지에 대한 태도에서 세르히오의
반항은 프롬이 말한 권위주의적 반항의 전형임을 알 수 있다 . 그는 아버지
를 돈밖에 모르는 천치라고 평가하며, “ 집이 집이 아니고 예산안이야”라고
불평한다(SI 74, 89). 이는 가장으로서의 도덕적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아
버지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 한편, 그는 보헤미아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부
르주아적 질서에 반대하지 않았다. “MG 오픈카를 타고 도시의 가난한 지
구들을 돌아다니면서 거지들 앞에서 1000페세타 지폐로 담뱃불을 붙이겠
다”(SI 96). 그리고 세르히오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태도 또한 보통 부르
주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1951년 3월 바르셀로나 전차 보이콧 시위가
24) 알바로가 세르히오를 통해 알게 된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모습은 알바로에게
큰 흔적을 남겼다. 중산 계급에 동일시하지 못하는 알바로는 생생한 ‘현실 ’ 을 살
고 있는 ‘ 천민들’에게 끌림을 느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았지만 정을 붙이지 못했
던 “너의 도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 . . . 그때까지 바르셀로나에 대한 너의
지식이라고는 어느 부르주아 가문에 의해 . . . 건설된 . . . 탁 트이고 음울한 몇
몇 동네에 한정되어 있었다”(SI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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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을 때 알바로가 전차로를 막음으로써 시위에 동참하자고 제안하자, 세
르히오는 “지금 진정한 도발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보행
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며 시위자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는 전형적인 부르주아인 세사르 삼촌의 발언—“공산주의자들”에게 반대하
기 위해 “일주일째 차를 차고에 두고 전차를 타고 출근한다”(SI 96)—과
동일한 것이다. 즉, 세르히오의 저항은 부르주아 계층의 계서제와 보수주
의가 아니라 그 권위를 충분히 보여 주지 못하는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다.
알바로의 다른 대학교 친구들로 나오는 엔리께와 안또니도도 정치적
성향은 달랐지만, I-독자의 해석에 따르면 권위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
다. 그들의 반정권 활동의 궁극적 동기는 억압을 철폐하고 스페인 민중의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프랑코주의가 아니었을
뿐 자기보다 더 큰 담론에 본인의 자아를 예속시켜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 것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팔랑헤주의자였던 엔리께는 다른 대학생들과 반정권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지향한 그들과는 달리 “호세 안또니
오의 원초적 강령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보다 극우적 팔랑헤
주의로 가기를 원했던 “불만족한 팔랑헤주의자”였다(SI 70). 그는 “한 국
가의 진정한 폐습은 민주주의이다”(SI 71)라고 하며 전체주의를 옹호하면
서도 프랑코 정권의 행보에 만족하지 못했다. “혁명을 배신한 것은 현재
지도부들이야”(SI 70). 그러나 극우파 엔리께는 나중에 정권에 의해 색출
되어 고문도 당할 정도로 헌신적인 좌파로 전향했다(SI 252-256). 알바로
가 파리에 망명 중일 때 엔리께가 방문한 적 있는데, 알바로는 그때 열성
적으로 좌파 이론을 말하는 엔리께의 모습은 생소하게 느꼈다. “너희에게
스페인의 진짜 상황과,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사건들의 대단원에 대해 설
명했다 . 너는 그가 예전에는 호세 안또니오와 라미로 데 마에스뚜의 이름
을 언급할 때와 같은 정열로 맑스와 레닌의 이름을 인용하는 것을 들었고,
그의 진정성은 너를 감동시켰다”(SI 356). 즉, 프롬에 따르면 엔리께는 ‘혁
명가’가 아닌 ‘반역자’에 해당한다.
안또니오의 예에서는 프랑코 정권의 사디즘적 면모와 안또니오의 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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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즘적 측면 등 스페인 사회의 권위주의적 면모가 보다 동적·다층적으로
제시된다. 안또니오는 공산주의를 옹호한 인물로서, 반체제 운동가의 대표
적인 유형이다. 제4장에서는 안또니오가 체포된 이후의 이야기가 감시 일
지(Diario de Vigilancia)와 병치되어 집중적으로 나온다. 감시 일지는 반
체제 인사로 의심되는 한두 사람에 대한 감시로부터 시작되어, 그 사람들
이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감시망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날짜/시
간별로 기록한 것으로, 화자는 안또니오가 체포되는 날의 기록까지 보여
준다. 안또니오는 학생운동 이력 때문에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을 독방에 수감되어 보낸 뒤 고향에서 보호 관찰을 받게 되었다. 안
또니오는 투사로서의 양심을 지키려 하지만, 프랑코 체제는 교묘한 방법으
로 안또니오의 저항 의지를 꺾어 버린다.
그의 자유의 불분명한 경계는 그에게 갑자기 감옥의 철창문보다 더 잔인하게
다가왔다. 감옥의 편리한 이분법에서 꺼내어지자 귀양이 모양이 바뀔 수 있고
모호한 우주 속으로 그를 집어넣었다 . 그 이후 아무나처럼 마을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술집에서 술에 취하고 바다에서 멱을 감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의 가장 깊숙한 곳의 포로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 .
los límites impreciso s de su libertad le apareciero n de pronto más
crueles q ue los barrotes de la cárcel. Al arrancarle del cómodo
maniqueísmo de la prisión, el destierro le introducía en un universo
maleable

y

ambiguo.

emborracharse

en

las

En

adelante

tabernas,

podía

errar

zambullirse

en

po r
el

el
mar

pueblo,
como

cualquier hijo de madre y sentirse no obst ante cautivo en lo más
profundo de sí mismo . . . (SI 176-177)

체제에 대한 저항은 명확한 적이 상정되는 이분법적인 세계 속에서 체
제의 억압을 원동력으로 삼는 일종의 반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석방된 안
또니오는 가시적인 억압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은 실제
감옥에 있을 때보다 효과적으로 안또니오의 투지를 꺾어 놓았다. “ 자유의
착각은 끝내 증발했고 완화된 감옥도 결국은 감옥이었다. 희미하지만 실재
하는 경계로 가두기 , 몸과 마음의 이중 도주를 막기 위해 영악하게 준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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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인 것이었다(SI 231). 그리고 체포 이후부터 안또니오에게 무력
감과 패배감을 학습시키는 등(SI 170-171, 205-206) 프랑코 정권은 유무
형의 수단을 통해 반체제 운동가들을 굴복시키고 있었다.
그 결과 안또니오는 저항적 자아를 현실에 굴복시키고 죽은 듯 체제에
순응하며 지냈다. 그러나 본인의 자아와 강제되는 사회적 여건 사이의 모
순에서 비롯되는 ‘신경증’을 해결하기 위해 안또니오는 매춘을 택했다. 성
적 쾌락에 잠식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잠깐 동안이라도 소멸하고자 한 것
이었다 . “[매춘은] 밤중에 잠깐이나마 자신을 잃는 , 죽는 방법이었다”(SI
208).
반면, 보통 사람들은 모순을 경험하지 않은 채 매우 잘 지낸다. 마을
경찰은 안또니오에게 “당신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겉
으로는 복종하면서 속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SI 206)라고 말하면
서, 실상 마조히즘적 도피 및 복종과 다름없는 거짓 자유로 안또니오를 이
끌고 싶어한다. 그런 스페인 사람들은 “거만한 태도로 정해진 것에 대해
말하고 금지된 것을 금지하는 것이 허락되는 행복하고 온순한 투우 . . .
방울을 달지 않은 거세된 수소의 슬픈 무리” 에 비유된다(SI 231-232). 이
처럼 구성원의 의지를 꺾고 정해진 길로만 가게 하는 것은 사디즘적 성격
의 특징이다. 사디즘은 대상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데, 안또니오를 감시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마을 권력의 대리인은 안또니오를 회유할 만큼 ‘작
은 자유’를 선사하고 지식인으로서 잘 대우하며 길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안또니오가 도저히 자아를 굴복시키지 못해 또 다시 저항을 하고 권위에
도전하자 그에 부여했던 “과도한 배려”를 빼앗아 버리는 모습은, 안또니오
의 자아를 굴복시키고 다시 자신에게 찾아와서 거짓 자유를 구하도록 만
드는 것으로서 파괴성과는 달리 의존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SI 232).
안또니오는 굴종보다는 억압 속에서 선명해지는 이분법적 세계를 선호
했을지도 모른다. 안또니오는 형 만기일만 기다리며 지내던 어느 날 자살
한 아버지25)의 옛 동지 모리요 (Morillo)를 우연히 만난다 . 그가 저항 운동
25) 자살 또한 자아를 파괴함으로써 무력감에서 도피하기 위한 파괴적 방식이며,
스페인 사회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적 측면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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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동참하라고 회유하자 안또니오는 반체제 활동에 다시 동참하기로 마음
먹는다 . 그런데 이는 동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본인의 의지에서 비롯
된 행동이 아니라 중독되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노름으로 묘사된다 . “노름
에서 판돈을 회수하고 싶었지만, 형태는 바뀌었어도 노름은 계속되었고, .
. .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는 그가 다시 베팅을 하도록 강요했고 항상 강
요할 것이었다”(SI 235). 따라서 반정권 투사로 그려진 안또니오도 프랑코
정권하의 자아의 무력감에서 도피하기 위해 다른 권위에 복종하는 권위주
의적 성격의 인물로 분석된다.
한편, 자동 순응성이란 자아를 상실하고 외부에서 비롯된 감정이나 사
상 등을 본인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한다 . 자동 순응성을 가진
사람은 한 사회에서 기대되는 성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타인과 전적으로
동일해진다(에리히 프롬 157). 본인 스스로 결론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만, 실제로는 어떤 권위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162). 처음에는 사고, 감
정, 의사 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극단적인 경우 “본래의 자
아가 거짓 자아로 대치되는 데까지 나아간다. 본래의 자아란 정신적인 여
러 활동의 창조적인 자아이며, 이에 비해 거짓 자아는 타인으로부터 기대
되는 역할을 자기 이름 아래 행하는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172).
에울로히오 삼촌(tío Eulogio)은 대표적으로 복종적 성향과 함께 자동
순응성적 면모를 가진 인물이다. 슈펭글러 사상에 경도된 그의 모습에서
종말론적 운명에 대한 복종과 자동 순응성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슈펭글러
뿐만 아니라, 젊을 때는 천문학을, 이후 점성술이나 신비학 등에 쉽게 빠
져들었다. 한편, 세계정세를 반대로 읽어서 모든 증권 투자에서 망할 정도
로 식견이 없었지만 다른 삼촌들과 함께 국제 정세를 전문가처럼 논하는
것은 자동 순응성을 보여 준다. 그는 쿠바에 있을 때 내전 소식을 접했는
데, 입대를 자원했지만 가족 및 가족 친구에게 제지당했을 정도로 국가에
대한 복종심이 강했다. 에울로히오 삼촌은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나치의
승리를 믿은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나치든 아니든 서구는 쇠퇴 중이라는
운명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SI 34-35). 즉, 전체주의 정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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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큰 권력을 숭배하는 것이었다.
어린 알바로는 카톨리시즘—보모 루르드의 영향—에서 탈피했다고 생각
했지만 이분법적 세계관은 지속되었다. 에울로히오 삼촌의 영향으로 악의
개념이 추상적 악마에서 구체적 키르기스인으로 바뀌었을 뿐이었으며, 본
인이 맞서 싸울 수 없는 강한 악에 대한 공포와 그로 인한 무력감 때문에
“지쳐 쓰러져서 신앙적인 꿈을 꿀 때까지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몇 번이고 되뇌”는 등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SI 38). 그러나 권위에 굴복
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의 반항적 기질 때문에 그는 프랑코 정권에 동조할
수도, 엔리께나 안또니오처럼 반대 이념에 투신할 수도 없었다. 알바로는
정치적 선명성을 갖지 못하는 불가지론자이자 회색분자로 그려진다.
안또니오, 엔리께 , 그리고 리까르도도 그 학생들 중에 있었고 그들은 종종 교
수님의 수업이나 생각에 관련된 토론을 격발하기도 했다 . 알바로는 이해하지
못한 채 논쟁을 들었는데, 정치는 멍청이들이나 하는 것들이라고 믿고 있었고
바리오 치노의 발견에 완전히 빠져 있던 터였다.
Antonio , Enrique y Ricardo figuraban también entre lo s alumnos y a
menudo estallaban discusiones respecto a los curso s e ideas del
profesor. Álvaro las escuchaba sin enterarse, persuadido de que la
política

era

cosa

de

imbéciles,

enteramente

absorto

en

su

descubrimiento del barrio chino. (SI 81)
돌로레스는 그[엔리께]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는데, 가끔씩 너희들이 논쟁을 할
때면 너의 불가지론에 반대하여 그의 편을 들었다.
Dolores le [a Enrique] escuchaba también co n atención y, a veces, si
discutíais, tomaba partido por él contra tu agnosticismo.26) (SI 356)
26) 알바로의 성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인 “불가지론 (agnosticismo)”은
스페인 한림원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신성한 것과 경험
을 초월하는 것에 대한 모든 앎에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철학적 태도 ”이다
(“Agnosticismo”). 따라서 이 문장은 엔리께가 따르고 실천하는 좌파 이념은 ‘신
성한 것’이나 ‘경험을 초월하는 것’ 등 절대성을 띠며 엔리께는 절대적 권위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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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술적 조력자와 자기 파괴
알바로는 나중에 정치적으로 각성을 하고 스페인의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도 가졌으며 망명 이후 활동도 해 보려고 했지만 , 그의 문제의식은 이
념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알바로는 엔리께나 안또니오와는 달리 이념의 종류와 상관없이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시의 정치 운동에 전
념하지 못했다. 그렇기에 정치 참여를 하는 동료들에 대한 부채감(SI 210)
과 혼자 편하게 산다는 죄책감(SI 317)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처럼 이
념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과 거기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고립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서 도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해결책을 찾았는데, 바로 ‘마술적 조력자’이다.
마술적 조력자는 권위주의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도마조히즘의 열정은
없지만 ,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의존 형태이다. 소위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
게서 찾아볼 수 있는 태도로, 사도마조히즘처럼 그 근본 원인은 공서 관계
를 통한 무력감에서의 도피이다. ‘사회적 정상성’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
는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과
함께 자아를 포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잘 적응하여 정상적인 존
재로 인정받게 된다. 신경증적인 인간은 완전한 굴복에 저항하는 싸움을
포기할 수 없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모습이나 형태이든 간에 마술적 조력
자에게 구속된 인간을 가리킨다”. 이러한 노력은 자유의 추구와 마조히즘
적 의존성을 절충한 것으로,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노력은 본질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147-151). 왜냐하면 자아실현에 대
한 욕구는 생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무력감과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아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 욕구를 없애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세르히오의 어머니 아나(Ana)에서 이러한 성향을 찾을 수 있다. 그녀는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아들의 뜻을 존중해 주는 모습 때문에 처음에는 자
종하고 있다는 해석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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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고 독립적인 인물처럼 보였다 . 아나는 아들에게 욕망에 충실하게 살라
고 권하면서 매춘을 장려하고, 성경험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요구한다. 그
러나 그 모습은 계급적·성적 억압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마술적 조력자로
설정된 아들 세르히오에게 의존하는 것일 뿐이었다. 세르히오가 엘레나와
연애를 시작하자 자신의 세계가 무너졌다는 듯이 울고불고 아들에게 집착
하기 시작하는 모습에서 그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곧 살펴볼 알
바로와 돌로레스의 관계를 암시한다.
한편, 남부 출신 머슴 헤로니모(Jerónimo)에 대한 알바로의 애정과 사
랑에서도 마술적 조력자를 살펴볼 수 있다. 그를 만나고 친해진 사건은 알
바로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인간적 이해로 인해 깨지는 계기가 되었다(SI
44). 둘은 인간적 애정을 형성해 가지만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
애정은 알바로의 환상에 기반한 것으로서, 나중에 돌로레스에 대해 가지게
된 감정과 같은 것이었다고 화자는 회고한다(SI 47-48). 이 같은 감정은
개인적 상상과 비역사적 신화적 시간으로 도피함으로써 자아의 무력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당시 알바로가 도피하고 싶어했던 공간은 종교
적인 학교였다. “학교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슬픈지—금욕적인 교실과 클
로로포름 처리된 복도; 회개와 죄악, 기도와 책상, 공부와 기도의 우주는
얼마나 차갑고 무익한지: 항상 똑같은 흐릿한 계절들—너의 가슴 속에 앙
심이 방울방울 쌓여 갔다—대학 입학의 해방이 올 때까지”(SI 48).
돌로레스는 알바로의 “구원자”(SI 326)로 묘사되는 마술적 조력자이다.
알바로는 망명 중 옛 정체성을 버리고 그녀에게 자아를 종속시킴으로써
새로 태어나고 싶어했다. “난 너와 함께 태어났어. 난 너로부터 시작해. .
. . 2년의 평화와 망각. 난 겨우 2년 전에 태어났어. . . . 나의 과거는 너
야. 내 정체성의 표지들은 거짓이야. . . . 나에게 스페인은 끝났어”(SI
336-37). 1963년 바르셀로나에서 알바로와 돌로레스가 세계 지도와 외국
에서 찍은 사진을 함께 보는 가운데 화자는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서술한
다. 음악 교습을 겸하는 파리의 하숙집에 사는 알바로는 동일한 처지에 있
는 돌로레스와 말 한 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동질감을 가지게 되었고, 곧
그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운명적 사랑을 느꼈다.27) 하숙비를 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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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에 처한 그녀를 위해 알바로는 그녀 몰래 두 달 치 하숙비를 대
신 지불했다 . 돌로레스는 알바로의 의도를 오해하여 그에게 보답하고자 옷
을 벗고 몸을 내 주려고 하지만 , 알바로는 착취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동일
한 위치에서 관계를 시작하고자 하였다.
I-독자는 둘의 관계에서 사디즘이나 마조히즘적 측면보다는 “무언의 연
대감” 을 통한 결합(SI 321), “단순한, 만질 수 있는 너의 영혼의 투사”로
서의 돌로레스(SI 326), “악마나 천사 등 누군가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조화로운 결합(SI 327) 등 동일시와 자기 투사를 통한 나르시시즘적 관계
를 묘사한다. 돌로레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만들어 냈다”(SI
335)는 고백과도 같이, 알바로가 사랑한 돌로레스는 도피를 위해 알바로가
꾸며 낸 허구적 존재에 불과하다. 한편, 이 관계는 망명 중에 하숙집이라
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중적 도피라는 점에서 비역사성과 자폐성
이 부각된다 . 돌로레스와의 관계 속에서 “너와의 과거를 명령처럼 무효화”
하였고 “둘은 지워져서” 둘만의 세계로 빠져든 것으로 묘사된다(SI 326).
이 관계를 통해 알바로는 “너의 교육자들이 네게 강제한 규율과 법규는
이미 퇴치되고 너의 존재 양식은 수용된” 상태에 도달하였으며, 정체성 또
한 멀리 벗어 버렸다(SI 327). 그는 돌로레스를 통해 멘디올라 가문과 관
련된 모든 것을 거부했다. “ 너는 네가 임시로 받은 모든 것과 네가 구하지
도 않았는데 그들이 네게 준 모든 것과 단절하고 싶었다 / 신 종교 도덕
법 재산”(SI 349).
나르시시즘적 동일시에서 시작된 알바로와 돌로레스의 관계는, 두 자아
의 욕망의 불일치 때문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 따라서 알바로는 돌
로레스를 통해 구원받지 못했다. 돌로레스는 알바로의 요구에 따라 제네바
에서 낙태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졌으며, 돌로레스가 본인의 대학
친구인 엔리께에게 연정을 품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알바로는 돌로레스에
게 투사해서 만든 비역사적 세계에서 결국 추방된다. “네게 낯선 세상과
세상에게 낯선 너. 깨진 둘의 관계. 돌이킬 수 없이 혼자”(SI 357)가 된
27) 하숙집은 바깥세상과 유리된 “개별적이고 독립된 체제 ” 로서 비역사적·신화적
공간으로 묘사된다( SI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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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는 이후 각자가 서로의 삶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고 놀란다
(SI 359).
이 같은 추방과 균열은 글쓰기에서도 시각적으로 나타난다. 이전까지
화자는 시공간적 통일성을 기준으로 단락 구분을 했고, 문장부호도 비교적
잘 지켰으나 제네바에서의 일을 서술할 때는 1963년 바르셀로나 근교 별
장에서의 소음, 1959년의 제네바에서 나누었던 돌로레스와의 대화, 혼자
만의 관찰과 상념, 30여 년 전 스위스 요양원 창문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이모할아버지 네스또르와의 동일시, 네스또르가 남긴 기록, 영화 대사 등
이 혼란하게 섞여서 문장부호 없이 파편화되어 제시된다. 이는 질서 정연
한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카오스 상태로 들어간 트라우마적 경험을 시
각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28)
그러나 I-독자가 압축적으로 재구성한 대화를 통해 유추하건대 알바로
는 그 사건 이후로도 돌로레스에게서 구원을 찾고자 하는 의존적 태도를
벗어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넌 여기서 무엇을 찾니? / 모르겠어. /
나를 사랑하니? / 난 널 사랑하기 위해, 너 대신 고통 받기 위해 태어났
어”(SI 339). 마술적 조력자가 더 이상 자신의 구원이 될 수 없지만 알바
로는 돌로레스에게 매달리기를 멈추지 않는다. 따라서 신경증적 증상이 강
화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한다. 알바로는
죽음 충동을 강하게 느끼고, 실제로 유원지의 높은 미끄럼대(tobogán)에
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는다. “마치 아무것도(넌 지금 네게 말한다), 정말
아무것도 너의 죽음에 대한 농밀한 욕구를 . . . 잠재울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길은 거기로(미끄럼대로, 졸도로) 이끈다 ”(SI 366).
자기 파괴 또한 도피의 메커니즘에 해당한다. 에리히 프롬은 “ 도피에
대한 그 밖의 메커니즘에는 ,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물러나 그 위협을 소
멸시키는 방법—어떤 정신병적인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징후로, 자기를 심

28) 소몰이 ·투우 축제 및 내전을 회상할 때와 치안군에게 필름을 빼앗기며 취조
당하던 당시를 떠올리던 장면에서도 다른 두 시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 무질서하
게 섞여서 제시된 바 있는데, 둘 다 알바로에게 트라우마적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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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으로 확대하여 외부 세계를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방법—이 있다”(156)
고 언급하였다.29) 치매로 인해 세상에서 단절되어 본인의 내부에 자아가
침잠한 외할머니의 자폐적 상태와 마찬가지로 , 돌로레스에게서마저 구원받
지 못하게 된 알바로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자아를 물리적
으로 파괴하고자 한 것은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어 버리는 도피의 마
지막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마저 실패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알바로로 하여금 바르셀로
나로 돌아와서 더 이상 도피하지 않고 본인의 자아를 강하게 키우기로 결
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즉, 타자로부터 유래한 본인의 거짓 자아를
정체성에서 탈각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병원에서 정신을 회복한 때를
떠올리며 화자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네가 일시적으로 받았던 모든 것을 조금씩 탈각한다 . 너의 어린 시절부터 너
의 가족들이 너를 회유하기 위해 사용한 특권과 편의들을. . . .
팽창한 익명의 도시의 익명의 병원에서 . . . 너는 삶으로 돌아왔다, 과거도
미래도 면한 채로 , 너 자신으로부터 낯설고 멀어진 채로 , 변형 가능한 채로 ,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채로, 조국이 없는 채로, 집이 없는 채로, 친구들이 없는
채로 , 불확실한 순수한 현재 , 서른둘에 태어난 , 정체성의 표지 없는 , 꾸밈없는
알바로 멘디올라
desprendiéndote poco a poco de cuanto prest ado recibieras; de los
privilegios y facilidades con que, desde tu niñez, los tuyos intent aran
ganarte. . . .
En aquel hospit al anónimo de la anó nima y dilatada ciudad . . .
habías vuelto a la vida horro de pasado como de futuro, extraño y
ajeno a ti mismo , dúctil, maleable, sin patria, sin hogar, sin amigos,
puro presente incierto, nacido a tus treinta y dos año s, Álvaro
Mendiola a secas, sin señas de identidad. (SI 367)

29) 그러나 에리히 프롬은 “이 도피의 메커니즘은 개인적 심리에는 중요하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 는 이유로 설명을 생략하였다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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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술 시점인 1963년까지 알바로
는 돌로레스로 도피하는 모습과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보인다. 화자는 예
스떼의 사디즘에 대한 서술을 끝낸 뒤 술을 더 마시고 “날의 흐름, 현실,
기억, 몽상을 잊고 싶어서” 돌로레스의 육체에 탐닉하는데, 패배적이고 체
념적인 인식에 도달하여 어쩔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인 본인의 자아와 세
상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이다. “성기로 내려가기, 거기에 머무르
기, 도피처를 찾기, 그 패인 곳에서 사라지기 , 너의 어머니와 태아의 선사
로 복귀하기. / 넌 너에게 말했다, 네가 결코 나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SI 158). 알바로가 이끌리는 해결책은 다시 자궁으로 회귀함으로써
자신의 자아를 없애는 도피이지만, 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알바로가 탈각하고자 하는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작품에서 타자적 자아는 ‘목소리들(las Voces)’이라고 불리는 목소리로 형
상화되어 나타난다. ‘목소리들’의 존재는 작품 내에서 타자적 자아이자 화
자로서 기능하며, I-독자에게 부르주아·가톨릭 ·프랑코주의적 해석을 강요한
다. 알바로가 오랜 망명 생활을 통해서도 벗어날 수 없이 내면에 밀착되어
있는 스페인적 정체성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직접적인 탈각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체성 탈각의 방법을 논하기 전에 우선 ‘목소리들’
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3. ‘목소리들’: 타자적 자아/화자
여러

초점의

목소리가

나오는

정체성의

표지는

‘목소리들(las

Voces)’로 시작한다. 부르주아 가문의 보수파를 대표하는 목소리로서, 알
바로의 행동이나 스페인에서 벌어진 일들을 본인들의 잣대로 해석하고 평
가한다 . 이 작품에서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분량은 적지만, 지금까지 분석
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I-독자과 관련된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된 반
면, ‘목소리들’은 화자와 독립된 다른 목소리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화자가 I-텍스트의 독창적인 해석자라면, ‘목소리들’은 I-텍스트의 보수적
해석자로서, 두 목소리는 정체성 텍스트 해석에 대한 경쟁 관계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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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목소리들’은 나중에 돈 훌리안에서는 알바로 뻬
란술레스(Álvaro Peranzules), 조국 없는 후안에서는 보스크 (Vosk)라는
인물/ 목소리로 연결되는데, 이들은 이 작품에서 서술과 서사의 많은 분량
을 차지하며 결국 파괴되기 때문에 정체성 탈각이라는 삼부작의 전체 주
제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한다. 작품이 시작하자마자 긴 독백으로 등
장하는 ‘목소리들’은 알바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처음 등장하는 화자
는 이에 ‘목소리들’을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 서술한다.
그들에게 맞추어 만들어진 종교 , 도덕 , 법으로 , 네 허락도 없이 , 너를 공격한
가을 같고 노쇠한 세상의 저명하고 전통적 사고를 가진 구성원이자 모두가 난
공불락의 계급적 특권이라는 성에 틀어박혀 있는 동포, 어릴 적 부연 친구, 무
해한 학우 , 차갑고 성난 시선의 친척 , 유덕하고 슬픈 가족들로서 , 태어날 때 ,
운명의 조소하는 칙령이 네게 선사한 만족해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카페와
서클에서, 회합과 야간 모임에서 , 다큐멘터리 사건이 알려졌을 때 , 너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네가 도망치려고 시도했던 난잡하고 텅 빈 질서 . . .
Así hablaban de ti, al divulgarse el incidente del documental, en
cafés y tert ulias, reuniones y veladas, los hombres y mujeres
satisfechos que un decreto irrisorio del destino te había otorgado, al
nacer,

como

compañeros
familiares

paisanos,
de

estudio,

virtuo sos

y

borrosos
parientas
tristes,

inexpugnables privilegios de

amigos
de

de

infancia,

mirada

frígida

encastillados

todo s

clase, miembros

conspicuos

inocuos
y

torva,

en

sus

y bien

pensantes de un mundo otoñal y caduco que te habían dado, sin
solicitar tu permiso, co n religión, moral y leyes hechas a su medida:
orden promiscuo y huero del que habías intent ado escapar . . . (11)

즉, ‘목소리들’은 알바로가 태어나서 스페인에 사는 동안의 삶의 궤적에
서 만났던 부르주아 계급에 속한 다양한 인간의 목소리가 섞여서 나타나
는 것이다 . 그리고 근본적으로 타인의 목소리이다. 그러나 어딜 가나 알바
로의 실패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아 편재하며 벗어나기 어렵다. 이들은
본인들만의 편리한 질서 위에 구축된 세계 속에 갇혀 사는 나르시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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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된다 . 화자가 알바로의 행동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내용이 이 질
서에서 도망치려고 시도했다는 것일 정도로, 알바로가 이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즉 태어날 때 운명이 부여한 정체성을 탈각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목소리들’을 “합창으로 하나 된 너의 계급에 고유
한 악과 좌절감”이라고 하며 “배신하듯 네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그들의
무성의 칸틸레나를 계속 부른다”(SI 12)고 묘사한다. 이 작품이 끝날 때까
지 “너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목소리들’의 합창”(SI 421)으로 묘사된다. 따
라서 ‘목소리들’은 알바로가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 가문에서
습득한 세계관으로서 알바로가 떨쳐내고 싶어하지만 내면의 한 구석을 차
지하고 있는 ‘내면의 검열관’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가진다. 알바로의
자아와는 초지일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타자의 자아라고 할 수 있다. 알
바로는 그가 태어난 ‘사회적 기준’을 대표하는 ‘목소리들’과 본인의 자아가
합일하지 못하고 대치하는 문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30) 이 불일치
를 해결하기 위해 알바로는 바르셀로나로 돌아왔기 때문에 알바로는 자신
의 자아를 강하게 만들고 자유를 추구하면서 ‘목소리들’에 저항할 것이다.
‘목소리들 ’은 항상 큰따옴표를 통해 구분되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따라
서 지배적인 화자와는 구별되며 I-독자의 자아와 같은 층위에서 2차 텍스
트, 즉 정체성의 표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죽었지만 계속
되살아난다”(SI 33)는 설명을 통해 ‘목소리들 ’은 I-독자의 자아와는 분리된
존재이지만 I-독자의 정체성에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유령처럼 불
쑥불쑥 나타나서 I-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간주할 수 있다.
‘목소리들 ’은 I-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I-독자의 자아와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I-독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I30) 에리히 프롬은 도피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장의 서두에서 사회의 기준과 개
인의 기준을 대립시켰다 . 사회의 기준이 건강하지 못한데 개인이 건강한 기준을
추구하려고 하면, 건강한 인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인간으
로 평가받지 못하며 , 두 기준의 불일치로 신경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목소리들 ’은 신경증의 징후 중 하나인 ‘ 환청’ 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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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자아/화자와 대칭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 ‘A-자아’, ‘A-화자 ’, ‘V-자아’, ‘V-화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A-화자와 마찬가지로 V-화자 또한 I-독자를 ‘너(tú)’로 지칭하는데, 이
점에서도 A-화자와의 대칭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목소리들’이 말하
는 부분에는 문장 부호가 없고 단락 구분도 되지 않은 채 한 호흡으로 서
술된다 . 게다가 문장 자체도 상당히 긴 복문이 관계사로 거듭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1) A-화자와는 스타일이 다르다는 점에서 V-화자의 독립성이
확인되며, 2) 현실 독자가 V-화자의 서술을 읽을 때 마침표나 쉼표 등 문
장 부호의 부재 때문에 심리적으로 쉴 타이밍을 찾기 어렵다고 끊이지 않
고 자동으로 재생된다는 점에서, I-독자를 괴롭히는 ‘목소리들’의 공격성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그런데 A-화자는 V-화자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반면 V-화자는 A-화자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는 비대칭성이 관찰된다. 따
라서 A-화자가 V-화자보다 조금 더 높은 층위에 있는 것으로, 즉 현실
독자와 비교적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소리들 ’은 정체성의 표지에서 제1장에 3회, 제5장에 1 회, 제7장에
1회, 제 8장에 1회, 총 6회 등장한다 . 독립된 단락을 차지하기도 하고(제1
장a, 제5장, 제 7장), A-화자의 목소리와 같은 단락에 병치되어 등장하기도
한다(제1장 b, 제1장c). 특기할 만한 점은 , 작품의 마지막 부분(제8장)에 가
서는 이전처럼 큰따옴표를 통해 형식적으로 구별되지 않고 앞뒤 내용과
섞여서 등장하기 때문에 얼핏 봐서는 V-화자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
이다. 그리고 단락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도 특별하다 . 이를 본 논문의 틀
속에서 생각해 보면 A-화자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V-화자가
결국 A-화자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2차 텍스트를 생산하는 힘을 잃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I-독자의 정체성을 각각 구성하는 V-자아와 A-자아는
I-텍스트를 각자의 방식으로 전유하고자 하고 그동안은 그것을 현실 독자
에게 전달함으로써 각자 화자의 역할까지 수행해 왔지만, 이제 V-자아의
I-텍스트 해석이 작품을 통해 현실 독자에게 드러나는 것은 A-화자를 통
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A-화자는 V-화자에 대한 통제권을 갖
는다. 프롬의 말처럼 독자의 자아가 강해진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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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합되어 있던 타인, 즉 거짓 자아 혹은 정체성의 외부적 구성 요소가
점차 탈각되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진정한 자아와 거짓 자아의 역학 관계
는 제4장에서 살펴볼 조국 없는 후안 에서 화자가 보스크와 관계 맺는
방식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제 ‘목소리들’의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카톨리시즘의 계서제와 전체
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목소리들’은 본인들의 뿌리를 반종교개혁
에서 찾으며(SI 10), 프랑코주의가 표방하는 반민주주의, 카톨리시즘의 혼
종이며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수한다(SI 288). 한편, 카톨리시즘의 세
계관에 따라 본인들을 “공포스러운 빨갱이 시절”에 대한 질서 수호의 성
전에서 희생한 순교자로 여긴다(SI 283). 가톨릭적 정체성을 통해 나치즘
과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한편, ‘타락’한 외국 문화의 유입에 비판적인 보
수성을 띤다.
. . . 가톨릭 교회에 의해 세속적으로 수호된 영적이고 속세적인 가치에 대한
멸시와 깊은 오만이라는 메달의 반대쪽을 깨닫지 못하고 히틀러의 승리가 그
국가들에 평화 진보와 번영의 시대를 열리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 . .
. . . convencidos de que la victoria de Hitler abría una época de paz
progreso y prosperidad para las naciones sin darno s cuenta del
reverso de la medalla de su profundo orgullo y menosprecio po r los
valores espirituales y terrenos secularmente defendidos por la Iglesia
Católica . . . ( SI 32)
. . . 해변에서 확실히 허가된 비키니와 도색적 프랑스 영화와 반쯤 음성적인
스트립쇼 공연들까지 나쁜 책들과 네오리얼리즘 영화들 때문에 길을 잃은 우
리 자식들 중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공격했을 수도 있었을 것임을 하지만 하느
님께서 원치 않으셨지 알면서 우리 모두는 예상 밖의 악의 깊이 앞에서 공포
에 떨었다 . . . 책동의 진정한 도달 범위는 . . . 외국에서부터 스페인의 질서
에 반해 음모를 꾸미는 평판이 좋지 않은 정당들 속된 범죄자 패거리 . . . 우
리는 공포에 사로잡혀 바이러스의 범위와 적의 변태적 술책에 대해 숙고했다
. . . 우리는 감시와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위생을 강화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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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 .
. . . bikini definitivamente auto rizado en las playas y películas
francesas verdosas y hasta sesio nes semiclandestinas de estriptís y
todos temblábamo s de horror ante la profundidad inso spechada del
mal sabiendo que pero Dios no lo había querido hubiera podido
atacar igualmente a cualquiera de nuest ros hijos extraviados por las
malas lecturas y las películas neorrealistas . . . el verdadero alcance
de la maniobra . . . los desacreditados partidos políticos gavilla de
delincuentes comunes que desde el extranjero maquinan co ntra el
orden español . . . meditábamos sobreco gidos en la extensió n del
virus y en las perversas estratagemas del enemigo . . . nos es
menester reforzar la vigilancia la necesaria higiene profiláctica del
virus . . . ( SI 285-288)

그리고 자신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긴다. 즉, 그들은 국가의 대리
인이고 엘리트이자 질서의 수호자임을 자임한다(SI 373). 그리고 내전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애국심으로 합리화하면서, 내전 이후 국가 발전에 힘
썼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SI 32). 또한, 프랑코 2기에 실
시된 산업화와 그로 인한 경제 성장은 지난날의 전체주의적 질서에 기반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SI 370),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한한다.
만약 우리 동족상잔의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무엇보다 국가의 경제적 미래를
생각했다 . . . 는 것을 염두에 두면 용서할 수 있는 실수 . . . 없었던 것처럼
잊기 영혼의 평화와 소망하던 단단한 악수의 건강한 전조 . . .
. . . error excusable si se tiene presente q ue terminada nuestra
guerra fratricida pensábamos ante todo en el futuro eco nómico del
país . . . el borrón y cuenta nueva salutífero preludio de la paz en
los espíritus y del anhelado y firme apretón de manos . . . (SI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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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목소리들’은 알바로 멘디올라를 추방하고 싶어한다. 그가 ‘목소
리들’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 바르셀로나로 돌아온 것에 대해 경기를 일
으키는데, 본인들의 견고함을 과시하며 알바로를 쫓아내고 망각을 종용한
다. “너는 밖에 있으면서 우리와의 연을 확실하게 끊는 것이 더 낫다 . . .
넌 왜 무턱대고 재앙을 찾느냐 우리를 잊어라 그러면 우리도 너를 잊을
것이다”(SI 12-13). 외국에 있던 알바로가 바르셀로나에 돌아와서 스페인
적 정체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자마자 ‘목소리들 ’이 나타나서 알바로를 위협
하는 것이다. 알바로의 정체성은 그동안 A-자아와 V-자아로 나뉘어 있었
을 것이고 알바로의 망명 중에는 V-자아는 사라지지 않고 잠들어 있었기
에 따라서 알바로는 온전한 자아로서 살아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 알바
로의 정체성은 V-자아라는 유령을 떠안고 있었던 것이다. 정체성 탈각 작
업은 결국 V-자아에 대한 유령 퇴치(exorcizar)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체성의 표지 결말 부분에서 A-화자에게 종속된 V-화자가 마지막
으로 하는 말 또한 떠나라는 협박이지만, 이번에는 주변 관광객들의 소음
이나 다개 국어로 된 출구 표지판 등과 섞여 나오기 때문에 특별함도 잃
고 위협적이지도 않게 되었다. 특히 출구 표지판은 밀폐된 내면에 갇혀 있
던 V-자아를 쫓아낼 수 있는 단초로 이해할 수 있다. A-자아가 V-자아에
대한 통제권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맥베스 1장에서 예언하는 마녀들처럼 너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 목소리들’ 의 합
창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아라 네겐 아직 시간이 있다
우리의 견고함은 흔들리지 않는다 네 어떤 노력도 그것을 파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돌이고 우리는 돌로 남을 것이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라 밖으로 떠나라
다른 지평들을 보아라 우리 모두에게 등을 돌려라
우리를 잊어라 그러면 우리도 너를 잊을 것이다
너의 열정은 실수였다
고쳐라
출구
SOR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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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AUSGANG
escuchando el coro de las Voces que se ensañan contigo como las
premo nito rias hechiceras del primer acto de Macbeth
reflexiona todavía estás a tiempo
nuestra

firmeza

es

inconmovible

ningún

esf uerzo

tuyo

logrará

socavarla
piedra somos y piedra permaneceremo s
no te empecines más márchate fuera
mira hacia otros horizontes danos a todos la espalda
olvídate de nosotro s y te olvidaremos
tu pasión fue un error
repáralo
SALIDA
SORTIE
EXIT
AUSGANG (SI 421)

V-자아는 자꾸 나타나서 V-화자로서의 지분을 요구하며 알바로의 정
체성의 일부를 계속 차지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협박도 일삼는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다. 끊임없이 나타나서 환청처럼 I-독자를 괴롭히는 것밖에
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A-화자는 ‘목소리들’과의 싸움에서 고지를 점령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V-화자를 입막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는 곧 I-텍스트의 해석과 전유를 하는 데 있어 A-자아
의 힘이 더 커졌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V-자아가 I-독자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은 감소한다. 결국 이 같은 역학관계로 인해 알바로는 더 이상 ‘목
소리들 ’에게 속절없이 당하지만 않아도 된다. 이제 V-자아를 탈각하기 위
한 본격적인 행동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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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돈 훌리안 과 조국 없는 후안 의 정체성의 표지들
삼부작에서 다루어지는 I-독자의 정체성 문제는 정체성의 표지 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 훌리안 과 조국 없는 후안 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뒤의 두 작품에서는 정체성 탈각을 위한 공격적 전유가 실현되기 때
문에 여기서 전유와 탈각의 대상이 되는 I-텍스트는 고이띠솔로가 생각하
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I-독자가 작품 세계 내에서 접
하는 I-텍스트는 뒤 두 작품에서는 비교적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는 그것들이 98세대의 스페인 순수성 담론, 단일 국가 정체성 담론, 카톨
리시즘과 제국주의 담론, 리얼리즘 담론 등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 파악
가능하며, 그곳에서도 사도마조히즘적 지배와 복종, 파괴성, 자동 순응성
등 도피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발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우선 98세대의 담론에 대해 살펴보자. 돈 훌리안의 전유된 I-텍스트
에서는 우나무노를 비롯한 98세대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다. 고이띠솔로는
스페인의 순수성을 강요하고 그 전범을 고전에서 찾은 98세대의 신화적이
고 반역사적 세계관을 비판한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프랑코 정권의 억압이기 때문에, 임호준(2011)의 우나무노의 사상이
어떻게 파시즘에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프랑코 시대를 직접 살았던 고이띠솔로가 접한 98세대의 담론은 파
시즘적이었거나 임호준의 분석대로 프랑코 정권에 의해 전유되어 파시즘
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이띠솔로는 두 담론을 모
두 탈각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작품에서 공격한다. 임호준 또는 조민현
(2008)의 논의처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스페인 파시즘과 우나무노
의 역사관, 우나무노와 오르떼가 이 가세트의 철학적 입장 등은 동일하지
않고 차별점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고이띠솔로의 삼부작에 나타나는 98
세대 및 프랑코 정권의 입장은 I-독자의 주관적 해석과 화자의 입을 거쳐
현실 독자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98세대와 프랑코
정권의 담론에 대한 정치한 학술적 입장보다는 그 둘을 같은 입장으로 간
주하는 I-독자 또는 고이띠솔로의 주관적 인식을 우선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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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띠솔로의 돈 훌리안은 변신을 모티프로 하여서 여러 등장인물이
동일시될 뿐만 아니라 상호텍스트성을 현저한 특징으로 삼는다. 이 두 요
소가 합쳐져서 한 인물 안에 역사적으로 다른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나오기도 한다. 가령 I-독자가 침략에 앞서 스페인을 둘러보는 장면에서는
오르떼가 이 가셋, 안또니오 마차도, 우나무노, 하신또 베나벤떼, 바로하,
마에스뚜 등 10개 이상의 개별 담론들이 섞여서 한 문단 속에 들어 있다
(DJ 237-239). 한편, 조국 없는 후안에 등장하는 보스크는 “뼈와 살을
가진 인물의 고질적인 개념”(JT 251)에서 탈피하고 보다 자유로운 방식으
로 고이띠솔로가 반대하고 탈각하고자 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기능적
인 그릇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 목소리가 한 공간에 섞여서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구별 짓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적 정체성으로서
탈각의 대상이라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I-독자에게 같은 대접을 받는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98세대의 담론과 프랑코 정권의 국민국가 정체성
담론을 철저하게 구별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31)
돈 훌리안에서는 순수한 스페인성이자 독재자 프랑코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알바로 뻬란술레스(Álvaro Peranzules) = 편재자(Ubicuo) = 허
세꾼(Figurón) = 세네카(Séneca) = 기독교 기사가 변신을 하면서 동일
인물로 나타난다. 알바로 뻬란술레스는 끈질기게 I-독자의 시선을 찾으면
서 말을 거는데, 알바로 멘디올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우며 그의 스페인성
을 재차 확인하고자 한다(DJ 162). 하지만, I-독자는 작품 후반부까지 이
인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고자 노력한다. 일단 본인의 이름과 같은 알바
31) 돈 훌리안 과  조국 없는 후안에 나타나는 대립적 인물 구도 설정은 고이
띠솔로의 이분법적 역사관에서 비롯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바니의 추측처럼 고이
띠솔로를 비롯한 내전의 아이들은 “ 역사를 정치 ·경제 힘들의 상호작용으로서 분
석 ”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프랑코 교육과 국민파 가족을 통해 이분법적이고
신화적인 역사관을 습득했을 것이다 . 실제로 1950년대 스페인 작가들이 사회적
리얼리즘 소설을 통해 제시한 대항 역사관은 알맹이만 바뀌었을 뿐 신화적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Labanyi 1989, 44). 이 같은 역사관은 선과 악의 이분법을
기초로 하는데, 고이띠솔로의 현실 인식 또한 독재- 반독재, 중앙-주변, 개발-비개
발 등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틀을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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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리고 본인의 어린 시절 자아와 세네카의
어린 시절 자아가 똑같이 알바리또라고 불린다는 점은— 순수한 스페인성의
화신이 I-독자의 알터 에고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정체성의
표지 에서는 알바로 멘디올라라는 실명을 가지고 등장하던 I-독자 본인은
돈 훌리안에서 이름을 숨기고 익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자신의 알터
에고와 끝까지 거리를 유지한다. 따라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변화무쌍한
위 인물들은 스페인 사회 속에서 형성되고 강요된 정체성의 구성 요소이
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목소리이며 자신의 존재를 유령처럼 따라다니
는 존재이다. 작품이 진행되는 동안 I-독자는 결국 그들을 떼어 놓는 데
성공하게 된다. 어찌 되었든, 스페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I-독자에게 스
페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계속하여 일깨우면서 본인의 위대함을 어필하
고 스페인성을 강요하는 것은 지배할 대상을 열렬히 필요로 하는 프랑코
정권의 사디즘적 성격을 보여 준다(DJ 182-186). 한편, 세네카에 대한 설
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스페인 토종은 기꺼이, 과장되게 이 진짜 나에게
종속되는데, 그에게서 힘, 에너지, 지배력, 엄함, 성격의 우월성 등을 본
다”(DJ 220)고 서술하는 장면에서도 프랑코 정권의 사도마조히즘적 성격
이 가감 없이 드러난다.
돈 훌리안에서는 기독교 단일 국가 정체성 담론에 대해서 매우 강하
게 비판한다. 이 담론은 1492년 레꽁끼스따가 끝나고 가톨릭 양왕에 의해
수립된 단일 국가로서의 스페인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 가톨
릭 양왕은 7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종교적 차이를 내세우며 아직 통합되
지 못한 기독교 왕국들이 공동의 적으로 설정한 아랍 왕국을 이베리아 반
도에서 쫓아낸 경험을 재생산하였다. 하나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자 “종교재판소의 창설, 전례 없이 심도 있게 진행된 교회개혁, 피정복 무
어인 다수의 (적어도 겉으로는) 기독교로의 개종, 스페인 내 유대교의 고
통스런 근절 등”을 수행하였다. 카를 5세 , 펠리페 3세도 무어인 추방 정책
을 실시하였고, 이 당시의 스페인 군주들은 “스페인에서 이단자들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태워 없애기 위해서 분투노력했다”(레이몬드 카 외 170).
이 역사는 근대 이데올로기가 아닌 중세 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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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제외하면 프랑코 정권의 파시즘적 권위주의와 흡사할 뿐만 아니라
더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더 잔인했다 . “종교재판소는 가난한 사람들과 무
지한 사람들이 가진 불만의 사회적 안전판 노릇”이라는 “사회적으로 ‘나름
의 역할’을 수행”했는데(레이몬드 카 외 170-171), 이 또한 프롬의 이론적
틀에서 살펴보면 개인의 무력감을 없애기 위해 보다 큰 권위에 복종하는
마조히즘적 성격, 그 권위의 힘을 이용해 타자를 지배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사디즘적 성격과 파괴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이다.
조국 없는 후안의 주요 테마 중 하나는 쿠바에서 노예 노동을 착취
하여 플랜테이션 농업과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멘디올라 가문의 비인
간성에 대한 비판이다. 이것은 I-독자에게 원죄로 작용하는데, 그가 이 글
의 “비밀스러운 원천”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에게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으
로 남아 있다(JT 253). 이들에 대한 착취는 제국주의의 공격적 가톨릭 선
교 활동과 맞물려 있다. 인종과 피부색에 의해 나누어진 계급은 지배와 복
종 구도를 만들고, 그 이분법적 구도를 따라 백인 지배층은 하느님, 성모
등과 동일시되며 흑인 피지배층은 죄인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 보스크 사제
는 속죄의 논리를 펴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흑인들을 복종을 강제한다.
정체성의 표지에서도 비슷한, 그러나 미화된 버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알바로가 어릴 때 들은 노예 노동의 현실은 상보적인 관계였다.
왜냐하면 노예제가 금지되고 노예들이 해방되었을 때 노예들은 기존 신분
을 유지하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 “증조할아버지는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 채찍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 그들을 보호
했기 때문에 / . . . / 흑인들도 / 그를 사랑했다”(SI 416). 그러나 그것은
알바로가 어렸을 때 들은 1차 텍스트의 내용일 뿐 , A-자아는 그것을 재해
석하고 전유하게 된다. “그러나 모두 거짓말이었다 / 그의 보호 / 그의
먹여줌 / 그들을 결속했다고 하는 사랑 / 이별의 고통 / . . . / 지금 너
는 안다”. 알바로는 조상들과 동일시하지 않고 “천민들 / 저주받은 자들
/ 흑인들” 편에 섬으로써 정체성의 변화를 꾀하였다(SI 416).
정체성의 표지가  조국 없는 후안과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긴

- 73 -

하지만 , 두 작품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후자에서는 주로 상당히 전유된 텍
스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백인 부르주아 농장주의 사디즘적 지배와 착취
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독교적 담론은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 하지만, 흑
인 노예들은 마조히즘적 태도를 갖는 것을 거부하고 의식 있는 피착취자
로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들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모습
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사디즘과 마조히즘의 근저에 있는 “개인이 자아의
전체성을 잃고 서로 완전히 의존할 수 있도록 타인과—또는 그의 외부에
있는 어떤 권력과—일체화하는” 조화로운 공서(symbiosis) 관계가 성립하
지 않는다 (에리히 프롬 135). 이처럼 기독교적 제국주의 담론에 기댄 일방
적인 ‘권위 ’는 조국 없는 후안에서 비윤리적 착취라는 민낯이 드러난다.
그리고 동시에 지배자의 담론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
하고 함으로써 조롱을 통한 재해석을 달성한다. 이 측면은 다음 장에서 보
다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한편, 보스크는 조국 없는 후안에서 ‘목소리들’에 대응되는 존재로 등
장하는 인물이다. 고이띠솔로의 전기에서 유추할 수 있듯 사회적 리얼리즘
이라는 정체성의 표지 또한 탈각의 대상이다. 제6 장에서 사회적 리얼리즘
을 찬양하고 옹호하는 보스크와 문인 및 비평가들은 언어적 혁신과 실험
주의, 그리고 화자의 작품을 비판한다. 이때 리얼리즘 사조에서 변절한 그
를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교정시켜서 포섭하려 한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닥터 보스크와 그의 조수는 화자의 언어의 혁신에 대한 태도를
정상성에서 벗어난 질병으로 진단하고 끈질기게 화자를 리얼리즘 사조로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 여기서 이념에 대한 맹종과 의학 용어의 결합은
“종교와 의학 용어를 결합”(레이몬드 카 외 329)한 프랑코 전체주의 체제
의 작동 방식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I-독자는 자신을 끊임없이 리얼리즘
적 글쓰기로 회유하려는 보스크에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반항한다. 이에 보스크는 성모에게 달려가서 I-독자에게 사형을 선
고해 달라고 부탁한다(JT 233-234). 이 예시에 등장하는 보스크에게서 사
디즘적 성격, 파괴성, 마조히즘적 성격을 모두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돈
훌리안 과 조국 없는 후안은 정체성의 표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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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 동일하게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자아를 포기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
의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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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체성의 탈각 : 경계의 안과 밖
지금까지 알바로 멘디올라의 어린 시절, 학창시절, 대학 시절, 망명 시
기에 접한 스페인의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양상을
살펴보았다. 항상 반항적인 기질이 있어서 구속당하지 않고 싶어하는 알바
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흔적들을 소환하고 검토하면서 사도마조
히즘적 성격의 권위주의, 그리고 마술적 조력자, 파괴성 등을 발견하였고,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자유로운 자아를 추구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 그렇
기에 스페인에서 획득한 “정체성의 표지 없는, 꾸밈없는 알바로 멘디올
라”(SI 367)가 되겠다고 한 것이다.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체성의 표지”라고 해 온 것들—그것도 심지어 거짓이다. “내 정체성의
표지들은 거짓이야”(SI 336)—을 더 이상 정체성이 아니게끔 만들어야 한
다. 도망과 망각이 해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의 기억의 어두운 구석”(SI 33)에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알바로를 괴롭
힐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리쾨르의 이론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격화된 자아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체성을 해석하는 전유 과정을 통해 알바로의 자아가
변화함으로써, 즉 정체성을 탈각함으로써 알바로라는 인물도 보다 자유로
운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살펴보자 . 전유의 핵심 개념은 텍스
트의 의미를 받아들임에 있어 작가가 의도한 바대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
고 독자의 주관성을 통해 이미 가지고 있던 세계관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
다. 독자는 자기 자신의 맥락과 세상에 기반을 둔 채 텍스트라는 외부 요
소를 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한다는 의미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본
인의 자아상을 본인이라는 존재가 타고난 결에 덜 거스르는 방향으로 재
정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위축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더 당당해지고 거리껴지는 것이 덜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행동
과 생각에 있어 숨기거나 억지로 하는 느낌이 없어지는 것, 즉 외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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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오는 목소리가 규정하는 대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신, 본인 내면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이고 독창적인 자기 이해를 실천하고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I-텍스트를 생산한 작가의 의도, 즉 지배자의 담론에 종속되어
서는 안 되며, 망명자로서 이미 물리적으로 작가와 거리를 두고 있는 I-독
자는 비전유한 자신의 자아를 통해 담론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야 한다. 그렇기에 담론의 권위를 꺾기 위해 권위에 직접 대항하여 싸우거
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별것 아닌 것처럼 담론을 조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돈 훌리안과 조국 없는 후안에서 화자는 스페인에서 획득한 정체성
을 탈각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탈
각의 대상이 되는 정체성의 종류와 탈각하기 위해 전유하는 방법에 있어
서는 차이를 보인다.
탈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I-독자가 스페인에서 획득한 정체성을 크게
국가, 가문, 종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돈 훌리안에서 서술자는 스
페인과의 관계는 끊었지만, 아직 스페인의 역사나 문화와는 관계를 끊지
못했다 . 이 새 소설[조국 없는 후안]에서는 문화적 가지치기 과정이 계
속된다 ”(Ortega 11). 국가 정체성은 프랑코 정권이 팔랑헤와 98세대 담론
을 통해 계승한 15세기 말 단일 국가 스페인 정체성으로서, 바로 앞 인용
에서 고이띠솔로가 말한 “스페인” 에 해당하며, 제국주의 식민지의 흑인 노
예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 가문 정체성을 “스페인의 역사”에,
그리고 세상을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바라보며 구원을 강요하는 카
톨리시즘 정체성을 “스페인 문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돈 훌
리안 에서는 스페인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조국 없는
후안 에서는 부르주아 가문의 기반인 흑인 노예 착취의 역사와 카톨리시
즘 담론이 동시에 해체된다.
다음으로 탈각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돈 훌리안에서는 담론이 정체
성을 규정하기 위해 대립항으로 설정한 ‘악’을—독을 주입하는 것처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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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넣은 뒤—도리어 정체성 바깥이 아니라 정체성 속에서 꺼내 보이는 방
식이라면, 조국 없는 후안에서는 담론의 논리를 끌고 와서 과장하며 조
롱하는 방식이다. 전자가 ‘악’과의 제휴를 통해 담론을 쑥대밭으로 만든다
면, 후자는 언어에 대한 주도권을 이용해 담론을 비틀어서 폐기해 버린다 .
전자가 경계 밖에서 경계를 허물어 ‘적’을 들이는 것이라면, 후자는 경계
안에서 내적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다.
조국은 모든 악의 어머니이다 : 그리고 거기서 치유되기 위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것은 그것을 파는 것, 배신하는 것이다 : . . . : 배신의 단순한, 그
리고 충분한, 쾌락을 위하여 : 우리를 식별하는 것,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해방
되는 것의 : 우리를 , 원치 않게 ,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우리에게 복면을
제조하는 어떤 것의 대변인으로 바꾸어 버리는 : . . . : 모든 것을 경매에 붙
이기 : 역사, 신념 , 언어 : 어린 시절, 풍경, 가족 : 정체성을 거절하기, 아무것
도 없이 시작하기 : 시시포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재로부터 다시 태어
나는 피닉스
la patria es la madre de todo s los vicios : y lo más expeditivo y
eficaz para curarse de ella co nsiste en venderla, en traicionarla : . .
. : por el simple, y suficiente, placer de la traición : de liberarse de
aquello que nos identifica, que nos define : que nos convierte, sin
quererlo, en portavoces de algo que nos da una etiquet a y no s
fabrica una máscara : . . . : hacer almo neda de todo : historia,
creencias, lenguaje : infancia, paisajes, familia : rehusar la identidad,
comenzar a cero : Sísifo y junt amente, Fénix que renace de sus
propias cenizas (DJ 234)

위 인용을 보면, 스페인의 역사, 신념, 언어, 어린 시절, 풍경(98세대
담론), 가족 등으로 구성된 조국의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
작하고 싶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거짓 자아를 강제하기 때문이
다. 정체성을 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유 방법은 조국을 배신해서 팔아
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팔아넘기는 조국을 받아서 처리할 대상이 필요한
데, 고이띠솔로는 복수를 실현하기 위해 그 대상을 스페인의 무의식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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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존재하고 있던 아랍인으로 설정한다.
신도단과 신자 단체는 기묘한 변형을 경험한다 :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래
: 하지만 고통 없이, 얼굴 찡그림 없이 : . . . : 전봇대의 기사는 고깔모자를
벗었고 이제 배신자의 생글거리는 얼굴 위의 눈처럼 하얀 터번을 드러내 보인
다 : 너다, 훌리안, 너의 세속적인 반역죄로 인해 고귀하게 되고 후광으로 장
식된!
cofradías y hermandades experiment an una insólita t ransformación :
Doctor Jekyll y Mr. Hyde, sí : pero sin sufrimiento, sin visajes : . . .
: el caballero del poste de telégrafos se ha liberado del capirote y
luce ahora un níveo turbante sobre su risueña faz de traidor : eres
tú, Julián, ennoblecido y aureolado por tu secular felonía! ( DJ 279)

적에게 조국을 팔아넘긴다는 의미는 위의 장면과 같이 형상화된다. 레
꽁끼스따 이후 ‘스페인’과 ‘아랍’을 가로막고 있던 경계를 없애 버리고 ‘아
랍’을 ‘스페인’으로 들임으로써 ‘아랍’이 ‘스페인’에서 활개칠 수 있도록 물
꼬를 터 주는 것이다. 트로이의 목마처럼, 스페인적인 줄 알았던 것의 껍
데기를 벗겨 보니 그 안에서 아랍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트로이의 목마
와 다른 점은 스페인의 적으로 설정된 아랍은 외부에서 비롯된 독립된 존
재가 아닌, 스페인 내부에서 만들어진 스페인적 존재이다. 지리적·문화적
개념이 아니며, 스페인의 단일 국가 정체성 담론에 의해 만들어진 신화적
개념이다. 특히 ‘아랍’은 8세기부터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진 스페인이 투
사하기 시작한 부정적 속성들의 총합으로서, 20세기 현실의 아랍 세계와
는 큰 접점을 가지지 않는다. 고이띠솔로는 실제 아랍인에게 이 작품을 읽
히면 자기들 얘기인 줄 모를 것이라고 할 만큼, 이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아랍 세계는 현실의 아랍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Goytisolo
2005, 261). 지킬 박사에게 있어 하이드처럼, ‘스페인의 정체성’을 보이지
않게 항상 구성해 왔기 때문에 ‘아랍’은 스페인 정체성의 구성 요소이다—
즉, ‘아랍’이 없어지면 ‘스페인의 정체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표
면적인 정체성에 포함되지 못하고 경계 밖에 추방된 채 존재해 왔다 .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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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쪽처럼, 정체성의 구성 요소이지만 경계 바깥에 추방되어 보이지 않
는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다. 전유는 ‘장갑을 뒤집음으로써’ 이루어질 것이
다.
너에게 존재를 준 가문을 향한 너의 증오를 그대로 소생시키는 . . . 문장들 :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너의 오래되고 과감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집요하게 너를 괴롭히는 원죄 : 동정의 페이지는 네게 그
하양을 모독하는 환희와 함께 속죄의 훌륭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 펜의 단순
한 한 획이면 충분하다 : 너는 다시 운을 시험할 것이다
frases . . . resucitando indemne tu odio hacia al estirpe que te dio
el ser : pecado original que tenazmente te acosa con su indeleble
estigma a pesar de tus viejo s, denodados esfuerzo s por liberarte de
él : la página virgen te brinda posibilidades de redención exquisitas
junto al gozo de profanar su blancura : basta un simple trazo de
pluma : volverás a tentar la suerte (JT 46)
너는 천천히 어린 시절 그들이 네게 가르친 습관과 원칙을 벗었다 : 너는 그
것들에 들어맞지 않는다 : 피부를 바꾸는 뱀처럼 너는 그것들을 길가에 버리
고 나아갔다 : 너의 몸은 뱀의 파충류적 유연성을 획득했다 . . .
lent amente te has despojado de lo s hábitos y principios q ue en tu
niñez te enseñaro n : no cabías en ello s : como culebra que muda de
piel, los has

abandonado

al

bo rde

del

camino

y has

seguido

avanzando : tu cuerpo ha adquirido la reptante flexibilidad del ofidio
. . . (JT 72)

조국 없는 후안에서 가져온 위 두 인용문은 마찬가지로 스페인과 멘
디올라 가문에서 연유한 행동·사고 양식이 본인에게 맞지 않으니 그것에서
벗어나겠다는, 즉 외부적 정체성을 탈각하겠다는 선언이다. 돈 훌리안에
서는— 변신을 하긴 하지만— 형태가 있는 인물과 상징을 통해 ‘아랍’의 힘을
빌려서 ‘스페인’적 정체성을 탈각하는 방식이었다면, 조국 없는 후안에
서는 전유 방식으로서 글쓰기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글쓰기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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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언어 또는 목소리만 남기 때문에 정체성을 구현하는 인물의 형태가
사라진다. 전자에서는 “뼈와 살을 가진 인물”(JT 224)이 등장하여 물리적
인 공간 속을 활보하였지만, 후자에서는 인물과 공간의 정형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뱀”이 상징하는 아랍으로 변신하겠다는 선언은 외
부에서 비롯된 정체성의 표지들을 허물 벗듯이 탈각한 이후 남아 있는 ‘순
수하고 자발적인 자아’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작품 중간중간 I독자의 자아는 아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1. 비체로서의 아랍
앞서 말한 정체성의 구성 요소이지만 정체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
방당한 적으로서의 존재는 비체 개념에 부합한다. ‘아브젝시옹(abjection)’
이라고 하는 ‘비체화(卑/非體化)’ 및 ‘아브젝트(abject)’라고 하는 ‘비체(卑
/非體)’는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이론화한 개념으로서, 유
아가 상징계로 진입하기 이전 단계에서 형성된다. 언어적 상징을 통해 규
정되지 않으며, 주체의 자아성을 최초로 확인시키는 혐오스러운 존재이지
만 뚜렷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나타나서 주체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비대상(非對象)이다. 대상이 아닌 이유는 언어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
이다.
비체의 단어적 의미는 ‘비천한(abject; 卑)’ ‘대상(object; 體)’이라는 뜻
과 ‘대상(object; 體)’이 ‘아니(a-; 非)’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유아는 상징적 질서에 진입하기도 전에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을 자기 자
신의 경계에서 밀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추방된 것은 언어로 규정되
지 못한다.
비체는 . . . 고체화되지 않기에 어떤 규정, 어떤 언어로도 잡히지 않는다 . 비
체가 대상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주체의 모든 규정성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
. . 더럽다고 여겨졌던 것이며 잡힐 수 없기에 공포스러운 것이다 . 비체는 철
통방어라고 여겨졌던 경계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존재이며, 따라서 특
정 사회적 질서와 동일성을 강화하려는 자들에게 경계를 위협하는 비체는 공

- 81 -

포를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된다. (이현재 35)

비체화는 거울단계 이전에 일어나는데,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안 되는
그 시기에 이미 억압된 것이다. 따라서 자아와 타자의 중간적 존재이며,
상징계 내에서는 파악되지 않는다. 비체의 추방, 즉 비체화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불쾌하고 혐오스러운 어
떤 규정되지 않는 것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이다. ‘내 ’가 아닌 그 어떤 것
을 본능적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호한 경계는 ‘나’를 간접적으
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든다. 즉, ‘나’는 ‘-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 ‘비체
가 아닌 존재’로서의 자아이다. 거울단계를 통해 상징계를 진입하면서 파
악되는 ‘나’의 일체성과는 다르게 , 그 이전에 생성되는 ‘나’를 감지하는 방
식은 부정적 (negativo)이다.
우리가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상징계 내 주체로서의 ‘정체성’은, 비
체의 부정으로서 형성된 자기 자신을 고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체에 의존한다. 따라서 비체 또한 ‘나’의 일부이다. 주체로서의 나는 태
초의 나의 일부만 취한 것이다. “나는 ‘내가’ 나 자신을 확립한다고 주장
하는 동작과 똑같은 동작으로 나는 나 자신을 추방하고, 나 자신을 뱉어내
고, 나 자신을 버린다 ”(Kristeva 3; 강조는 원문).
한편, 폭력적으로 추방된 비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
사람의 깨끗하고 적절한 자아에 대한 무의식적인, 동시에 의식적인 위협으
로 남는다”(노엘 맥아피 92-93). 언어화되지 않고 주체의 기저에 그림자처
럼 잔존하며, 평소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다. 비체는 더럽
고 혐오스럽고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불쾌하며 동물적이고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상징계 아래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와서 ‘나’의 경계
를 허물 것이라고 위협하지만, 동시에 신성하고 매혹적인 존재이다.
비체 개념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적용된다. 한 사회에는 근
본적으로 터부시되고 배제되어 있는 집단적 비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비체와 사회적 정체성의 경계가 무너지면, 즉 인간의 문화 속에 ‘동물
성’이 침투하거나 그 문화가 어떤 계기로 ‘동물성’을 수용하여 그 동물성
이 활개 친다면 그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의 근거가 허물어진다. 따라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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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된 것을 담을 공간이 필요한데, 비체는 터부로 묶여서 ‘적’에게 투사된
다. 한편,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배제는 성스러움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비체와 성스러운 것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그렇
기에 비체들을 추방하여 모아 둔 곳은 곧 성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소와
적은 모두 비체가 거주하는 공간인 것이다. 이는 적과 성소의 이미지가 집
단 내에서 제의를 통해 거듭 환기되며 강화되는 이유이다.
집단적 비체와 적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현재
(2016)는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문화 연구에서 여성혐오 사회의 비체로서
의 여성을 분석하며, 공감과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나는 ‘공감 ’이 비
체와의 관계 그리고 비체들 간의 연대를 추동하는 윤리적 감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133). 한편, 백지연(2018)은 젠더적 시선에서 괴물 -비체의
개념을 이용하여 가부장적 사회가 강제하는 질서와 경계에 대한 문제제기
로서 김언희의 시와 한강의 소설을 분석하였다.
서은희 (2018)는 포스트휴먼 담론에서 괴물로 나타나는 적의 존재를 비
체를 통해 설명하면서 스페인 영화 세 작품을 분석한다. 괴물은 “전체주의
적 성격을 띠는 집단이 종종 모든 악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곤 하는 특
정한 인물이나 집단, 즉 ‘주적’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로서, “공동
체의 의식 속에서 절대악의 자리를 차지한다”(54). “현재는 공동체 구성원
들에게 철저히 배척당하지만 그 배척 이전에 그들의 과거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사실은 상대가 본질적이고 영속적으로 적대할 대상
이라고 믿기 위해서 공동체에 의해 의도적으로 망각된다”(58). 즉 , 괴물은
공동체의 비체인 것이다. 서은희는 괴물로 설정된 적에 대한 공감과 이해
를 통해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서는 공존의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위 연구를 살펴보면, 세 연구 모두 사회 내부에 동시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비체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사회 집단의 정체성을
부정적으로 형성하는 적들은 “허구의 존재이지만 관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적, 역사적 맥락을 지닌 사건들 속에 위치”(서은희
59)하고 있는 것이다. 이현재와 서은희가 상생과 포용을 위한 윤리적 해법
을 제시한 이유는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공간에 존재하고 있으면서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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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칠 수 있는 이웃이기 때문일 것이다.
돈 훌리안에 나타나는 아랍의 이미지는 레꽁끼스따 이후 만들어진 스
페인 국가 정체성에 담겨 있는 비체에 해당한다. 고이띠솔로는 아랍을 “완
전히 이국적이 되기엔 너무나 가깝고 길들여지고 동화되고 제압되기에는
너무나 완강하고 일관되고 단단한 그 ‘친밀한 적’”(Goytisolo 2005, 250)
이라고 표현하였다. 아랍,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북부의 마그레브 아랍은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단일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
였다. 그들 없이는 단일 국가로서의 스페인 정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 그
러나 어디까지나 부정적인 방식으로서였다. “이슬람은 빈 주형, 유럽의 네
거티브이다. 유럽에 의해 거부된 것이며, 동시에, 유럽을 유혹하는 것이
다”(Goytisolo 2005, 250). 스페인 문화와 사회 내부에서 아랍적인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의식에서 추방되고 정체성을
표상하는 상징에서도 배제되었다. 아랍은 비규정적인 존재로 공포와 혐오
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매혹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스페인’의 비체라
고 할 수 있다.
돈 훌리안 에 나오는 아랍은 스페인 단일 국가 정체성의 비체로서, 다
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동물성을 가진다. 작품에서 아랍은 “살인
이나 성적인 것이 그 전형을 이루는 동물이나 동물성”(줄리아 크리스테바
36-37)의 모습을 보인다. 둘째 , 혐오와 매혹의 대상이다(노엘 맥아피
92-93). I-독자의 스페인적 주체로 등장하는 알바리또는 비체로 상징되는
뱀이 있는 곳을 두려워하며 벗어나고자 하지만 결국 그 매혹에서 벗어나
지 못해 죽음을 맞는다. 셋째, 신성함과 연결된다. 비체화는 “물질(음식물
이나 성적인 것과 관련된)의 배제라는 양상을 띠는데 , 그러한 배제 행위는
배제 행위 자체가 신성함을 수립하기 때문에 신성함에 부합한다”(줄리아
크리스테바 42). 스페인의 순결성으로 상징되는 ‘성소’는 아랍의 변소와
그 경계가 불분명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모티
프인 배설과 침투를 통해 스페인 단일 국가 정체성의 질서가 교란된다. 결
국 비체와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정체성 또한 무너져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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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비체로서의 아랍이 형성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32) 이
베리아 반도에서는 409년부터 711년까지 게르만족이 세운 비시고도 왕국
이 들어서 있었다. 711년, 712년 타릭(Taric)과 무사(Musa)의 아랍-베르
베르 합동군이 이베리아 반도를 침략하여 파죽지세로 점령하였고, 비시고
도 왕국은 멸망했다. 위띠사(Witiza) 왕을 이은 로드리고(Rodrigo) 왕은
비시고도 왕국을 짧은 기간(710-711) 통치한 마지막 군주라고 알려져 있
다. 이처럼 711년 이슬람의 침략 때문에 스페인은 1492년까지 이베리아
반도에 아랍 왕국과 공존하게 되는 ‘아픈 기억’을 가지게 된다. 돈 훌리
안에서 주인공은 지브롤터 해협 건너편의 시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본다.
타릭을 친구로 두면서 자신에게 고통을 준 스페인을 침략하여 복수할 기
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아랍 침략 이후 비시고도 왕국은 멸망했지만, 이베리아 반도 북부에서
비시고도 왕국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소규모 기독교 왕국들이 생겨났다. 한
편, 알-안달루스(Al-Andalus)라고 불리던 아랍 왕국은 분열로 인해 따이
파(taifa)로 불리는 여러 제후국으로 나뉘어졌다. 기독교 왕국들은 이들 따
이파에 용병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조공을 받는 등 기독교와 이슬람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오랜 시간 공존하였다. 침략과 전쟁이 없었던 것은 아
니지만 , 종교적 억압보다는 대체로 필요에 의한 관용, 그리고 공존이 주된
분위기였다. 이슬람화된 기독교인을 일컫는 모사라베(mozárabe)들은 기독
교 왕국에 건축, 예술, 과학기술 등을 전파하여서 알-안달루스의 발전된
문화를 전파하였다.
그러나 11세기 말부터 이슬람과 가톨릭의 종교적 갈등이 깊어지며 기
독교 왕국 쪽에서는 기사단이 생기는 등 레꽁끼스따의 사명이 우선시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슬람 및 기독교 왕국들 및 레꽁끼스따 활
동에도 부침이 있었지만, 1492 년 이베리아 반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이슬람 그라나다 왕국이 함락되고 이사벨과 페르난도 가톨릭 양왕이 통치
하는 까스띠야 왕국과 아라곤 연합왕국이 스페인을 단일 국가로 통일하면
서 중세가 막을 내렸다. 한편, 1492년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도착
32) 이 문단의 내용은 주로 레이몬드 카 외(82-148)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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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가톨릭 양왕이 유대인을 추방시킨 해이기도 하다. 참고로 유
대인 추방과 박해는 1391년 대학살 등 중세에도 지속되어 온 현상이었다 .
스페인은 통일 후 종교재판과 반종교개혁, 유대인 추방으로 대표되는 비기
독교에 대한 불관용주의와 보수적 카톨리시즘의 수호자로 알려지게 된다.
즉, 15세기 말 형성된 통일된 국가로서의 스페인 정체성은 7세기 반
동안 지속되었던 무어인과 유대인의 추방에 기반하는 것이었다. 통일된 스
페인은 공존의 시기가 있었던 실제 역사와는 무관하게 대립만을 강조하였
고, 무어인과 유대인은 스페인의 정체성 형성과 강화에 이용되었다. 그리
고 종교재판과 이단에 대한 화형 등 유대인과 무슬림으로 대표되는 ‘적’에
대한 끊임없는 추방, 적대성의 환기, 그리고 스페인에 남기 위해서는 ‘적
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은 스페인의 정체성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양상을 반영한다. 특히, 유대인과는 달리 이베리아 반도를 침략
한 아랍인은 샤퍼 로드리게스(Schaefer-Rodríguez)가 지적한 동양에 대
한 서구의 전통적인 스테레오타입인 “배신, 폭력, 관능”으로 특징지어진다
(Labanyi 1989, 205 재인용). 고이띠솔로도 근동과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에는 항상 “야만적, 괴상함, 냉담, 전제 정치, 잔인함, 미스터리, 거짓말하
는 버릇”이나 “하렘, 여자 노예, 어린 소년, 공주, 베일, 에로틱한 춤, 넘
치는 성욕”과 같은 부정적이고 성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서술한
다. 이는 기독교 도덕관에서 배척되는 가치들을 아랍에 이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Goytisolo 2005, 253).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레꽁끼스따는 아랍과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
비체화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분열되기 이전의 ‘온전한 자신’인 비시고
도 왕국을 갈라놓았으며 직접적인 추방의 대상이 된 아랍에 대한 적개심
에 부정적으로 기반한 단일 국가 정체성은 아브젝시옹에 다름 아니다. 믿
음과 자비와 정숙을 기치로 하는 보수적 카톨리시즘의 국가 정체성은 7세
기가 넘는 기간 동안 국가적으로 진행된 아랍에 대한 공격과, 기독교인들
이 아랍인에게서 발견한 폭력과 섹스라는 가치를 악으로 취급하고 추방하
는 아브젝시옹을 통해 만들어진 뿌리 깊은, 그러나 ‘언어화되기 이전’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정체성 형성 이전에 이미 각인된 것

- 86 -

이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아랍성’은 특히 낭만주의나 모더니즘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매혹의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스페인에게는 주로 공
포로 다가왔다는 점에서도 비체의 특성을 보인다(Goytisolo 2005, 253).
고이띠솔로가 돈 훌리안에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사벨 여왕과 프
랑코, 그리고 98세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고이띠솔로는 1469년 페르
난도와 이사벨의 혼인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단일 국가로서의 스페인 정
체성을 신화로 규정하면서, 그것이 스페인의 본질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
한다. 그리고 우나무노를 비롯한 98세대가 15 세기 말부터 이어져 온 스페
인성에 대한 신화를 고수했으며 그것이 1936년 내전의 원인 가운데 하나
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한다. 이는 프랑코 정권의 사상적 기반은 15세기 말
통일 스페인의 국가 정체성에서 찾아짐을 시사한다(Goytisolo 1969,
17-18). 레꽁끼스따와 98세대, 그리고 프랑코 정권의 팔랑헤주의가 공유
하는 역사관은 바로 실낙원(失樂園)의 신화와 복낙원(復樂園)에 대한 열망
이다. 여기서 낙원은 순수한 스페인 정체성을 의미하며, 낙원으로 돌아가
는 과정은 반드시 불순물의 배제와 추방이 수반한다. 옛날에는 그것이 종
교재판이나 화형, 추방 등 종교적 불순응자인 이교도에 대한 억압으로 나
타났다면, 20세기에는 프랑코 체제에 대한 불순응자인 ‘빨갱이’들의 추방
으로 재현되었다. 임호준 또한 프랑코 체제의 성립과 레꽁끼스따의 연관성
에 주목하였다.
외국 전체주의 정권의 힘을 빌려가며 동포들과 전쟁을 벌이게 된 프랑코파로
서는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할 명분을 찾는데 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결
국 이러한 명분을 가톨릭 신앙의 수호라는 명제에서 찾았는데 그들은 스페인
내전을 위기에 처한 가톨릭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순분자들을 내몰은 성전으
로 선전한 것이었다. 1935 년 팔랑헤는 정치 집회에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성
스런 내전을 수행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의”하였다. (임호준 2000, 560)

임주인도 마찬가지로 프랑코 정권과 15세기 말의 단일 국가 정체성의
연관성을 지적한다. “[가톨릭 양왕은] 혈통주의에 사로잡혀 무슬림과 유태
인을 이방시하고 그들과의 공존의 역사를 스페인의 역사에서 분리시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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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 본질의 연속성’의 신화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 이러한 운명론적 역
사관은 현실의 역사를 부정하고 새로운 본질적 역사를 되찾고자 하는 프
랑코이즘의 신화화 전략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98세대가 주창
한 “영원한 가치와 본질” 또한 이 두 담론과 같은 선상에 놓는다(임주인
2002, 224).
15세기 말 이후 스페인에서 본격적으로 추방된 아랍인의 폭력과 섹스
이미지는 20세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이념적 지형으로 나뉜
내전 당시에도 반이슬람 이미지는 “ 우파, 좌파 , 식민주의자, 맑스주의자 ,
파시스트, 공화주의자” 할 것 없이 모든 진영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
타나면서 “국가적 컨센서스”를 달성하였다(Goytisolo 2005, 234). 즉, 비
체로서의 아랍은 이념보다 더 근본적인 정체성의 구성요소인 것이다 . 내전
당시 공화파를 지지했던 화가 루이스 낀따니야(Luis Quintanilla)는 무어
인에 대한 괴담을 재생산하며 아랍의 비체화에 일조하였는데, ‘적’으로 설
정된 아랍 세계에 그가 덧입진 구체적인 폭력과 섹스 , 야만적 비체의 이미
지는 “원숭이, 항문섹스, 강간범, 더럽고 역겨움”, 그리고 “참수하며 귀 수
집하는 사람 ”으로 나타난다(Goytisolo 2005, 246).
한편, 배신의 이미지와 실낙원의 신화는 돈 훌리안 백작과 로드리고 왕
의 전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설에 따르면 돈 훌리안은 비시고도
왕국 출신으로 모로코 북부에 있는 세우타(Ceuta)의 총독이었다. 세우타는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스페인으로 가는 관문으로서, 스페인으로서는 전략
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돈 훌리안은 귀족 교육을 시키고자 딸 까바
(Cava)를 수도 똘레도의 왕실로 보냈는데 로드리고 왕이 까바를 강간하였
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돈 훌리안은 로드리고 왕에게 복수하기 위해 711
년 무어인에게 스페인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전해진다.33) 이 이야
기는 역사책에도 수록되어 아랍의 침략과 비시고도 왕국의 멸망을 다룰
때 자주 등장하였기 때문에 돈 훌리안은 조국을 팔아넘긴 배신자라는 이

33) 까바는 아랍어로 ‘나쁜 여자 ’ 또는 창녀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 굴드 레
빈은 강간의 피해자에게 이 같은 이름이 씌워진 것은 성차별이라고 지적한다(DJ
123n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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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가 스페인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다. 그리고 로드리고 왕이 강간이라는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비시고도 왕국의 멸망이 초래되었고 벌을 받아서
아랍의 이베리아 반도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신화적 해석은, 멸망한 비시고
도 왕국을 미화하고 수복해야 할 지향점으로 삼으면서 무어인들을 이베리
아 반도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레꽁끼스따의 서사에 부합하는 동시에 성을
죄악시하는 기독교적 정숙성을 강화한다.
14세기 “돈 로드리고 왕의 로만세 Romance del rey don Rodrigo”
에서는 원죄와 실낙원의 신화적 해석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로드리고 왕은
죽기 전 참회를 하기 위해 묘지(sepulcro)에 뱀과 함께 갇히는데, 스페인
의 몰락을 초래한 “죄가 가장 많은 부위(por do más pecado había)”인
성기부터 뱀에게 먹히기 시작하여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내용이다.
고이띠솔로는 이 전설을 모티프로 하여  돈 훌리안을 썼는데, 네 개
장의 제사(題辭; epígrafe) 가운데 제1장, 제3장, 제4장에 돈 훌리안과 로
드리고 왕에 대한 내용을 역사서, 문학 등 여러 소스에서 가져왔다. 돈 훌
리안에 대한 객관적 역사 분석부터, 알폰소 현왕의 역사서 내용,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로만세의 일부와 로드리고 왕이 돈 훌리안
에게 죽임을 당하는 꿈이 제사로 인용되는데, 뒤로 갈수록 신화적 요소가
짙어지면서 강하고 잔혹한 무어인에 대한 공포가 드러나고 있다.
현대의 역사가들은 돈 훌리안의 전설은 많은 부분 허구임을 지적한다.
고이띠솔로가 가장 첫 제사로 인용한 발데아베야노에 따르면 문제의 인물
은 울얀(Ulyan), 훌리안(Julián), 우르바노(Urbano), 울반(Ulbán), 불리안
(Bulian)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으며, 전설에서는 ‘돈 훌리안 백작(Conde
don Julián)’으로 명명된다(DJ 109 재인용). 그리고 그가 비시고도 왕국
출신이었는지 비잔틴 제국 사람이었는지 베르베르족이었는지 불확실하지
만, 베르베르족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한다.
한편, 끄라비오또(Cravioto)는 돈 훌리안의 역사적 진위 여부를 파악하
기 위해 실시한 다양한 역사서와 돈 훌리안의 정체에 대한 문헌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돈 훌리안의 실제 이름으로는 율리아누스
(Iulianus)가 유력하며, 아랍 기록에서는 울얀(Ulyan)으로 나타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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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존 인물이다. 그는 셉뗌 (Septem)이라 불리던, 현재 세우따 지역을
통치한 것으로 보인다. 비시고도인지 비잔틴 출신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베
르베르족은 아닌 것 같다.34) 그는 세우따의 마지막 비잔틴 총독이었거나
세우따의 첫 비시고도 ‘백작’(comes)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로드
리고 왕이 그의 딸을 강간한 이야기는 멀지 않은 후대에 이집트에서 첨가
된 내용이며 역사적으로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그는 709년에 모종의 이
유로 이슬람과의 협약을 체결해서 비시고도 왕국 침략을 위한 선박과 정
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710년 아부주라(Abuzuraa)의 타리파(Tarifa)
공격을 시작으로, 711년 타릭과 712년 무사의 이베리아 반도 침략이 본격
적으로 이루어졌다. 정황상 비시고도 왕국의 내분으로 인한 아랍 침략 시
나리오도 의심해 볼 수 있다. 비시고도 왕국의 위띠사 왕이 710년에 사망
하고 로드리고가 왕위를 찬탈한다 . 여기에 승복하지 못한 귀족들과 위띠사
왕의 아들들이 로드리고 왕을 폐위시키기 위해 아랍인의 협조를 요청했지
만, 로드리고 왕이 죽은 이후 계획과는 달리 아랍군을 돌려보내지 못하고
정복당했다는 설명도 있는데 그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로, 위띠사
왕의 아들들에게 아랍 침략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는 역사서도 있다.
끄라비오또에 따르면 로드리고 왕이 돈 훌리안의 백작의 딸 까바를 강
간한 전설이 처음 등장하는 기독교 역사서는 12세기 초에 익명의 모사라
베가 쓴 것으로, 티투스 리비우스(Titus Livius)가 저술한 로마사에 나
오는 에피소드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 이 에피소드는 타르퀴니우스가 루
크레티아를 강간한 사건에 대한 복수로 로마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 덕분에 당시 스페인 기독교인들은 레꽁
끼스따 정신에 위배되는, 즉 적과 손을 잡고 조국을 배신한 돈 훌리안의
행동을 그 동기가 명예에 있다는 익숙한 프레임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으
며, 비시고도 왕국의 멸망 또한 기독교적 실낙원 신화를 통해 해석하게 되
었다. 따라서 이후 등장하는 기독교 텍스트에서는 이후 이러한 해석과 서
사 구조가 재생산된 것이다(Cravioto 7-8).
34) 끄라비오또는 베르베르족이라고 나오는 우르바누스 (Urbanus)라는 사람은 돈
훌리안과 동일 인물인 율리아누스와는 다른 인물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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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훌리안 의 I-독자는 본인에게 내재화된 스페인 국가 정체성을 탈각
하기 위해 8세기 초 돈 훌리안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만일 프랑
코주의나 98세대의 신화를 어떻게든 탈신화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었다면 굳이 15세기나 8세기 이야기까지 꺼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왜
냐하면 , 가령 고이띠솔로가 1950 년대에 몸담았던 사회적 리얼리즘 또한
프랑코주의의 신화적 역사관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실의 상이한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즉 “신화적 담론을 반대로 만듦으로써 국가적 신화에 대항”
하였기 때문에 국가 담론의 ‘비자연성’을 폭로하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다
(Herzberger 36). 그러나 이는 간접적인 공격이므로 정체성을 구성하는
담론을 탈각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고는 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이띠솔
로는 신화적 담론의 기반부터 해체하기 위해 근본적인 시작 지점을 찾고
자 한 것이다 . 요컨대, 고이띠솔로는 프랑코 정권에서 강제하는 스페인 국
가 정체성의 근원을 15세기 말 가톨릭 양왕의 통일 스페인 왕국에서 표방
한 단일 국가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 더 나아가 이 정
체성은 아랍인에 대한 비체화를 통해 형성된 것이므로, 711년 아랍의 이
베리아 반도 침략을 주제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고이띠솔로는 돈 훌리안을 “우리 문학과 우리 역사 속 이슬람에 대
한 전통적 집단 담론의 독해를 통한 국가적 정신분석”이라고 설명했으며,
“이슬람의 위협과 매혹에 대한 거부와 대립항으로서의 스페인성” 위에 세
워진 기독교 기사, 성전, 남성성과 여성의 처녀성, 98세대가 만들어 낸 형
이상학적 까스띠야 풍경 등의 상징을 파괴하는 것이 이 작품의 목적이라
고 밝혔다(Goytisolo 2006, 253-254). 따라서 돈 훌리안은 비체로서의
아랍을 스페인 국가 정체성의 근본적이고 부정적인 구성 요소로서 진단하
고 비체와 스페인성의 경계를 파괴함으로써 스페인 국가 정체성을 해체하
려는 고이띠솔로의 기획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스페인의 대립항으로서의 아랍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의 오리엔탈리즘 이론으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성곤에 따
르면 에드워드 사이드는 “동양에 대한 서구인들의 인식은 대부분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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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나 선원들, 선교사들의 인상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들이 무역이
라 부른 것은 착취였고, 교화라고 부른 것은 억압이었으며, 문명화라고 부
른 것도 사실은 서구화였을 뿐이다. 그동안 동양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
고, 언제나 서구의 편견 속에 투사된 왜곡된 모습으로만 재현되어왔다”고
주장한다(46-47).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아랍을 오리엔탈리즘 이론 틀 안
에서 ‘타자적 아랍’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타자적 아랍은 실제 아랍과는
무관한 , ‘서구의 무의식 ’ 속에 자리하고 있는 서구 정체성의 반대항으로서
의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아랍이 십자군 전쟁 등 경계 지대
에서의 대립항이었다면, 스페인에서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스스로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체로서의 아랍은 타자적
아랍의 특수한 경우로 이해 가능하며, 삼부작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오리엔
탈리즘의 타자적 아랍의 개념을 일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 아랍을 타자화하는 서구의 태도는 최근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지젝이 분석한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대표적이다. 그는 “9월
11일은 이미 이데올로기적 대의를 위해 전유되고 있다”(71)고 하면서 “미
국인들은 공공연히 성조기를 내걸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미국적 자긍심을
집단적으로 재발견”(67)했으며 테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선택하도록 강제
당했다고 지적한다. ‘악’으로서의 아랍의 이미지가 다시 강화된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에서 서구에 의해 만들어진 타자, 관
념으로서의 오리엔트(주로 아랍)를 논의하며, 이와 같은 신화에 대항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의 오리엔트를 이해하는 휴머니즘적 공감과 이해의 방식
을 대안으로 제시한다(설준규 145). 슬라보예 지젝 또한 이데올로기적 선
택의 강제에 “선을 긋는,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제스처는 진정한 윤리적 행
위”(164)라고 하며, “타자에 대한 환대와 개방성”과 “이민자들에 대한 환
대”(208)를 지향점으로 제시한다. 앞서 서은희와 이현재도 비슷한 입장에
서 타자와 비체에 대해 공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맥락에
서 볼 때 라바니의 비판, 즉 고이띠솔로가 “까스띠야가 아랍 문화를 무효
화하는 것을 개탄하지만 까스띠야 전통의 무효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단일 국가 형성 당시의 “아랍 스페인”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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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화 패턴”을 따르는 것이라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Labanyi 1989,
199-200). ‘본질적 스페인’과 타자적 아랍이 위치만 바꿀 뿐 이분법적 편
견은 지속되며, 아랍은 여전히 타자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이띠솔로도 있는 그대로의 아랍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이 “‘타
자성’의 편견을 철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며 라바니의 지적을
인정하지만, 그러면서도 돈 훌리안의 목적은 아랍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고 변론한다. 타자적 아랍을 이용하는 것은 “프랑코주의의 압제적이
고 반동적인 스페인을 침략하고 궤멸”하기 위해서이나, 이는 실제 아랍과
는 관계가 없다. “모든 것은 스페인 사람들끼리의 플레이”이며 아랍은 구
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Goytisolo 2005, 261).
한편, 스페인 정체성의 타자로서 존재하는 아랍은 분명 현실에 그 뿌리
를 두고 있긴 하지만, 8세기부터 시작되어 스페인 내에서 독립적으로 형
성·발전한 신화적 개념이다. 타자적 아랍에 대해 모르는 모로코 독자가 이
작품을 읽으면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스페인]의
이슬람에 대한 유령적 재현”은 “저개발과 식민의 비극을 사는 살과 뼈로
된” 20세기 현실 속 실제 아랍인과는 동떨어져 있다(Goytisolo 2005,
259, 261).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드 사이드, 지젝, 서은희, 이현재가 아랍,
이민자 ,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 여성 등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존재
에 대한 윤리적 태도로 제시한 휴머니즘적 공감과 환대를 이 경우에까지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적절성이 떨어진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아랍인은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 속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아랍 세계
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적’이자 ‘성소’로
서의 아랍에는 믿음 , 자비, 정숙 등 스페인적 가치의 반대항인 배신, 폭력 ,
섹스가 투사되면서, “신화는 독립적으로 생존해 나갈 것이다. . . . 한 국
가의 사회 ·문화적 의식에 통합된 신화들은 껍질이 매우 두껍다”(Goytisolo
2005, 244).
고이띠솔로가 삼부작 속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스페인의 국가 정체
성이라는 점 , 그리고 비체로서의 아랍에 대한 논의는 곧 스페인 국가 정체
성에 대한 논의와 유의어라는 점에서, 고이띠솔로는 현실의 아랍을 다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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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

삼부작의

아랍은

“스페인,

오직

스페인만을

위한

것”이다

(Goytisolo 2005, 254).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아랍도 가상
적인 존재가 된 타자적 아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고이띠솔로
의 삼부작에서 스페인 국가 정체성은 그 자체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 I-독자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탈각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
다음 절에서는 I-독자가 어떻게 비체로서의 아랍을 이용하여 스페인의 정
체성을 파괴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2. 돈 훌리안 에서의 정체성 탈각
에드워드 사이드는 타자적 동양의 이미지를 연극에 비유하였다. “표상
이라는 관념은 연극적인 것이다. 곧 동양이란 그것에 모든 동양의 나라들
이 포함되는 무대이다. . . . 여기서 동양은 그들에게 친숙한 유럽세계를
넘어 무제한으로 확대된 넓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폐쇄된 영역, 곧 유럽
에 부속된 하나의 연극무대로 보이게 된다 ”(120). 서구인들은 객석에 떨어
져서 대본과 역할이 정해져 있는 타자로서의 오리엔트의 모습을 관람하고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고이띠솔로가 돈 훌리안 에서 스페인적 정체성
탈각을 위해 시행한 작업은 서구 스페인 사람들이 위치한 ‘현실’ 객석과
타자적 아랍이 위치한 ‘연극적’ 무대를 가르던 경계를 허물고, 타자적 아
랍을 연기하고 있던 배우들을 ‘현실’ 속으로 침투시켜 버리는 것으로 비유
할 수 있다.35)
35) 비체로서의 아랍과 타자로서의 아랍은 비록 개념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동일하
지는 않다 . 비체로서의 아랍과는 달리 타자로서의 아랍은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
하는 근본 요소라는 의미를 강조하거나 반드시 내포하지는 않는다. 한편 , 정신분
석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 전자는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데 반해 후자는
레퍼토리 ·각본·배역과 같이 매우 정형화된 언어와 상징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각
각 기호계와 상징계 차원에서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에드워드 사이드는
타자의 상징성을 지적한다.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적인 것이라고 여겨지는 문제·
대상 ·특질·지역을 다루는 경우의 습관으로서 ,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스스로 말하
고 생각하는 대상을 어떤 하나의 단어나 문장으로 지시하고 명명하며 고정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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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훌리안의 서두에서 주인공이 밖으로 나가기 전 어두컴컴한 방의
커튼을 올리는 행동을 화자는 연극과 연관시킨다 . “일어나기, 바부차36) 신
기, 커튼 끈 당기기 : 그리고 : 조용 , 신사 여러분, 막이 오릅니다 : 공연
이 시작한다”(DJ 120). 무대의 막을 올리는 행위는 ‘스페인 배신’이라는
레퍼토리를 수행하기 위해 배역으로서의 타자적 아랍의 등장을 예고한다.
전설 속 돈 훌리안이 아랍군으로 하여금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게 해 주었
듯, I-독자의 자아는 추방된 비체로서 존재하던 타자적 아랍을 어둠 속에
서 끌어낼 것이다. 이것은 모두 I-독자의 주관성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기 때문에 현실의 아랍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돈 훌리안에서는 소설
의 처음과 끝 부분에만 탕헤르의 ‘현실’ 모습이 묘사될 뿐, 스페인적 정체
성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면서부터는 타릭으로 대표되는 폭력적이고 성적
인 타자적 아랍이 등장한다.
우선 탈각의 대상인 스페인적 정체성을 본인에게서 분리하고 복수를
준비하기 위해 I-독자는 미로처럼 복잡한 골목에서 두 개의 존재로 분열된
다.
것이다. 이어 다음에는 그 단어와 문장이 현실성을 확보하고, 또는 더욱 단순하게
그것이 현실 그 자체라고 인정하게 된다”(136-137; 강조는 필자).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의 비체로서의 아랍을 다루기 때문에 서구의 타자로서의
아랍 개념을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적절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
다 . 하지만 , 집단적 문화 정체성의 비체는 ‘적’이나 ‘성소’ 라는 상징 속에 담겨서
표현되거니와 문학 텍스트는 상징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 비체를 논의
하기 위해 타자 개념을 빌리는 것은 상호 보완적이다. 따라서 ‘연극, 무대, 객석’
등 타자에 대한 설명을 전유하기도 할 것이다.
한편 , 삼부작의 화자가 주관성과 변신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상징적 질서에
도전하는 글쓰기를 하는 것은 상징으로 규정될 수 없는 유령과도 같은 비체를 상
징을 이용하여 표현하고 소환하려는, 그러나 상징으로 가둘 수 없음을 강조하려
는 역설적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 돈 훌리안 에서는 비체를 불러
내어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상징의 도구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너의 아름다운 언어 : . . . 아프리카 야전군을 소환하고 (퇴마하고 ) 그 파괴에
대한 농밀한 욕망을 확대하는 (가능하게 하는) 예리한 ( 암시적인) 무기”(DJ 174).
36) 바부차 (babuchas): 아랍식 구두 .

- 95 -

꾸며낸 질서를 갑자기 무효화하면서, 가면 아래에 있는 진실을 폭로하면서, 너
의 흩어진 힘들과 돈훌리안스러운 침략 기획들을 촉진하면서 : . . . : 메디나
골목길들의 미궁에서 너는 길을 잃으면서 : 네 발걸음으로 아무도 (너조차도)
해석하지 못할 얼키고설킨 그림을 그리면서 : 그리고 마치 네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너를 더 잘 좇기에 결국 너는 둘로 나뉘면서 : . . . : 미로가 네 안에
있음을 인지한 채 : 네가 미로라는 것을 : 탐욕스러운 미노타우로스, 식용 순
교자 : 동시에 사형 집행인과 희생자
anulando de golpe el orden fingido, revelando la verdad bajo la
máscara, catalizando

tus fuerzas dispersas y los donjulianescos

proyectos de invasió n : . . . : perdiéndote en dédalo de callejas de la
Medina : trazando con tus pasos . . . un enrevesado dibujo que
nadie (ni siquiera tú mismo) podrá interpretar : y desdoblándote al
fin po r seguirte mejor, como si fueras otro : . . . : consciente de
que el laberinto est á en ti : q ue tú eres el laberinto : minotauro
voraz, mártir comestible : junt amente verdugo y víctima (DJ 158)

이와 같은 자기 분열, 그리고 나아가 변신이 가능한 이유는 I-독자가
서구적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 탕헤르에 있기 때문이다. 탕헤르라는 공간
적 맥락 속에 위치한 I-독자의 자아는 정체성을 카오스적으로 전유할 수
있게 된다. 삼부작에서는 질서와 카오스가 대립되어 나타나는데, 질서는
스페인적 개념이고 카오스는 아랍 세계와 결부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 애비
게일 리 식스는  정체성의 표지에서는 알바로가 자신의 과거에서 질서를
정립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돈 훌리안 에서부터는 마그레브의 미분화적
카오스에 기반한 사회에서 즐거움을 찾는다고 지적한다. 미분화란 존재와
관념을 구획화하고 차이를 통해 의미를 만들어 내는 상징적 질서와 반대
되는 개념이다. 내용의 변화에 따라 글쓰기 방식도 변하는데, 문장 부호나
서사 등 글쓰기 스타일과 장르의 관습적 질서도 함께 무효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질서에서 카오스로의 이동은 삼부작의 주요 주제인 A-자아가 스
페인적 정체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한다(Lee Six, Juan

Goytisolo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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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분화적 카오스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계의 거울단계에서 만들
어지는 주체의 정체성이 아닌, 그 기저에 위치한 추방된 비체와 비체의 부
정으로서의 자아에 대해 다루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제공한다. 꿈과 같
은 카오스적 공간에서는 상징적 질서가 ‘구별’을 통해 부여하는 어떤 것들
(things) 간의 경계와 그것들의 정체성이 무력화된다. 리 식스는 카오스를
통해 질서를 약화시키는 고이띠솔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형태
의 유동성은 질서에 대항하는 고이띠솔로의 캠페인에서 중요한 무기인데,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다른 것 또는 다른 누군가로 변할 수 있다면 이는
모든 것을 확고한 카테고리에 가두고자 하는 질서 애호가의 욕망을 훼손
하기 때문이다”(Lee Six, Juan Goytisolo 132).
A-자아는 카오스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자기 분열과 변신을 통해 탐욕
스러운 미노타우로스이자 사형 집행인이 되어 순교자를 먹어 치우고 희생
자로 만듦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스페인적 정체성을 탈각해 나간다.
그리고 “네가 미로”이고 “미로가 네 안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은
미노타우로스가 갇혀 있는 미로는 I-독자의 내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라는 인물에 한정된 주관적 사건이라는 것과 ‘너’는 거기에 대한 통제
권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동시에 소설 전반에 등장하는 탕헤르의 미
로 같은 공간은, I-독자가 묘사하는 공간을 실제 공간이 아닌 ‘너’의 주관
성이 형상화된 것으로 이해하게 하는 단서이다 . 결국, 이곳에서 순교자/희
생자는 미로와도 같은 내면의 주관성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고 꼼짝없이 미노타우로스/ 사형 집행인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스페인 망명자인 I-독자가 있는 탕헤르는 레꽁끼스따로 인해 추방된 아
랍이 지브롤터 해협을 경계로 두고 스페인과 마주하는 곳이다. 비유적으로
는 스페인의 자아에서 추방된 비체가 머무는 어둠과 빛의 경계이며, 에드
워드 사이드의 비유를 빌리면 무대와 객석의 경계에 해당한다. 비체는 추
방되는 혐오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지/객석에 위
치하고 음지를 망각한 채 객석과 무대는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지만, 돈
훌리안 에서 I-독자는 음지/무대 위, 즉 비체와 같은 편에 있으면서 양지/
객석을 바라본다. 한편 , 소설 도입부에서 I-독자는 커튼이 내려진 어두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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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한 방 안에서 눈을 감은 채 등장하는데, 밀폐된 어둠은 동굴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파괴와 살인을 상징하는 괴물 미노타우로스와 사형
집행인을 비체로 해석한다면 그들은 어둠, 동굴(방 안 ), 꿈과 주관의 세계 ,
무대에 속한 존재이고 I-독자는 이들과 같은 편에 있다. 반면, 순교자/희
생자는 빛, 동굴 밖(방 바깥), 상징적 현실 세계, 객석에 속한 존재이다.
그런데 ‘동굴 바깥’의 탕헤르 또한 비체의 공간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은 ,
스페인적 자아를 상징하는 순교자/희생자와 비체의 직면이 필연적으로 실
행될 것임을 암시한다.37) 스페인적 정체성과 자아를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은 비체와 자아의 경계이기 때문에, 무대의 막을 올리는 것은 스페
인 정체성의 파괴를 예고하는 비체의 복권 (reivindicación)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A-자아는 동굴의 안팎, 또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어서 비체가 경계 건너편으로 나가는 것을 돕는 ‘돈 훌리안 백작’의
역할을 맡는다. 이 모든 사건은 “네 안에 있는 미로”, 즉 밀폐되고 통제
가능한 내면의 주관성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체의 승리는 “지어내기,
작문하기, 거짓말하기, 이야기 꾸미기”(DJ 119) 등 A-자아의 주관적 해석
과 전유로써 달성될 것이다.
I-독자는 방 밖에 나와서도 어둠/동굴 쪽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
도서관에서 나온 I-독자는 탕헤르의 어느 카페에서 대마를 피우며 “건장한
타릭의 친구이자 공모자 : 울얀, 우르바노 또는 훌리안”(DJ 149)으로 변했
고, 그 뒤 다시 복잡한 골목길을 걸으며 “동시에 사형 집행인과 희생

37) 탕헤르의 메디나 지역은 미로로 표현될 만큼 복잡한 골목이 특징이다 . 본문
에 나오는 미노타우로스의 미로(laberinto)의 원형이 석조 건물이었는지 동굴이었
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 사룰로는 미로라는 단어가 원래 지역 신에 대한 예
배를 하는 동굴을 일컫다가 후대에는 의미 범위가 넓어져서 종교 의식을 행하는
지하의 석조 건물도 지칭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Sarullo 31, 40). 따라서
동굴과 같은 방 바깥에 있는 메디나 또한 동굴 이미지를 부여받으며 , 성소라는
점에서 미노타우로스로 상징되는 비체의 현존을 암시한다. 북아프리카 또한 스페
인이 비체의 추방지로서 어둠 /동굴에 비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로코-탕헤르메디나 -방’으로 설정되는 다중적인 ‘동굴들’ 은 동굴 안과 동굴 밖의 경계를 교란
하고 허물어뜨림으로써 스페인 정체성을 탈각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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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DJ 158)로 분열된 다음 소꼬 치꼬 (Zoco Chico)에 있는 카페에 간다 .
“너는 테라스의 첫 번째 공간을 차지한다 : 센트랄 카페, 아니다 : 건너편
: 벽에 붙어서 그리고 그림자로 : 너의 관찰 위치에서 소우주의 일상적 활
동을 요약하면서 : 테이블 두 번째 줄에서 : 덜 노출되어”(DJ 159). 소꼬
치꼬는 “유럽식 카페들이 늘어서 있[는] 열린 광장”으로, 탕헤르의 “은밀
한 뒷골목 ”과 대비되는 공간이다(이협 163). 따라서 ‘아랍/어둠’보다는 ‘스
페인/ 빛’의 이미지에 더 가까운 공간이지만, I-독자는 그곳에서도 중심
(Central)의 건너편에 있는 벽과 그림자, 덜 노출된 안쪽 자리로 들어가
서, “너의 관찰 위치”인 어둠 속에서 바깥의 일을 기록한다. 이 장면은 스
페인의 건너편에 있는 탕헤르라는 주변적 위치로 망명을 간 I-독자가 스페
인 정체성을 비체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전유하는 상황에 대한 비유로 읽
을 수 있다.
한편, 스페인 특파원은 카페에서 숨어 있는 I-독자를 발견하고 말을 거
는데, 그를 피해서 I-독자가 도망가는 곳은 공중변소이다. 이 공간은 동굴 ,
어둠, 분뇨, 성기 등의 표현을 통해 비체의 현존이 강하게 암시된다.
너는 작은 문을 열고 간소한 , 마지못해 있는 들창 하나로 겨우 빛이 드는 어
둑한 통로를 침투한다 : 속되고 기본적인 필요성을 경감하기 위한 칠흑 같은
동굴 몇 미터 거리에서 : . . . 복도를 미끄러지는 수상쩍은 습기로 인해 알려
지긴 했지만, 사실상 안 보이는 . . . : 강간하는 성기들, 남성적 구체들, 남근
의 대포 : 느닷없이 함락된 요새들, 친절한, 환영하는 성궤들
empujas la puertecilla y penetras en el corredor tenebroso, clareado
apenas por un sobrio, desganado tragaluz : a unos metros de la
negrísima gruta destinada a aliviar comunes, elementales necesidades
: . . . prácticamente invisible, aunq ue anunciada por la dudosa
humedad que escurre a lo largo del pasillo . . . : sexos violadores,
esferas viriles, artillería fálica : bastiones súbitamente

rendidos,

amables, acogedores tabernáculo s ( DJ 164)

I-독자는 “ 동굴의 울퉁불퉁함”, “폴리페무스의, 재갈을 물리지 않은 암
굴”, “엘리시온의 영역”등으로 표현되는 변소에서 성기를 꺼내서 “흐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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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색 경멸”, 즉 오줌을 싼다. 그리고 똥을 쌀 때 나오는 소리를 “에, 나
여깄다고!” 표현함으로써,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숨겨지고 무시되
어 왔던 비체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전면에 내세운다(DJ 165).
I-독자는 이렇게 소환된 비체를 통해 스페인적 자아에 대한 공격을 감
행하기 시작한다. 비체와 스페인적 자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언어의 다
의성을 이용한 주관적 전유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이기에, 돈 훌리안 백
작이 타릭에게 아프리카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준 것처럼, I-독
자는 작품이 진행되는 내내 여러 층위를 가로지르며 ‘비체’로부터 ‘스페인
적 자아’로 통하는 길들을 언어적으로 직조해 나간다. 비체, 즉 스페인성
에서 배제된 것들을 지칭하던 ‘부적절한’ 상징들을 사용하여 스페인성을
묘사한다. 그럼으로써 “적혈구들의 신중한 제거와 엄격하고 극단적인 식이
요법”(DJ 220)의 과정으로 비유되는 아브젝시옹을 통해 구별되고 형성된
스페인적 자아의 특권적 지위와 정체감의 근거를 무효화한다. 이 과정은
독을 주입해서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 또는 감염을 통해 ‘좀비’로 만
들어 버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이 끝날 때는 I-독자의 정
체성을 형성하던 스페인적 자아는 내부에 비체성이 가득 퍼져서 생명력을
잃을 것이며, I-독자는 허물을 벗듯 스페인적 정체성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돈 훌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다층적으로 중첩
되고 변주되고 연결되면서 비체의 현존을 통한 스페인 정체성 무력화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점층적으로 강화한다. 몇몇 장면은 ‘실제 세계’에서 I-독
자가 관찰한 것이지만, 대부분은 관찰이나 신문, TV, 어린 시절 기억 등
에 미약하게 기반한 A-자아의 상상 속 사건들이다. 이것들을 관통하는 모
티프는 ‘침투’를 통한 ‘내부 파괴’이다. 변소에 오줌을 누는 행위, 여자 성
기에 오줌을 싸는 행위, 관광객의 동굴 탐험, 아랍 목욕탕에 들어가는 행
위, 여자 성기 내부를 탐험하는 행위, 스페인을 침략하는 아랍군, 아랍군
과 스페인 가톨릭 여신도의 성행위, 주사를 맞는 행위, 개에게 물리는 행
위, 광견병에 걸렸지만 스페인을 위해 헌혈하는 행위 , 뱀이나 거미가 독을
주입하는 행위, 황금세기 고전 책에 벌레를 짓이기는 행위, 동성 아동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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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성교, 악행을 부추기는 행위, 매독에 걸려 괴사하는 피부, 더 이상의
악행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아이, 황금세기 고전 작품에서 나와서
강독을 방해하는 벌레들, 갈라진 상처 껍데기 사이로 고름이 흘러나오는
스페인 대지, 뱀의 비늘로 변하는 기독교 기사의 갑옷, 수혈을 받고 광견
병에 걸려 죽는 환자, 카리브의 카니발 축제가 된 중세식 가톨릭 장례식,
아랍어가 발견되는 스페인어, 에로틱하게 채찍질하며 참회하는 가톨릭 여
신도, 자위하는 가톨릭 여신도, 내부에서 붕괴되는 성당 건물 등, 작품에
나오는 수많은 장면들에서 침투를 통한 내부 파괴라는 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공간에 대해 분석하면서 순교자/희생자가 도망갈 곳 없는
밀폐된 공간에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정체성은 상징계 이전에 분화된 자아
와 비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내적 체계이고, 자아와 비체의 숨바꼭질은 정
체성이 유지되는 한 그 영역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 훌리안 이 I-독자를 구성하는 스페인적 정체성을 내부에서 파괴하기
위한 고이띠솔로의 기획이라면, 그가 인터뷰에서 “빈틈없이 통일되고 밀폐
된 순환적 작품을 창조하고자 했다”(Ortega 10)고 한 말은 단순히 소설의
서사 구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 모든 여정을 마친 I-독자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커튼을 치고 눈을 감는다. 화자는 이 여정에 대해 “의식
이 완수되었다”고 하며, “내일은 또 다른 날일 것이다, 침략은 다재개될
것이다”(DJ 328)라고 서술함으로써 소설을 원점으로 돌려보낸다. 그렇기에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밀폐된 비역사성의 신화적 구조 속에 갇혀서
도망갈 곳 없는 스페인의 자아는 비체를 매일매일 마주쳐야만 하는 영원
한 형벌을 받는 시시포스 같은 존재이다. 동시에 I-독자는 파괴되는 스페
인 정체성의 ‘재’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태어날 피닉스이기도 하다.
“정체성을 거절하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기 : 시시포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재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피닉스”(DJ 234).
모체에 대한 배신 및 독의 주입-침투, 밀폐의 모티프는 사드 후작의 대
표작 중 하나인 규방철학 La Philosophie dans le boudoir에서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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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진다 . 이 작품에서는 정숙을 강요하는 위선적 기독교도인 어머니 미스티
발 부인의 딸 으제니가 리베르탱 (libertin)들이 모인 규방에서 성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교육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스티발 부인은 딸을 구하
러 찾아오지만, 이미 기독교적 도덕관에서 탈피한 으제니는 리베르탱들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를 성적으로 고문할 뿐만 아니라 매독에 걸린 시종이
음경을 삽입하여 매독균을 주입한 어머니의 질과 항문을 꿰매 버린다.
돌망세: 이 고귀한 부인이 가진 자연적인 두 길에다가 그가 가진 독을 집어넣
을 것입니다. . . .
생땅쥬 부인: 지금 본질적인 것은 부인의 혈관을 돌게 되는 독이 소진되지 않
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으제니가 세심하게 질과 항문을 꿰매어
야 합니다. 유독한 체액이 더 응축이 되어서 덜 증발하도록 말이에요. 그리하
면 더 빨리 뼈가 타버리게 되겠죠.
으제니: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자, 자 , 바늘과 실을 주세요!...... 엄마 , 다리
를 좀 벌려요. 당신이 제게 여동생도 남동생도 줄 수 없도록 꿰매버리겠어요.
(사드 2005, 289-290)

고이띠솔로의 작품에서 스페인은 종종 어머니에 비유된다(SI 240; DJ
119, 227). 따라서 사드 후작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기독교도 모친에 대한
증오—“저는 어머니를 증오해요”(사드 2005, 62)—, 강간, 독의 주입과 밀
폐를 통한 모친살해, 도덕적 금기와 경계를 가로지르는 행위는 가톨릭 스
페인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고자 하는 고이띠솔로의 기획과 일맥상통한
다.
규방철학의 결말과 돈 훌리안의 모티프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
니다. 고이띠솔로의 글과 생각에서 사드 후작의 영향은 꾸준히 나타난다.
굴드 레빈은 돈 훌리안 1985년판 서문에서 이 소설의 골격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탕헤르, 아메리꼬 까스뜨로, 주변인, 배신의 욕망, 스페인 문학
전통, 장 주네와 사드 후작 등이 있다고 평가하였고, 스페인 문학에서 배
제되어 온 섹슈얼리티 측면에서 “이 소설은 사드 후작이 부재한 스페인
문화에 대한 고이띠솔로의 대답”이라고 하며 사드 후작의 영향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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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Gould Levine, “Introducción 1985” 12, 44). 고이띠솔로는 정체
성의 표지에서 첫 성체 배령을 한 여자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드
후작의 난교를 언급한 바 있고(SI 77), 유럽 부르주아 사이에서 이성과 반
대되는 동물성으로 치부되었고 자본 축적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억압된
성을 복권하기 위해 저항한 인물로 보들레르, 랭보 등과 함께 사드 후작을
꼽기도 했다(Goytisolo 1969, 47). 그리고  돈 훌리안에는 나오는 아홉
개의 제사 가운데 여덟 개가 돈 훌리안 전설 등 작품의 소재와 직접적으
로 연관된 데 비해, 악에 대한 사드의 글은 스페인이나 아랍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은 만큼 주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38) 사
드의 다른 대표작 쥘리에트 이야기, 혹은 악덕의 번영 Histoire de

Juliette ou les prospérités du vice에서 인용한,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
고 완전한 붕괴를 초래하는 악을 범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은 책 전체에
대한 제사 중 하나로서, 거기에서 비체의 침투, 내부 파괴, 밀폐된 순환
구조로 대표되는 정체성 탈각의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다(DJ 113).
한편, 본 논문에서 돈 훌리안의 정체성 탈각 메커니즘의 이론적 분석
틀로 삼은 크리스테바의 비체 개념 또한 “신체적, 도덕적, 종교적 규범과
규칙을 위반”하는 사드적 리베르탱의 영향을 받았다(존 필립스 107-109).
쥘리에트의 “그녀가 자연의 소리를 귀담아듣는다면 자신이 자연으로부
터 이런 종류의 쾌락으로 쏠리는 아주 뚜렷한 기호, 아주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존 필립스 105 재인용) 구절과 규방철학의
“[우리는 모두] 일정 정도의 잔인성을 타고나며, 이런 잔인성은 나중에 교
육에 의해 완화된다”(스튜어트 후드 125 재인용) 구절에서 볼 수 있듯, 사
드는 인간이 폭력과 섹슈얼리티를 내면에 지니고 태어났으며 그것 또한
존재의 일부였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즉 상징적 질서의 아버지의 법에 예
속되면서는 그것이 억압되고 정체성에서 배제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체
는 내면에서 추방되었으나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여러 작품을
38) 돈 훌리안의 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책 전체에 대한 제사 3개( 돈 훌
리안 관련 글 2개, 악에 관한 사드 후작의 글 1개 ), 제1 장 (탕헤르와 배신에 관한
장 주네의 글 1개 ), 제 2장(‘스페인 토종(carpeto)’의 특징에 관한 글 1 개 ), 제3장
(무어인 침략 관련 글 2개), 제4장( 로드리고 왕의 최후에 관한 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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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비체를 귀환시키고 상징적 질서와 경계를 허물고자 하였다. 그는 “성
적으로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여성, “남색, 분변 애호증, 속박”(존 필립스
12) 등을 통해 규범에 도전하였고, “음문[을] 생명의 창조가 아니라 파괴
의 채널”(존 필립스 134)로 그리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고이띠솔로가
작품을 통해 보여 주는 성적 억압에 대한 저항과 비체적 존재들의 복권에
있어서 사드 후작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39)
주관적 전유를 통한 스페인적 자아의 파괴는 여성의 성기와 동굴의 이
미지를 연결 짓는 것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관찰 가능하다. 대마를 피우고
주관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I-독자/화자는 기표의 다의성을 이용하여
현실을 변형한다 . 스페인적 자아는 비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동굴이라는
상징을 이용하여 ‘성소’와 ‘적’을 동치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비체를 주입한
다. 구체적으로, 성스러운 스페인 여성의 성기를 더럽고 외설적인 아랍 변
소 및 목욕탕과 같은 단어와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냄으로써 성소는 결국
비체가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유발하게 된다.
작품 앞부분에서 스페인 여성의 성기는 다음과 같이 종교적 색채를 가
진 단어들로 표현되었다 . “신학적 요새”, “성스러운 동굴”, “지성소들 ”,
“지하 납골당 ”, “깊이 감추어진 굴들”(DJ 133-134). 그리고 스페인 남자들
은 아무리 들어가고 싶더라도 성소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암굴 앞
에 항상 침 흘리고 ” 있을 수밖에 없었다(DJ 226).
그런데 A-자아는 주관적 전유를 통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한
다.

I-독자는

영화관에서

제임스

본드

주연의

 007

썬더볼

작전

Operación Trueno을 보면서 졸다가 깼는데, 수중 장면이 나오는 중이
었다. A-자아는 그 장면을 동굴, 그리고 여성의 성기로 바꾸어 버린다 .
“대양은 드넓은 동굴이 된다 ”, “밤, 꿈, 그림자들의 왕국 ”, “여성 암굴 , 플
루토스의 그늘진 최후의 보루”(DJ 181). 바깥에서 신성하게만 보이던 성소
39)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 측면에 있어서도 사드 후작의 작품과 고이띠솔로 삼
부작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Cf. 장르 혼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정
해수 264; Ortega 10).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기존 질서 비판은 다음을 참고할 것
(이충훈 25; DJ 32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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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부는 A-자아의 주관적 해석을 통해 침투되고, 밤, 어둠, 꿈(주관성),
죽음 등의 비체적 함의를 획득한다.
나아가 동굴의 이미지는 앞선 인용에서처럼 아랍의 공중변소뿐만 아니
라 나체의 아랍 남자들로 가득한 공중목욕탕과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된다.
“미스터리”, “지옥의 동혈”, “그림자들, 꿈, 밤의 왕국”, “베르길리우스의
습한 석굴”(DJ 187). 그리고 목욕탕은 현실의 질서를 거부하는 주관성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평면을 망가뜨리고 윤곽을 흐리게 하는 비현실의 목
욕탕은 오직 연결되지 않은, 숨어 있는 이미지들만을 회복한다”(DJ 188
).40) 그 안에 있는 아랍 남자들은 “공동묘지의 굶주린 목구멍에다, 대량으
로, 곧 쏟아부을 수 있는 몸들, 더 많은 몸들”(DJ 187)이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서 공동묘지(fosa común)는 앞에서 스페인 여자의 성기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인 지하 납골당(cripta)의 동의어로서, 이 같은 표현은
아랍인의 무자비한 스페인 성소 침략을 예고한다. 때마침 화자는 목욕탕에
서 “타릭, 타릭!”(DJ 188)을 부르면서 본격적인 스페인 침략을 위해 더 깊
은 주관성 속으로 침잠하기 시작한다. “유혹하는 [지브롤터] 해협에서 한
발짝 거리에서 : 이제 막 건너기 직전 : 머리도 기대고 눈을 감으면서, 그
래, 감으면서”(DJ 188-189).
돈 훌리안에서 성기-동굴 비유의 대상이 되는 여자는 크게 두 사람,
뿌띠파르(Mrs. Putifar)와 이사벨 여왕 (Isabel la Católica)이다.41) 탕헤르
40) 화자는 목욕탕은 수증기로 가득 차 있어서 사물의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변신
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한다(DJ 187). 작가로부터 소격화된 텍스트가 다의적 해석의
폭이 넓어져서 보다 주관적인 전유가 가능해지는 것처럼, 시각적 표상 또한 경계
와 형태가 불분명해질수록 보는 사람의 주관성 속에서 보다 자유로운 변신이 가
능해지는 것이다 .  정체성의 표지  마지막 장에서 알바로는 몬주익 언덕에서 바
르셀로나를 내려다보면서 보이는 것들을 묘사하는데, 그 묘사는 사물들의 경계를
구별 짓지 않는다( SI 398-399). 그리고 “ 안개” 가 “굴뚝의 증기 ”, “공장의 연기 ”와
섞여서 시야를 가린다( SI 406). 이 장면은 후속 작품에서 수행될 스페인적 정체성
에 대한 주관적 전유와 탈각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1) 뿌띠파르: 포티파르(Potiphar)의 스페인어 표기. 포티파르는 성경에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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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광을 와서 뱀을 어깨에 두르고 사진을 찍던, 붉은 펠트 모자를 쓴 익
명의 미국인 관광객 여자는 A-자아의 상상 속에서 독사에게 뺨을 물린 직
후에 뿌띠파르(Mrs. Putifar)라고 명명되고, “ 동양 땅신령들”은 죽은 뿌띠
파르를 약탈하고 그녀의 치마들 들어올려서 “동굴”에 오줌을 싼다(DJ
171-172). 동굴에 오줌을 싸는 행위는 공중변소 장면의 변주로서, 그 후
뿌띠파르는 사반세기 전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 I-독자를 자신의 동
굴로 초대하는 등 음란한 여성의 이미지로 나타나기 시작한다(DJ 203). 가
톨릭 사제는 설교에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죽음(la Muerte)”에 대해 설
명하는데, 죽음은 “음란한 여성의 유혹하고 도발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
며 정신이 팔린 젊은 기수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드는 존재이다. A-자
아는 이 순간에 뿌띠파르를 떠올리는데, 상상 속의 그녀는 엉덩이를 위아
래로 흔들고 허리를 나선형으로 돌리는 등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하고 있다(DJ 207).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영화 속 물라따 댄서의 섹스가
묘사된 적 있고(DJ 180-181), 비시고도 왕국의 후손이자 정통 기독교 신
자이며 완벽한 기독교 기사인 돈 알바로 뻬란술레스의 딸 이사벨 여왕이
독방에서 고행을 하기 위해 스트립쇼를 하듯 옷을 벗고 스스로에게 채찍
질을 하는 장면 또한 A-자아의 주관 속에서 동일한 표현을 통해 마조히즘
적인 자위행위로 변모해 버린다(DJ 260-262). 스페인 정체성의 모태인 이
사벨 여왕과 자기 자신마저 버리는 신실한 신앙의 외피 속에 감추어져 있
던 피가학적 섹슈얼리티를 꺼낸 화자는 “신학적 요새”, “지성소들”, “신성
한 동굴”, “암굴”에 다가가지 못하고 자위행위만 하고 있는 고분고분한 스
페인 토종(carpeto)과는 달리 채찍을 빼앗아 들고 관광객들과 함께 동굴
로 들어간다. 그곳은 스페인의 자랑스러운 관광 자원이라고 묘사되지만 ,
동굴의

이름이

탕헤르

근교의

유명한

관광지인

“헤라클레스

동굴

(Hercules’ Caves)”임이 알려진다.42) 이는 곧 스페인적 정체성의 기반이
인물로서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을 종으로 삼은 경호대장이다. 포티파르의 아내는
요셉과 동침하자고 여러 번 유혹했지만 주인과 하느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유혹을 거절한다. 이에 그녀는 요셉에게 강간미수 누명을 씌웠고, 요셉은 감
옥에 갇힌다 ( 공동번역성서  , 창세기 39:1-20). 포티파르의 아내는 색을 밝히는
여성을 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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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성소는 결국 비체의 공간인 아랍이었음을 시사한다(DJ 262-263). 탐
험을 끝낸 후 화자는 스페인을 “보지(Coño)”라고 부르며 같은 단어를 사
용하여 스페인의 정체성에 대한 담론을 ‘검열’하는데 , 마치 스페인의 정체
42)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줄로만 알았던 스페인의 성소는 1950년대 이후 관광
산업을 육성하던 스페인으로서 프랑코의 개방 정책에 의해 이미 개발되어 팔리고
있었기에 돈만 있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travelers’ check
accepted here”(DJ 263). 소비자본주의라는 전 지구적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국
가 정체성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성소 ’의 빗장이 허물어진 것이다 . 이에 고이띠
솔로는 팔랑헤를 필두로 정체성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프랑코에게는 포주 , 그 정
체성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이사벨 여왕에게는 창녀의 이미지를 덧씌운다 . 스페
인은 문호를 개방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상품화하여 ‘팔게’ 되는데, 이 작품에
서 팔아넘기는 것은 곧 배신으로서 , 프랑코도 곧 돈 훌리안 백작과 같은 배신자
인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팔아넘기는 대상이 비체가 아닌 소비주의라는 것이며,
전자는 정체성의 기반을 파괴하지만 , 후자는 정체성을 소비를 위한 상품으로서
껍데기로만 남겨 놓는다는 점이다. 어쨌든 관광을 통해서 5세기 가까이 유지하고
있던 정체성이 와해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고이띠솔로는 정체성의 표지  와  조국 없는 후안에서도 관광에 대한 내용
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 이 주제에 대한 에세이도 썼을 정도로 이 문제를 중요
하게 생각하며 스페인의 문호 개방을 스페인의 역사적 변곡점으로 여긴다 . 따라
서 돈 훌리안 에서 스페인의 국가 정체성은 I-독자의 I-텍스트 전유와 소비자
본주의 시스템 , 두 가지 방향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고이띠솔로는
어느 한 가지를 배척하지 않고 두 가지 힘을 작품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 . 그
러나 I- 독자의 전유는 개인의 문제이고 , 소비자본주의 시스템은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흐름이므로 , I- 독자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스페인적 정체성이 ‘자연사 ’
하기 전에 개인적인 복수와 개인적인 정체성 탈각을 감행하고 싶었을 것이다. 도
시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알타미라 동굴로 숨어 버린 98세대 문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관광지에 주둔해 있는 아랍군에게 화자가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DJ 283). 한편, 고이띠솔로는 2004년에
돈 훌리안 백작의 복권 에서 돈 훌리안으로 책 제목을 바꾼 이유를 “ 더 이상
복권할 것이 남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했는데 (Gould Levine, “Introducción
2004” 61), 스페인이 세계 시장에 통합된 그 시점에서는 스페인적 정체성이 이미
껍데기로만 존재했기에 비체로서의 아랍에게 ‘조국을 팔아넘기는 ’ 행위의 의미가
퇴색했기 때문일 것이다. Cf. 프랑코 후기 산업화와 개방이 스페인의 정신에 초래
한 효과에 대한 고이띠솔로의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것(Goytisolo 1969,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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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모든 것들 속에 추방되어 있던 비체를 바깥으로 끄집어낸 것처
럼 보인다.43) 스페인적 자아와 비체의 경계를 다양한 층위에서 허물어 버
린 I-독자는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타릭과 아랍군에게 신호를 보내서 “보
지(Coño)”가 된 스페인의 성소를 침략하게 한다(DJ 267-268).
프랑코 , 혹은 순수한 스페인성의 화신(DJ 182)을 표상하는 허세꾼
(Figurón), 편재자(Ubicuo), 세네카 등은 돈 알바로 뻬란술레스라는 이름
을 가진 인물로 수렴한다. 이 인물은 스페인적인 것에 대한 무제한적 애정
을 보인다. 심지어는 제1장에서 스페인을 대표하는 동물인 스페인아이벡스
(capra hispánica)의 똥을 집어서 향기가 난다고 하며 동포인 I-독자에게
권유한다. “이건 스페인아이벡스로군, 이라고 말한다 : 가져, 냄새 맡
아!”(DJ 185). 이 구절에서 스페인적 가치에 대한 미사여구 아래에 감추어
진 비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I-독자는 스페인적 자아와 비체의 경
계를 해체하면서, 이상적 스페인의 상징을 비체로 오염시켜 나간다.
돈 알바로 뻬란술레스는 앞서 언급한 스트립쇼를 하는 이사벨 여왕의
아버지로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는 중세의 완벽한 기독교 기사로 소개된
다. 세네카와 기독교 기사는 국수적 사상가들이 스페인 사람의 이상으로
설정한 모습이다(Goytisolo 1969, 38-39). 하지만, 돈 훌리안에 등장하
는 기독교 기사는, 이사벨 여왕의 동굴이 아랍군에 의해 침략당하고 있는
동안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역사적인 성탑에서 영감을 받은 몸짓과
43) ‘검열’된 담론은 다음과 같다. “es él, no cabe la menor duda, dios mío,
quién lo hubiera dicho, del Co ño / del Coño, sí, del Co ño / no lo
creen ustedes? / mírenlo bien / del Coño / emblema nacio nal del país
de la coña / de todos los coñones que se encoñan con el coñesco país
de la coñífera co ña do nde todo se esco ña y desco ña y se va para
siempre

al

sacro ñísimo

Coño

/

del

Co ño

/

símbolo

de

vuestra

encoñante y encoñecedora coñadura coñisecular / de la co ñihonda y
coñisabidilla coñería de la archicóñica y coñijunta coñición coñipresente
/ del Coño, coño!”(267; 강조는 필자 ). Cf.  정체성의 표지 에서 알바로의 영화
필름을 압수하던 치안군의 취조 내용을 예스떼 축제 프로그램 글귀로 덮은 ‘검열’
기법과의 형식적 유사성에 주목할 것(SI 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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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여전히 고귀하고 모범이 되는 애국심에 대한 광대한 삼행시를 낭
송”(DJ 270)하는 등 스페인에 대한 말과 몸짓만 앞세우면서 정작 스페인
의 실제 현실은 알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인물로 묘사된다. 아랍군의 침략
이 진행되는 동안 스페인의 대지는 “갈라진 상처 껍데기 사이로 고름과
장엄함을 흘리고” 있고, 기독교 기사의 갑옷은 이제 “두꺼운 다각형 각질
비늘의 갑각”으로 표현되면서 아랍을 상징하는 뱀으로 변해 간다(DJ 270).
한편, 기독교 기사는 로뻬 데 베가나 띠르소 데 몰리나의 명예에 대한 고
전 희곡을 도서관 책장에서 꺼내서 낭송하는데, 책에서는 I-독자가 제1장
에서 짓이겨 두었던 체체파리, 벌, 등에 등 벌레들이 떼로 나오기 시작해
서 스페인 고전 책장을 가득 메우고 교미하고 번식하는 바람에 더 이상
낭송은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기독교 기사의 갑옷도 “균열이 생기고 어떤
비늘은 떨어진다 : 크기도 줄어든다”의 변화를 겪다가 결국 “기사는 죽었
다”(DJ 272-276). 그의 장례는 중세 가톨릭식으로 진행되지만, “구불구불
한 무어 골목의 귀퉁이를 돌자” 기독교도들의 행렬은 “지킬 박사와 하이
드”처럼 변신하여 갑자기 영화에 나온 관능적인 카리브 카니발 축제가 펼
쳐지고 , 성주간 행렬 두건을 쓰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기독교도 또한 두건
을 벗고 보니 배신자 훌리안이었음이 드러난다 . “장갑을 거꾸로 뒤집는 것
처럼”(Goytisolo 2005, 260) A-자아는 언어 기호의 다의성을 이용하여 이
상적인 스페인의 상징 속에 숨겨져 있던 비체적 존재들을 꺼내면서 스페
인적 자아를 없애 버린 것이다.
제4장에 나오는 알바리또 또한 비체에 의해 오염되어 파괴되는 과정을
동일하게 보여 준다. 알바리또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제2장에서
돈 알바로 뻬란술레스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면서인데, 이 아이는  정체성
의 표지에서 순교자가 되고 싶어하던 알바로 멘디올라의 어린 시절처럼
투철한 가톨릭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 가톨릭적 스페인 정신을 내면화한
알바리또는 명백한 “스페인의 본질 ”과 “스페인 토종의 영혼(el alma
carpetovetónica)의 상징”을 내면화해서 마침내 기독교 기사의 갑옷을 입
게 된다(DJ 215-218). 한편, 제2장에서 I-독자의 어린 시절 아이도 등장하

- 109 -

는데, 이 아이는 뿌띠파르에게 유혹당하는 등 ‘악’에 매혹을 느끼고 있었
다. 제4장에서 A-자아는 샤를 페로(Charles Perrault)의 빨간 두건 동화
를 차용하여 주관적 세상을 구성하는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이도 알
바리또라고 불린다 . 처음에는 어머니 이사벨 여왕(Isabel la Católica)의
말을 잘 듣고 알바리또 뻬란술레스와 마찬가지로 선한 행동을 하는 착한
아이로 등장하지만, 할머니를 잡아먹은 늑대였던 훌리안을 만나고 나서는
제2장의 익명의 아이처럼 악에 이끌리게 되었다.44) 한편, 훌리안의 정체는
어린 시절의 I-독자에게 ‘동굴’ 구경을 시켜 준 뿌띠파르와 간통하던 공사
장 관리인인 동시에 관광지에서 뿌띠파르를 죽인 뱀을 부리는 사람인 것
으로 밝혀진다. 이 늑대 훌리안이 사는 곳에 대해서는 흉흉한 소문이 퍼져
서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 지역을 떠났다”(DJ 308). 이 같은 묘사는 훌리
안의 집이 혐오스러운 비체가 머무는 공간임을 암시한다. 항문으로 강간당
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도둑질을 강요받은 알바리또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비체에 매혹되기라도 한 듯 자기도 모르게 자꾸 되돌아온다.
그리고 뱀에게 “흐르는 금색 액체”(DJ 313), 즉 오줌 세례를 받고 독을 주
입받는다. 알바리또도 기독교 기사처럼 겉과 속이 분리되고 내적으로 파괴
되기 시작한다. “내적으로 둘로 갈라진 : 한쪽은 껍데기고 다른 쪽은 물렁
살”(DJ 315), “네가 주입하는 섬세한 독은 그를 감염시키고 그의 상처는
곪는다 : 오직 어리고 수염 없는 얼굴만 기만적으로 흠 없이 유지된다”(DJ
316). 그리고 종국에는 매독균으로 인해 얼굴마저 흉악하게 망가져 버리고
(DJ 317), 알바리또는 신앙마저 사라져 버린다(DJ 319). 화자는 알바리또
의 신앙이 사라진 직후에 막을 내리는데(DJ 319), 이는 ‘밀폐’의 모티프를
강조하면서 스페인적 자아의 완전한 패배를 암시한다. 완전히 파괴된 알바
리또는 더 이상의 악을 감당하지 못하고 훌리안의 권유에 따라 자살한다.
지금까지 A-자아가 언어 전유를 통해 스페인적 자아의 기반이 된 아브
44) 늑대가 된 훌리안은 처음에는 ‘뱀 ’ 을 아이의 “동굴에 넣음 (encovarás)”으로
써 강간하고 목을 베어 죽이는데, 이는 제4장의 제사에 묘사된 로드리고 왕이 뱀
으로 변한 훌리안에게 죽임을 당하는 꿈속 장면을 변형한 것이다. 하지만, 화자는
“죽음은 충분하지 않다”( DJ 302) 고 하면서 , 이 결말을 무효화하고 아이에게 ‘독을
주입하는 ’ 방식의 파괴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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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시옹을 무효화하고 추방된 비체를 복권시키는 과정을 , 그리고 결국 훌리
안의 ‘배신’으로 가능했던 비체의 침략이 스페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모
습을 살펴보았다. 이사벨 여왕, 돈 알바로 뻬란술레스, 알바리또로 대표되
는 세 종류의 인물은 “스페인에 대한 모친살해, ‘괴물 같은 아버지’에 대
한 부친살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고이띠솔로] 자신의 과거와 어린
시절에 대한 살해”를 의미한다(Geist 46). 이 과정을 끝낸 I-독자는 꿈과
같은 주관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시끌벅적하고 카오스적인 탕헤르
의 시장 거리로 돌아온다. 스페인에 대한 복수를 통해 스페인적 정체성을
탈각한 I-독자는 시장에 굴러다니는 팔다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심장에
는 핀이 박히고 머리가 없는 등 “보복적 격노의 지독한 흔적이 남은 . . .
인형”(DJ 325)을 목격한다 . 이 인형은 메스끼따에서 나온 아랍인 주술사들
에 의해 구출된다. 인형은 사지를 되찾고 부활하는데, 무어인 복장을 한
채로 “순수한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을 부르고, 무슬림이 되고 싶은 생생한
욕망을 표명한다”(DJ 326). 이는 다시, 정체성의 탈각 이후에 I-독자가 지
향하는 곳은 아랍 세계라는 것을 암시한다.

3. 조국 없는 후안에서의 정체성 탈각
삼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조국 없는 후안에서 A-자아는 아랍 세계를
지향하는 동시에, 부르주아 가문의 역사와 가톨릭에 기반한 스페인의 문화
등 천민들 (parias)에 대한 억압 위에 세워진 정체성을 탈각하고자 한다.
이 정체성 또한 어릴 때부터 I-독자가 살아 온 환경 속에서 내면화된 것
으로서 , 억압적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자아실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
제이기 때문이다. 앞선 작품에서는 스페인적 자아와 그것의 비체가 나뉘어
있는 경계 지대에 초점을 맞추며 비체의 폭력적인 침투를 이용하여 스페
인적 정체성을 무력화하였지만, 이 작품에서는 경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제시되는 I-텍스트의 내부에 들어가서 담론의 질서에 과도하게 순응함으
로써 정체성을 조롱하고 무력화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그러기 위해서 I독자는 문제시되는 담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숨기는데,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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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인물은 완전히 사라지고 . . . 서술하는 목소리는 정체성의 외적
표지들로부터 정화되어 순수한 창조 행위로 변모한다”(Bieder 93). 한편,
화자는 “하얀 페이지에 너의 세상을 재창조하면서 ”(JT 104) 그토록 희구하
던 뿌리로부터의 해방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A-자아는 돈 훌리안에서 ‘순수한 스페인성’의 강요에서 벗어나기 위
해 8세기의 아랍 침략을 모티프로 하여 레꽁끼스따를 통해 추방당한 비체
로서의 아랍을 복권함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관성 속에서
실현하였다. 이 같은 해석을 촉진하기 위해 돈 훌리안 백작이라는 전설적
인물과 탕헤르라는 지리적 공간을 상정하였고, 대부분의 서사는 꿈속에서
처럼 변화무쌍하게 인물과 공간의 형태가 바뀌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
를 들어 I-독자는 훌리안, 어린 시절 모습, 늑대, 뱀 부리는 사람, 공사장
관리인 등으로 상황에 맞추어 그 모습을 바꾸기는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는 특정 인물로서 존재하고 있다. 스페인성과 아랍성의 대립이 중요한 요
소이기 때문에 각 성질을 담는 데 필요한 인물과 공간이라는 ‘그릇’ 자체
는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국 없는 후안에서는 더 이상 “뼈와 살을 가진 인물의 고질
적인 개념”(JT 251)에 의존하지 않는다. 탕헤르의 돈 훌리안과 같은 구체
적인 시공간을 상정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I-독자가
원하는 바는 스페인의 “역사나 문화”를 떨쳐 버리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I-독자는 더 이상 구체적인 인물과 시공간의 제약을
버리고 보다 독창적이고 자발적인 자아에 가까운 모습을 취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 고이띠솔로는 “그는 ‘단지 언어적 인물에 불과’한, 조국이 없는
진정한 인간이며, 그래서 내가 이 소설에 ‘조국 없는 후안’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고 설명한다. I-독자, 그리고 주인공을 나타내는 ‘너(tú)’는  정체성
의 표지에서 알바로 멘디올라였고,  돈 훌리안에서는 훌리안 및 상응하
는 여러 변신한 인물들이었지만, 조국 없는 후안에서는 작품의 대부분에
서 알바로의 자아이자 자아의 해석을 기록하는 무형의 화자로서 존재한다.
I-독자는 언뜻언뜻 좁은 방 안에서 책을 쌓아 두고 글을 쓰고 있는 ‘인물’
또는 아랍 세계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로 나타나거나 한때 사회적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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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글쓰기를 했지만 이제는 주관적 글쓰기를 하는 작가라는 형태로 나타
나기도 하는데, 등장해도 금방 사라지고 짧은 ‘현현’마저도 물질성을 가진
인물로 특정되지 않으며 다만 특정한 공간의 묘사를 통해 그곳에 어떤 형
태로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만 유추 가능한 경우가 많다. I-텍스트를 독해
하는 I-독자의 공간적 위치는 바르셀로나도, 탕헤르도 아니고 어디인지 모
르기 때문에 상황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자아는 I-텍스트를 해
석하는 방식을 강요하는 상황적 제약에서 그만큼 자유로워진 것이기 때문
에, I-텍스트를 전유할 수 있는 주관성의 폭은 무한히 확장된다. 천지를
창조한 하느님의 말씀과도 같이, 목소리 또는 글쓰기로만 존재한다.
글쓰기의 전능!
단지 종이 한 묶음과 뚜껑 없는 볼펜 두 자루 . . . 네가 자주 일하는 작은 방
에 틀어박혀서 . . .
poderes omnímodos de la escritura!
con un simple bloc de papel y dos bolígrafo s sin capucha . . .
recluido en la minúscula habitación donde habitualmente trabajas (JT
110)

화자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물과 말의 임자이
자 주인”(JT 100)이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돈 훌리안에서
와는 달리 도망 다닐 필요도, 애를 쓰고 싸울 필요도 없다. “페이지 안에
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JT 96)
한편, 고이띠솔로는 밀폐된 구조의 돈 훌리안과는 달리 조국 없는
후안 은 중심 주제에서 부챗살처럼 여러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개방된 구
조의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였으며 이 작품의 의미는 경계에 얽매이
지 않는 것에 있다고 설명한다. “작품은 쿠바에서 이스탄불로, 뉴욕에서
사하라 사막으로,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또는 유토피아
로 점프한다”(Ortega 10-11). 이 작품은 인과성이나 시간의 흐름, 소설의
전통적인 구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시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특정 사건이나 모티프가 아니라 “글쓰기 자체가 조직화하는 핵”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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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한다(Ortega 16). 까스떼예트는 “조국 없는 후안은 순수한
텍스트가 되고자 한다. . . . 동시에 소설이자 시이며, 에세이이자 비평이
다”라고 하며 “아마도 20세기 전체를 통틀어 문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스
페인 소설”이라고 극찬하였다(Castellet 138). 그렇기에 언뜻 보면 이 작
품이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통일된 인물도, 서사도
없으며 , 화자는 일부러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모로코 페스의 카오스적으로 복잡한 길을 지나며 “너는 익명의 건축가를
본받을 것이고 미래의 독자들을 너의 글쓰기의 굽은 길들과 함정으로 빠
져들게 할 것이다”(JT 115)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전반을 가로지르며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알바리또와 보스크이다. 알바리또는 정체성의 표지에서도, 돈 훌
리안 에서도 가톨릭의 이분법적 선/악 세계관에 빠져 있는 인물이었다. 
조국 없는 후안에서도 같은 종류의 인물로 등장한다. 알바리또는 알바로
멘디올라의 어린 시절 모습을 표상하는데, 리얼리즘적 요소가 짙은 첫 번
째 작품에서는 보모 루르드에게서 그러한 세계관을 배우고 체화했지만 현
실과의 모순을 깨달은 뒤 그 세계관은 끝나 버렸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자아가 선/악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알바리또의 내부를 악으로 물들게
해서 알바리또를 소멸시켰다. 이 작품에서는 “세르반테스적 전통”에서처럼
“유머와 패러디”를 사용하여 알바리또가 체화한 가톨릭적 선을 조롱해 버
린다(Eilenberger et. al.).
한편, 보스크는 돈 훌리안의 돈 알바로 뻬란술레스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가톨릭 사제, 대령, 리얼리즘 사조의 작가, ‘정상화 시설
(Instituto de Normalización)’의 의사 등 시공간적으로 더 자유롭고 다
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종교적, 성적, 문학적 담론을 말하는, 전통적
의미에서는 개별 인물이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모두 A-자아
와 충돌하고 화자의 글쓰기에 의해 지워지고 사라지는, 탈각의 대상이 된
다는 점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간주할 수 있으며 , 따라서 돈 알바로 뻬란술
레스보다 더 유동적인 변신을 한고도 해석할 수 있다.
19세기 쿠바의 “멘디올라와 몬딸보(Mendiola y Montalvo)” 제당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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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멘디올라 가문의 주인이 갓 설치된 양변기를 개시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그 장면은 흡사 절대 군주가 왕좌에 앉는 성대한 행사처럼 묘
사된다 . 제당소의 주인 가족들은 하느님과 성모, 이사벨 여왕 등 스페인의
종교와 역사에서 신성시되는 존재에 비유되는데, 동물처럼 도랑에서 똥을
싸고 냄새를 풍기는 대신 이제 똥의 더러움에서 해방되어 천사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이다(JT 21-22). 제당장의 가톨릭 사제(capellán)로 등장하는
보스크는 흑과 백, 더러움과 깨끗함, 죄와 구원의 이분법적 구도를 설파하
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똥은 악마적인 것이며, 항문은 “악마의 눈”에 비유
된다. “하느님의 눈이 빛과 백색을 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금수의 항
문, 악마의 눈은 감염과 악취, 더러움과 죄악을 방출한다”. 보스크 사제는
나아가 “하느님의 아들과 하얀 동정녀[성모]와 성인들과 천국의 복자들이
지상의 삶 동안 배설을 했다”고 믿는 흑인 노예들을 보고 멍청하고 불경
스럽다며 말하며 똥은 악마의 것이기 때문에 신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똥도 싸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부패하는
것은 전체가 부패 가능”하므로, 만약 신성한 그들이 배설을 했다면 배설물
은 “성스럽고 귀중한 유물처럼 신앙심 있는 영혼들에 의해 사랑스럽게 보
존되었을 것 ”이기 때문이다(JT 19-20).
원죄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하며 구원은 오직
대속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기독교 신학에 바탕한 이 논리는 보스크 사제
담론의 핵심으로서, 죄인으로서의 흑인 노예와 신성하고 순수한 존재로서
의 멘디올라 가문을 구별하고 노예 노동의 착취를 영속화하는 역할을 한
다. 흑인은 검은 것 자체가 죄일 뿐만 아니라 몸에 ‘악마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배변이라는 “신성 모독적 불경”(JT 172)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기
에 구원에서 요원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스크는 배변을 항문 섹스의 원
인으로 취급한다. “악마는 그것[항문]을 통해 나타나고 그래서 너희는 배
변의 부정함에 미적거리고 부끄러움도 없이 항문 섹스의 악행에 탐닉한
다”(JT 21). 그러나 사제는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정숙해질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JT 24)고 하며 속죄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주님
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도록 죄의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한 인고의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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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하얀 설탕을 만드는 과정에 비유하면서, 노예
착취를 정당화하고 이것이 그들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다(JT 34).45)
그런데 전체가 순수하지 않으면 타락한 것이라는 주장은, 성모의 파란
망토 아래 항문이 있는 부위는 “금과 보석으로 덮여 있고”, “악마의 눈이
부패와 타락을 분비하는 곳에서 주님의 그것은 조화와 향기를 발산한
다”(JT 21)와 같은 어처구니없고 유머러스한 발언에서 더 나아가 I-독자의
어린 시절 모습을 나타내는 알바리또 이야기를 통해 희화화된다. 보스크
사제는 분변을 악마성과 관련짓고 악마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배변 활동을 ] 지배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서 “내 아들아,
절대 희망을 잃지 말거라 : . . . : 너는 똥을 그만 싸게 될 것이다!”(JT
168-170)라고 말한다. 이 내용 바로 다음에 로마 교황청에 의해 복자로
추서된 알바리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릴 때 기독교 교육을 받은 알바리
또는 신성모독을 저지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변비에 걸려서 똥을 못 싸
게 되었다. 알바리또는 육체적 쾌락에 굴복하라는 뱀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수호천사의 편에 서서 항문을 완전히 막아 버린다. 알바로는
“피부의 통로로 향기로운 물질을 배출”하였고, 마침내 하느님과 성모를 흡
족하게 한다(JT 171-175).
알바리또의 이야기는 보스크 사제가 흑인 노예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
해 그들에게 제시한 속죄 방법의 성공담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화자는 파괴
의 대상인 보스크의 주장을 주관성 속에서 극단까지 실현하는데, 이는 “페
이지 안”(JT 96)에서는 물리적 한계와 가능/불가능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45) 속죄를 강요하는 카톨리시즘의 사디즘적 성향을 찾아볼 수 있다. “흔히 그것
[사디즘적 성향 ]은 타인에 대한 지나친 선의와 배려의 결과로 은폐된다 . 그리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합리화는 다음과 같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 최선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지배한다 . 너의 이익을 위해 너는 나를 따라야 한다 ’”(에리히
프롬 123). 한편, 보스크는 종교재판과 화형을 정당화하면서 유사한 논리를 들이
댄다 . 이번에는 제당 과정이 아닌 몇 시간씩 걸리는 금의 정련 과정에 비유하는
데 그에 비해 화형은 “화형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영혼의 정련 과정은 겨우 10분
걸린다”( JT 152).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지만 당하는 이
를 생각해 주는 것 같은 사디즘적 면모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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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편,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 공통의 생물
학적 한계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보스크의 주장은 희화적
으로 조롱당하며 그 허구성이 폭로되면서 담론은 효력을 잃는다. 알바리또
이야기를 끝낸 화자는 “코맹맹이 목소리는 네게 양냥거려서 너는 그것을
그만 받아쓸 것이다”(JT 176)라고 하며 이제는 보스크의 목소리를 가로막
고 본인의 반박하는 해석을 현실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 변비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배 마사지, 섬유질 섭취 등의 처방을 실천하고, 무엇보다도 배변 시 변기
를 사용하는 것보다 옛날 방식으로 쭈그려 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JT 176-179). 즉, 중세적 사고에 갇혀 있는 시대착오적인 현실 인식 방법
을 탈피하자는 것이다. 화자는 변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세속적으로
변비증에 걸린, 그리고 자족의 왕좌에 자리한 국가(그의 국가)”(JT 177)인
프랑코 치하 스페인의 문제라고 명시한다. 화자는 비록 변비를 통해 유머
러스하게 스페인의 상황을 진단하고 변화를 촉구하지만, 1970년대가 되도
록 스페인 사람들을 계서적이고 사디즘적인 중세적 사고방식하에 두고 통
제하는 카톨리시즘의 억압적 담론 전반을 비판의 표적으로 삼았을 것이다.
한편, 웅크려 앉아서 배변을 해야 한다는 처방은 동물적이고 추한 모습까
지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보고자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서, ‘추’를 긍정하는 고이띠솔로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 얼굴은 엉덩이
로부터 멀어졌다”(JT 7). 즉, 인간은 결국 동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화자는 성적 쾌락에 있어서도 끝까지 정숙과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보
스크의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함으로써 카톨리시즘의 위선적인 금욕적 정
체성을 탈각하고자 한다. 앞에서는 정숙하고 뒤에서는 색을 밝히는 가톨릭
사제의 모습은 사드 후작이 묘사한, 임종 기도를 하러 왔지만 쾌락을 옹호
하는 죽어가는 자의 논리에 설득당해 “여자들 품에 안긴 채 자연에 의해
타락한 인간”이 된 사제(사드 2007, 36)라든지 “법복 밑에서 수음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존 필립스 32)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혀 새로운 주제가 아
니다. 그런데 정작 관심은 섹스에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말의 순수성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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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외설적인 내용을 외설적이지 않아 보
이도록 에둘러 표현하거나 ‘성스러운’ 언어인 라틴어로 외설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은 가톨릭의 성적 순수성의 개념과 그 위선에 대한 조롱이
라 할 수 있다.
사제 보스크는 흑인 노예들이 성관계를 맺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면서
“너희는 뒤쪽을 찾고, 그녀들의 파렴치한 암흑 속 타락한 터널들을 연다”
라고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듯 항문 섹스의 동작을 직접적인 단어는 쓰지
않지만 가치 판단이 들어간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자세히 묘사하는 한편,
오럴 섹스에 대한 묘사는 “그을린 사탕수수를 두툼한 입술에 가까이 가져
가고 안에 삽입하면서 : 단맛을 맛보고 당밀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게
끔 하기 위해”(JT 27)라고 나타나는데 , 표현만 놓고 보자면 악행과는 거리
가 멀어 보인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흥분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사제 보스크는 라틴어를 사용한다.
창고의 혐오스러운 악행에 대한 묘사는 미세한 정숙의 베일과 함께 , 어쩌면
불안정한 교양의 옻과 함께 행위의 가공할 만한 날 것의 현실을 완화하기 위
한 목적의 화려한 라틴어 표현법을 그의 입술로 가져온다 : 쿤닐링구스, 펠라
티오 , 오스쿨로스 아드 맘마스, 코이투스 인테르 페모라, 임미시오 인 아눔!
la descripción de los vicio s nefandos del almacén trae a sus labios
una florida f raseología latina destinada a paliar con un velo de
tenue pudor, tal vez co n un precario barniz de cultura, la cruda y
espanto sa realidad de los actos : cunnilingus, fellatio, ósculos ad
mammas, coitus inter femora, immissio in anum! (JT 27)

그리고 제당장 주인에게 흑인 노예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
는 심부름을 맡은, 하얀 동정녀라고 불리는 딸 마리따(Marita)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며 사제에게 노예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설명해 달라
고 부탁하지만, 사제가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점잔 빼지 말라고 하
면서 묘사를 강요한다 . “그럼 라틴어로 말해”. 마리따는 그 묘사를 듣고
흥분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는 노예들이 기도 후 쉬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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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한다(JT 28-30). 위의 장면들은 사제, 수사법, 라틴어 등 특권적
지위를 가졌으며 순수하고 정숙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사실은 “베일”을
덮고 “옻”을 칠한 것과 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그 이면에는 인
간의 동물적인 면모가 은폐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순수성에 대한 언어적, 문화적 상징, 그리고 그것을 통해 특정 집
단에게 부여되는 특권의 신화성을 파괴하는 동시에, 그것에 의해 억압받고
추방된 ‘추’와 ‘악’에 대해서도 재고할 물꼬를 터 준다고 할 수 있다.46)
한편, 화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흑인 노예들의 종교 의식을 묘사하는 중
에 하얀 동정녀의 목소리가 등장해 라틴어로 글을 써 달라고 간청하지만,
화자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라틴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며 “너
의 본토 언어로 돌아가서” 스페인어로 묘사를 계속해 나간다(JT 40-41).
이 장면에서 카톨리시즘의 순수성 담론에서 나타나는 정숙과 타락의 이분
법은 “세상의 현실들에 대한 두려움”(JT 77) 때문이라는 사실이 폭로된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를 거부하고 섹슈얼리티로 대표되는 동물성 또한 인정
받아야 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고이띠솔로의 일관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조국 없는 후안에서 A-자아가 노예 착취에 기반한 가문과 카톨리시
즘의 정체성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이전 작품에서처럼 직접적으
46) 사제

보스크가

하얀

동정녀에게

해

준

라틴어

묘사는

다음과

같다 .

“membrum erectum in o s feminae immissint! / socios concumbentes
tangere et masturbationem mut uam adseq ui! / penis vehementis se
erixet tum maxime cum crura puerorum tetigent! / anus feminarum
amant

lambere!

posterio ris

/

sanguinis

factitant!

/

menstruationis

ejaculatio

devorant!

praematura!

/

/

coit us

a

recept aculum

seminis!”( JT 29). 오럴 섹스, 수음, 항문, 생리혈, 후배위, 조루 등을 묘사하지만,
단어와 표현의 나열에 불과할 뿐 제대로 된 라틴어 문장이 아니다 . 사제는 현실
의 음란성을 감추기 위해 성스러운 언어를 사용한 것이지만 , 스페인의 학교에서
는 라틴어에 대해 “ 네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 ” 기 때문에( JT 41) 불완전한 문
법으로 인해 라틴어를 ‘타락 ’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따라서 ‘ 정숙한 형식 ’으로
음란한 내용을 가리려고 한 시도는 실패하였고 , 결국 형식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불경 ’을 저지르는 모순에 빠져 버렸다.

- 119 -

로 충돌하고 침투해서 공격하는 광견병 바이러스 같은 양상이 아니라, 증
식하는 암세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담론에 순응하면서도 그
들이 사용하는 기호를 선택적으로 과장하고 증식시킴으로써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예컨대, 포스터 , 동상 , 사진을 규탄하고 없애면서 문제를 피하는 대신 , 우리는
그의 존재의 활성화된 신호들을 증식하되 , 깊게 뿌리 내린 , 대대로 내려오는
선입견이, 그 고귀한 생리학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경멸하도록
가르친 몸에서 숨겨진 부분들에 국한하는 것을 선호했다
en vez de rehuir el problema, condenando por ejemplo los posters,
estatuas, fotografías . . . hemos preferido multiplicar los signo s
activos de su presencia pero limitándolo s a esas partes recoletas del
cuerpo que, a pesar de su noble función fisiológica, un arraigado,
ancestral prejuicio nos había enseñado a desdeñar ( JT 190)

앞서 설명한 두 경우에서 , 첫 번째 경우는 성스러움과 원죄, 구원의 담
론을 재생산하되 배설이라는 주제에 국한한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카톨
리시즘의 상징 가운데 법복과 라틴어가 가지는 특권적 지위를 존중하는
가운데 성에 이끌리는 인간의 동물성이라는 특성에 초점을 맞준 것이다.
위의 설명에서 자명하게 나타나듯이 조국 없는 후안의 화자는 추하고
더러운 것, 배변, 오물,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쾌락적 섹스에 대
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비천한 것을 터부시하며 피하지 않고 부끄
러움 없이 서술한다. 고이띠솔로는 본능적인 혐오감을 극복하고 추한 것에
서 아름다움을 발견해 내는 것을 일종의 도전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서 보
들레르와 장 주네의 영향을 언급한 바 있다(Geist 43). 즉 , 추와 성의 묘
사에는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태도는 돈 훌리안에
서 공중변소와 배설, 수음, 강간, 항문 섹스 등의 주제를 활용하여 스페인
정체성의 비체였던 아랍을 복권시킨 데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악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고이띠솔로가 화자를 통해 파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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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각한 정체성의 공간 속에 건설하고 싶은, 억압 없는 유토피아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추한 것의 복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성을 띠고 나타난다. 똥,
뱀, 폭력, 계획되지 않은 임신, 육체적 쾌락, 동물성 , 게으름 등 사물이나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현실 사회 속의 천민(paria)이라는 구체적
인 사람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 천민의 지위는 고이띠솔로가 스페인에서
반체제 작가로 활동하던 시절 개인사적으로도 중요성을 가지는 테마였다.
한 인터뷰에서 고이띠솔로는 프랑코 정권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스스로
를 당시 공식 기득권층 바깥에 위치시키던 작가들은 천민들(pariahs), 매
장된 사람들(nonpersons)이었고, 그렇게 완전히 무시당했다 ”(Geist 40)고
증언한다.
공식 스페인과 천민이 대립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천민에 대
한 관심은 정체성을 탈각하기 위한 방편이다. 조국 없는 후안에서 I-독
자는 망명 후에도 들려 오는 스페인의 목소리에 대해 “네게서 무엇을 더
원하는가? : 넌 이미 빚을 청산하지 않았는가?”(JT 55)라고 자문하며, 스
페인에서 더 멀리 벗어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탈각하기 위해 아
랍인으로, 거지로 변해 가면서 점점 천해지고 싶어한다. 비천해질수록 스
페인이 자신을 못 알아볼 것이고, 스페인에서 벗어날수록 자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저택을 방문할 것이고 개들은 네게 짖을 것이다 : 너의 허수아비
칠라바47)는 일반적인 거지들의 것과 혼동될 것이고 너는 기쁘게 동전 헌납을
받아들일 것이다 : 구역질, 연민, 멸시는 너의 승리의 보증이 될 것이다 : 너
는 네 고유한 세상의 왕이고 너의 통치권은 사막의 모든 경계에까지 미친다 :
천민들의 자유는 너의 것이고, 너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visit arás tu propia mansión y te ladrarán los perros : tu chilaba de
espantapájaros se confunde con la de los habit uales mendigos y
alegremente aceptarás la ofrenda de unas monedas : el asco, la
conmiseración, el desdén será la garantía de tu t riunfo : eres el rey
47) 칠라바 (chilaba): 마그레브 지역에서 입는 두건 달린 남성용 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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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tu propio mundo y tu soberanía se extiende a todos los confines
del desierto : la libertad de los parias es tuya, y no volverás at rás
(JT 55)

이어 화자는 아랍 시장에 있는 거지 가운데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상
처가 나 있고 매독에 걸렸으며 이가 없는 등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
를 선택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호기심과 경멸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없이
끌어안고 어루만지며 합일의 상태에 이른다. 한편, 이렇게 비천해지는 과
정을 통해 기존의 정체성을 버리고 스스로의 모습을 바꿔 볼 수 있는 가
능성을 가지게 된다. “너는 천천히 어린 시절 그들이 네게 가르친 습관과
원칙을 벗었다 : 너는 그것들에 들어맞지 않는다 : 피부를 바꾸는 뱀처럼
너는 그것들을 길가에 버리고 나아갔다 : 너의 몸은 뱀의 파충류적 유연성
을 획득했다”(JT 72).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얻은 화자는 사막에서 세상
과 고립된 채 “안셀름 뚜르메다(Anselm Turmeda), 푸꼬 신부(Père de
Foucauld), 아라비아의 로렌스(Lawrence de Arabia)”(JT 76)에게 닿음
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시험하기 시작한다. 이 세 사람 또한 I-독자
가 원하는 바와 같이 “타 문화와의 접촉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
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조민현 2007, 305).
돌진은 고이띠솔로가 사막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사막은 지리적·문
화적·생산적 기의의 완전한 부재를 표상한다. 사막은 문화적 공백, 서술자
가 상상하는 유토피아의 동의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한 백지와 같
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한다(Dolgin 188-189). 스페인의 목소리는
천민이 되어 사막에 도달한 I-독자를 괴롭히지 못하며, 따라서 A-자아는
이제 스페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가 아닌 자발적인 세계를 탐험할 수 있
게 된 것이다. 제 3장에서 A-자아는 “순진한 독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텅 빈 거푸집과 같은 인칭 대명사 “ 나(yo)”와 “너(tú)” 속에 여러 에고들
을 흘려보내면서 “다국어로 된 국가 가이드북과 네 알터 에고의 어렴풋한
초상의 도움만으로” 자유로운 텍스트의 사막에서 다양한 아랍 세계를 경
험한다(JT 110, 124).
A-자아는 터키의 이스탄불, 시리아 , 이집트, 모로코의 페스 , 알제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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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다이아 등을 방랑하면서 영국의 연락 장교로서 아랍군과 함께 싸우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알려진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Thomas
Edward Lawrence), 이슬람 세계에서 포교 중 순교한 프랑스인 푸꼬 신
부, 그리고 프란시스코 교단의 수사에서 이슬람 교도로 개종하여 튀니지에
서 생을 마감한 스페인 마요르까 출신 작가 안셀름 뚜르메다의 자아를 경
험해 본다. 조민현(2007)은 푸코 신부에 대해 “고이띠솔로가 추구하는 아
랍 문화에 대한 동경과 관련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305)고 인정하면서
도 작가가 세 인물 모두와 동일시했다고 설명한다. A-자아는 자유로운 주
관성 속에서 이들의 입장에 처해 본 것이라는 점에서는 조민현의 설명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으로서 “유동적인 세
상” 속에서 실현되는 “지속적인 파괴 과정”의 일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JT 124). A-자아는 로렌스의 책에서 “기표와 지시 대상을 분리하는 틈바
구니” 를 발견하면서, 그의 행적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로렌스의 명성을 “사기에 기반한 영광”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결국 그의 삶을 기각한다(JT 102-104). 한편, 푸코 신부에 대해
서도 “이기적이고 무익한 순교의 쾌락”(JT 130)이라고 말하며 그의 사도마
조히즘적 특성을 비판하는데, 이는 정체성의 표지에서 순교자가 되는 것
을 꿈꿨던 알바리또의 공명심에 대한 반성과 맞닿아 있다. 반면, 조국을
완전히 배신한 안셀름 뚜르메다를 유일하게 긍정한다. 그는 이름도 이슬람
식으로 바꾸었으며,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의 작품도 아랍어로 썼다.
앞의 두 사람은 유럽인으로서 아랍 문화에 관심을 가졌지만, 뚜르메다는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아랍인이 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천민들과 아랍에 대한 관심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정체성의
표지 에서 알바로는 멘디올라는 스페인 정복자들의 인종적 자만 및 도그
마,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외할아버지가 무역을 하며 노예들에게 일삼은
성적 착취와 도구화로 인해 비롯된 절단(mutilaciones)을 본인이 몸으로
떠맡겠다고 했다. 그것은 삶에 뿌려진 악을 거두어들이는 것이며 아마 속
죄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늘 존재해 왔던 천민들(집시, 흑인, 아랍인)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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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바로 내면에 고대에 끊어진 일체감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그것은
알바로의 반항적 충동이 항상 지향하던 바였다. 오직 이 방식을 통해서만
집단적 과거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앞에 펼쳐진 고독한 운명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SI 56). 이 같은 인식이 조국 없는 후안에 이르러서 카톨리
시즘과 멘디올라 가문의 만행에 의해 고통받은 자들의 정체성을 떠맡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랍에 대한 끌림과 새로운 정체성의 획득으로서의 구원을 아랍
세계에서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또한 삼부작의 첫 번째 작품인 정체성
의 표지에 암시되어 있다. 돌로레스와의 비역사적이고 자폐적인 세계에
균열이 발생하였기에 그녀와의 관계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 화자는 느닷
없이 익명의 아랍 남자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한다. 알바로는 아랍 남자를
발견하고 좇아가면서 “ 그를 따라한다”(SI 340). 그리고 예전에 파리의 어
느 역 근처 허름한 호텔에서 이 아랍 남자와 ‘원나잇’을 했던 것으로 암시
된다. 섹스 장면의 묘사 중에는 “너의 사정은 열차들이 지나가면서 발생한
떨림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표현이 있다(SI 340). “사정” 은 이 책에 두
번 나오는데, 나머지 한 번은 번식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멘디올라 가문의
존속을 폄하하고 그 가문에서 태어난 것은 역사적 우연임을 강조한다(SI
54-55). 알바로는 번식을 통해 잉태된 태아를 낙태까지 할 정도로 자신의
존재를 경멸하며 세상에 남기기 싫어했다. 그러나 아랍 남자와의 에피소드
에서 굳이 “너의 사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랍 남자가 알바로의 번식
에 대한 욕망,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고 싶은 욕망을 일깨웠기 때문일 것
이다. 그리고 “기차”는 “정체(inmovilismo)”와 반대되는 선형적 역사 발
전을 의미하는 바(Goytisolo 2015, 76-77; Labanyi 2000, 72), 알바로가
달리는 열차의 떨림과 정확히 동시에 사정했다는 것은 자기파괴적인 비역
사적 세계로의 도피에서 벗어나서 자아를 실현하는 전향적 미래의 가능성
을 암시한다.
그리고 정체성의 표지와 작가의 자전적 글에서 나타나는 남부에 대한
끌림에서 개인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남부 출신 헤로
니모에 대한 매혹은 아랍에 대한 이끌림을 예고하는 것으로서, I-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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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삼부작 전체의 결말로 가는 여
정의 시작으로 해석 가능하다. 헤로니모는 “강하고 피부가 가무잡잡했고
명백한 남부의 억양으로 말했다”(SI 42). 이 묘사는 남부 사람에 대한 본
능적인 끌림을 설명하는 고이띠솔로의 자전적 고백과 흡사하다.
나의 남부와의 첫 접촉은 그쪽 사람들을 통해서였다 . 어렸을 때부터 난 까딸
란과는 너무나도 다른 언어와 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구별했다. . . . 그들의
얼굴도 내 주변 사람들과는 달랐다. 좀 더 어둡고—어쩌면 아랍적이고—거칠고
동시에

우아했으며, 그

Goytisolo 2005,

생기는

나를

항상

놀라게

했다.

(SI

380-381;

210)48)

한편, 고이띠솔로는 “1956년 9월 알메리아 첫 여행”에서 그 풍경에
“대번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몇 년 뒤 , 북아프리카에 대해서도 같은 끌림
을 느꼈다(Goytisolo 2005, 565-566). 따라서 헤로니모는 근거 없는 마술
적 조력자가 아니었다. 알바로의 자발적인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와 마조히
즘적 의존성의 변증법적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부에 대한 끌림이 아랍에 대한 끌림으로 확장되는 까닭은 알바로의
자기 긍정과 뿌리 찾기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알바로는 돌로레스를 보고도 금세 사랑에 빠졌고, 남부 출신 대
학 친구 안또니오와도 친하게 지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모레노
(moreno)’, 즉 가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 알바로는 어
린 시절 성자가 되고 싶었지만 백인만 성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무잡잡한 피부색으로 인해 그 열망이 좌절된 적이 있다
(SI 23). 카톨리시즘 담론에 복종하고 싶었지만, 그 담론이 자신의 정체성
을 부정해 버린 것이다. 한편 , 스페인 현실 속에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양
식으로 존재하는 이슬람은 그동안 주변부로 밀려나고 배제되어 왔지만 스
페인의 역사와 뿌리를 구성하는 세 갈래 중 하나이다 . 따라서 알바로는 부
르주아의 담론에 의해 부정된 자아 정체성을 ‘또 다른 스페인’인 아랍 세
48) 소설  정체성의 표지 와 에세이 “Tierras del Sur” 에 나오는 이 묘사는 동
일하다 . 삼부작의 자전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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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회복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즉 알바로는 주류 담론에 의해
거부당했지만 여전히 주변부에서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양식으로 존재하
는 스페인의 다른 뿌리인 아랍 세계에서 본인의 근원을 발견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자아의 최초 목표는 본인의 자아의 핵심이라고 판단하는 반항심의
근원, 즉 존재의 해답을 멘디올라 가문 내에서 찾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이었다는 점은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알바로는 이모할아버지 네스또르의
존재를 발견하였지만 그는 억압된 자아로 인해 발현된 자기파괴성에 의해
생을 자살로 마감한 인물이었고, 그와 동일시한 알바로 또한 죽음의 문턱
까지 갔다. 알바로는 병원에서 깨어난 후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아랍
인, 흑인들을 보면서 —스페인 부르주아로서 부여받은 정체성을 탈각하고—
“그들에게서 구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SI 366-367). 그렇기에 스페인
과 스페인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찾을 수 없었던 알바로는 그 밖으로 시선
을 옮겨서 구원 가능성으로서의 아랍 세계를 상상하고 아랍인과 동일시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자아는 스페인에서 획득한 정체성의 여러 가지 단면을 표상하는 보
스크를 , 마지막으로 리얼리즘 담론을 통해 없애 버린다 . 제6장에서 등장하
는 보스크는 리얼리즘 사조의 추종자로서, 리얼리즘 사조를 정상으로 규정
하고 주관적 언어 사용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경향을 비판한다. 그 경향
의 소설에는 조국 없는 후안 도 포함된다. 그러면서 조국 없는 후안에
서 나타나는 사막이라는 공간, 아랍과 관련된 주제, 핍진성과 육체를 결여
한 인물, 상호텍스트적 특성, 비관적 태도, 자기충족성, 독자가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내용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세우고, 새로운 문학 경향의
특징을 병의 증세인 것처럼 나열한다.49) 조국 없는 후안의 “스스로에
49) 새로운 경향의 문학이 보이는 ‘증세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a) 외래어의
남용 , (b) 언어적 엄격성 결여 , (c) 의심스러운 현실 묘사 , (d) 사건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능력 없음 , (e) 병적이고 죽음과 관련된 것에 대한 개인적인
집착 , (f) 의식적으로 대체 신화 사용, (g) 진실을 추구하지 않음, (h) 가면 갈수록
점점 틀린 스타일을 사용 , (i) 멈추지 않는 언어 파괴 (JT 231). 본인의 삼부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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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설”로서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Spires, 151). 이에
보스크는 정상화 시설의 의사로 나타나서 조수와 함께 화자를 교정하기
위해 정확한 증세를 진단하는데, 이는 모든 억압적 담론이 비순응자에 대
해 취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문진을 통해 자신의 증세를 말하게 하는 것
은 카톨리시즘의 고해 성사와 닮아 있다.
그런데 화자는 자신의 성적 방종과 추악한 면모를 부끄러움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지배 담론이 강요하는 기준에 저항하였으며, 의사의
조수가 하는 말을 ‘사실적’으로 주관적 세계 속에서 실현함으로써 그를 없
애 버린다. 그가 “머리가 터릴 것 같아!”라고 말하자, 말 그대로, “정말로
(realmente)” 머리를 터뜨려 버렸다. 그리고 보스크는 시대의 변화에 따
른 문학 경향이 바뀌면서 인물로서의 형태가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아서
단순히 “V”로 불리고 있었다. 화자는 마지막으로 보스크가 추종하던 카톨
리시즘의 세계관을 전유하였고, 창조주의 힘을 발휘하여 V를 간단하게 없
애 버렸다(JT 247-248).
스페인적 정체성의 기존 억압적 해석을 강요하는 보스크가 사라졌다는
것은, I-독자가 이제는 자유롭게 본인의 정체성을 형성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A-자아는 스페인적 정체성을 탈각하기 위해 그동안 조국의 언
어를 배신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 “배신의 필수적 매개, 너의 아름다운 언
어 : 변절자와 배교자의 불가결한 도구, 동시에 멋지고 파괴적인”(DJ
174). 화자는 정체성 탈각을 진행해 오면서 “얼굴, 이름, 가족, 관습, 땅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그들의 언어의 각 단어도 똑같이 너에
게 함정을 칠 것이다 : 앞으로 너는 너 자신의 언어에 반하여 생각하는 법
을 배우게 될 것이다”(JT 72-73)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언어는 문화적
패턴을 담고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을 유도하는 것
이다.50)
리얼리즘 관점에서 비판한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50) Cf. 다음 인터뷰 내용을 참고할 것. “La tradición literaria canónica crea
una imagen icó nica de sí misma, una imagen incapaz de apreciar y
reconocer la enorme variedad y riq ueza de su propio contenido. Por
eso hay que luchar contra esta lect ura restrictiva y pensar cont ra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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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어는 기존의 담론에 침투하고 “그 가치를 창조한
언어 자체를 훼손”(Ortega 6)하기 위한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만 ,
언어 속에 각인되어 있는 패턴 때문에 A-자아로 하여금 기존의 담론과 유
사한 사고 방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조국”(Lee
Six, “Breaking Rules” 49n21)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A-자아는 마지막으로 스페인어의 껍질을 벗고 나오면서 아랍어로 말함으
로써 언어적 제약에서마저 탈피하는 것을 시도하는데, 이는 조국 없는 후
안의 결말에서 시각적으로 표현된다. 스페인어에서 아랍어로의 변화 과정
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번역 없이 원문을 그대로 옮겨 본다.
desacostúmbrate desde ahora a su lengua, comienza por escribirla
conforme

a

meras

intuiciones

fo néticas sin

la

benia

de

doña

Hakademia para seguir a continuasión con el abla ef-fetiba de
miyone de pal-lante que diariamente lamplean sin tenén en cuenta
er código pená impuetto po r su mandarinato, orbidándote poco a
poco

de cuanto

tenseñaron en su lúsido

i boluntario

ejersisio

danalfabetim-mo que te yebará ma talde a renunsial una traj otra a
la parabla delidioma i a remplasal-la po r tém-mino desa lugha al
arabya eli tebdá tadrús chuya b-chuya, lugha saiba bissaf ualakini
eli t hab bissaf, sabyendo ken adelante lassmék t-takalem mesyan ila
tebghi t sáfar men al bildan mselma ua tebghi t aáref ahsán r-rjal
keinp-piraron tu tét-to piro ke no lo lirán, rjal min Uxda Tenira
Uahran Ghasauet El-Asnam Tanxa Dar-Bida Kuyo trato a pem-mityo
er konosimyento K abal de ty mim-mo i la posyvilidá dep-presal-lo
lyberándote de tu hantiryor ympot-tura i, grasias ha la prat-tyca
dun lenguage cuep-po, dun belbo beldadelamente echo canne, de
tebdá kif uáhed l-arbi al idu sghera ua min baád al idu Kbira bex
temxi l-xamá ua tqrá al surat eli thab ( JT 258; 강조는 필자 , 스페인어가
lenguaje

o cupado

por

ella.

Durante

el

franquismo,

po r

ejemplo,

sufrimos la violencia del lenguaje o cupado, y me esforcé en pensar
contra él”(Márquez Cristo y Oso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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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아랍어의 음차를 표시)
qul ya ayuha al-kafirún
la a budu ma ta budún
ua-la antum abiduna ma a bud
ua-la ana abidum ma abattúm
ua-la antum abiduna ma a bud
la-kum dinu-kum ua-li-ya din (JT 259)

( JT 261) 51)

정체성의 마지막 보루이자 진정한 조국인 스페인어마저 표기법을 본인
만의 방식으로 변형하고, 그 과정에서 아랍어로, 또 종국에는 로마자에서
51) 고이띠솔로는 스페인적 정체성을 완전히 탈각하고 안셀름 뚜르메다처럼 아랍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길 추구했지만 , 그의 아랍어는 불완전했기 때문에 한
번에 온전한 정체성을 획득했다고 할 수 없다. I- 독자는 단지 다른 결을 가진 언
어를 채택함으로써 사고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상징 체계를 교체하기 시작하였
다는 , 방향성의 변화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 히메네스 레이요
(Giménez Reíllo)에 따르면 고이띠솔로는 조국 없는 후안 의 집필을 끝낸 2년
뒤인 1976년에 처음으로 마라케시에 가서 아랍어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
다 . 왜냐하면 그 전까지 고이띠솔로가 드나들었던 탕헤르는 여러 언어가 들려오
는 코스모폴리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몰입해서 아랍어를 배우기에는 좋은 환경
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 Cf.  조국 없는 후안  의 마지막 아랍어 및 고이띠솔로의
아랍어에 대한 논의는 Giménez Reíllo 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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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문자로 옮겨 가는 것은, 스페인이 강요하는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
는 시도를 완결하고 아랍 세계를 지향하며 그곳에서 보다 온전한 자기 자
신으로서의 정체성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실천하기 시작했음을 상징적
으로 나타낸다. 한편, 이 과정 끝에서 조국 없는 후안의 화자는 진정한
조국인 스페인어를 버리고, I-독자를 3인칭으로 지칭하며 스스로와 완전히
분리하는데, 제목에서 나타나는 A-자아의 정체는 알바로가 아닌 ‘후안’이
다. 즉, 알바로 멘디올라의 자아와 삼부작의 화자는 후안 고이띠솔로라는
것이 암시되면서, 스페인적 정체성의 탈각 여정을 구현한 삼부작은 결국
작가의 개인적인 문제의식과 그 해결 방법을 담은 자전적인 성격의 작품
임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 130 -

V. 결론
고이띠솔로는 문학이나 역사, 독재, 지역주의, 아랍, 주변인, 소비주의
등 상당히 다양한 소재와 관심을 상호텍스트적으로 활용하여 스페인의 현
실에 대한 비판적인 관심을 작품 속에 다층적으로 녹여 내었다. 그래서 그
의 작품은 정치·이념 ·신화·종교·문화·정신분석·메타픽션을 비롯한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어 왔다. 그는 한 작품에서 하나의 문제의식만을 다룬다고
말한 바 있다 . 하지만, 정체성의 표지에서부터 조국 없는 후안에 이르
기까지 관광객이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는 등, 그의 다각적인 관심사는 한
작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되는 문제의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여러 작품을 관통하며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즉, 고이띠솔
로는 많은 고민에 대해 자신만의 답을 구하고자 하며 , 그것을 문학적 언어
로 형상화할 수 있을 때까지 숙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작품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하는 신중한 성격의 작가인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
품은 곧 그의 문제의식이자 나름대로의 결론이며, 오랜 사색과 경험을 담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의 깊이와 다채로움으로 인하여 그의
작품들은 여러 가지 기준에서 하나의 시리즈로 묶이기도 하고 다른 기획
으로 분절되어 해석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 언어에 대한 고이띠솔로의 관심은 그의 저항적인 성격과 어우
러져서 억압적인 언어 규범에 대항하는 모습들로 작품 속에 나타난다. 관
습적 문장 부호 사용을 거부하고 콜론과 쉼표만으로 글을 전개하는 측면,
스페인 까스띠야의 스페인어만을 표준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쿠바 , 아르
헨티나 ,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 방언의 존재를 작품 전면에 부각하는 측
면, 스페인어의 순수성을 부정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아랍어의 영향을 폭
로하는 측면, 작품 속에 별다른 설명 없이 불어·영어·이태리어·까딸란 등
외국어를—많으면 일곱 페이지에 걸쳐—제시하는 측면, 사제의 입을 통해
라틴어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측면 , 스페인어 자체를 거부하고 아랍어를 선
택하는 측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에 대한 고이띠솔로의 문제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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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된다. 이외에도 작가는 조국 없는 후안에서 텍스트
가 아닌 음성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조국 없
는 후안은 소리 내어 읽히기 위해 쓰인 작품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관심은 후속작 막바라의 중심 주제가 되어 마라케시 제마 엘 프나 광장
의 아랍 이야기꾼 화자를 통해 나타난다 . 작가는 두 작품을 통해 스페인에
존재하였던 아랍의 구전 문학 전통에 다가가며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리 식스는 이와 관련하여 텍스트가 아닌 화자 층위에서 조국 없
는 후안과 막바라를 성애적으로 바라보면서 전자는 자위행위로서의 글
쓰기, 후자는 구강성교로서의 구술 행위로 분석하며 두 작품의 단절을 강
조하였다(Lee Six, “Breaking Rules” 53). 한편, 돌진은 막바라에서 이
전 삼부작과 이후 전쟁이 지나간 뒤의 풍경에서와 마찬가지로 탈신화화
라는 주제를 읽어 낸다. 탈신화화라는 동일한 틀을 유지하면서 스페인의
문제에서 세계의 문제로 주제가 이동한다고 분석함으로써 다섯 작품의 연
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Dolgin 96-97).
한편, 고이띠솔로의 삼부작은 출판 당시의 맥락에서는 프랑코 독재하
스페인에 대한 그의 주관적인 진단과 스페인 문학에서 배제되어 온 섹슈
얼리티와 아랍 세계의 재조명으로 읽히기 쉬웠다. 하지만, 현대의 스페인
이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고 성적으로 개방되었으며 그라나다의 알람브
라 궁전을 국가적 아이콘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오늘날에는 비교적 비역사적인 관점에서 삼부작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적
절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이띠솔로의 삼부작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에서도 자전성 및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라는 주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
해 2인칭 시점을 사용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알바로 멘디올라로 형상
화된 작가의 알터 에고가 스페인적 정체성을 탈각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것이 작가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며 정체성과 자아실현의 문제는 보편
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10년 이상 지속된 고민과 해결
과정을 담고 있는 그의 40-50년 전 작품들의 분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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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통찰을 제공한다.
후안 고이띠솔로는 망명 이전에도 부르주아 , 가톨릭 신도, 스페인 작가 ,
까딸루냐 사람, 지식인 대학생 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 어
느 하나에도 부합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정체성의 표지 에의 알바로
멘디올라처럼 스페인을 완전히 떠났으나 조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
지 못했다. ‘나’의 존재는 현재의 선택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
은 과거의 ‘나’들이 지층처럼 겹쌓여서 형성되는 축적물이기 때문이다. 그
는 삼부작을 쓰면서 이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했다. 그리고 과거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경험의 지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모든 경험은 개인적이기
때문에 고이띠솔로는 주관성에서 그 해답을 찾았고, 주관성을 통해 자신에
게 특정한 존재 양식을 강요하던 억압의 담론에 종속되기를 거부하며 그
담론의 존재 기반을 해체하거나 조롱하며 무효화하였다. 그 결과 스페인
국가 정체성의 비체로서 억압되었던 아랍의 존재를 복권함으로써 그 정체
성을 상징적으로 파괴한  돈 훌리안 과 카톨리시즘과 부르주아의 노예 착
취 등 억압을 정당화하는 담론의 내적 모순과 위선을 지적하고 희화화한
조국 없는 후안을 집필하였다. 고이띠솔로는 자신의 알터 에고를 통해
외면이 아닌 직면을 통해 비로소 과거의 사슬을 끊고 자아의 끌림에 응답
하여 아랍 세계에서 새로운 존재 양식을 찾았음을 선언함으로써 정체성의
문제에 매듭을 지었다. 그것은 10년 이상의 숙고를 통해 나온 자신이 경
험한 억압적 스페인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이자 결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규정되는 자신의 모습과 본인이 느끼는 스스로의 존재의 불일치가 빚
어내는 괴로움은 보편적인 현상일 것이다. 인간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사
회가 내세우는 기준에 완전히 순응하지 못하는 한, 구체적인 사회상이 달
라진다 할지라도 고이띠솔로가 겪었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소수자나 이
민자, 혹은 난민 등 자신의 존재 양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들을 통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평범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닐 것이다.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전 지구적으로 거대 담론이 힘을 잃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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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급속하게 진행된 정보·통신 기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해 국가와 지
역의 장벽은 허물어졌다. 따라서 개인은 이데올로기의 억압에 구속되지 않
고 조국 없는 후안의 화자처럼 자유롭게 시공간을 넘나들며 본인의 자
아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이고, 한 사람이 영위하는 삶의 형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 개인의 권리가
존중받고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국가들에서조차 많은 경우 개인은 자발적
이고 독창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으로 제시되는 여
러 가지 담론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복종함으로
써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경향을 보이는 듯하다. 그것이 아무리 자발
적 선택의 결과라 할지라도 이미 외부에 존재하던 질서는 개인에게서 유
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든 작든, 자각하든 못하든 자아와 충돌은 불가
피하다.
현대의 독자들은 정체성의 표지에서 보호 관찰을 받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허용받은 안또니오와 마찬가지로 “희미하지만 실재하는
경계로 가두기, 몸과 마음의 이중 도주를 막기 위해 영악하게 준비된 메커
니즘” 이라는 “완화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SI 231). 절대적
기준이 사라진 바로크적 상태를 살고 있는 독자들은 산재한 미시적 담론
들의 억압을 억압이라고 느끼지 못한 채, 기존의 권위에 순응하며 살아간
다. 설령 현재 상태에 불편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다원적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자신을 보다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대안적 권위를 찾기란 어렵
지 않은 일이고, “웰빙”과 “휘황찬란한 행복을 보장하는”(JT 59) 소비주의
는 개인의 고독감과 불안감을 일소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약속하는 마술
적 조력자와 다름없다.
크고 강한 하나의 억압이 강제되는 대신 작고 부드러운 여러 억압이
제시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가 허용된다. 선택의
결과는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아는 불편함을 겪어도 외
부에서 자신이 규정지어진다는 인식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미하지
만 만성적인 신경증적 상태를 경험할지도 모른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
에 비해 복종의 대상이 되는 권위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마조히즘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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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책을 추구하는 개인 또한 절대적 권력만이 줄 수 있는 충분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할지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른
다. 모든 것이 선명해 보였고 복종과 도피, 저항, 그리고 자아실현이라는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고이띠솔로와 같이 스스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사
람들의 끈질긴 정체성 성찰과 숙고는 오늘날의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것이 되었다 . “자유와 감옥이 불선명한 현실 속에 뒤섞였고 . .
. 그 톱니바퀴의 맞물림에서 탈출하기란 불가능하리라”(SI 221-222)는 자
각조차 하지 못한 채 개인들은 적당한 복종과 끊임없는 도피를 권유받고
있는 것이다.
프롬의 주장처럼 인간은 존재하는 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버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규정하는 외부적 정체성들과 ‘진정한 자기 자신’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자와 후자를 구별하고 전자의 영향력에
서 벗어나기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신을 구성하는 정체성을 벗겨 내는
작업은 그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격 때문에 막연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고
민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며 그것을 완전히 달성하기란 현실에서는 아마
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고이띠솔로는 자신을 억압하던 스페인적 정
체성을 탈각하고 자유로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자신을 구성하던
것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성찰하고 분석하였다. 그는 국가 정체성과 카톨
리시즘 , 쿠바 노예 착취에 기반한 고이띠솔로 가문의 역사 등을 정체성의
핵심으로 파악하였고 ‘목소리들’과 이사벨 여왕, 알바로 뻬란술레스, 보스
크 등을 통해 담론의 일방적 해석을 강요하는 적의 모습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을 무력화하
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고 작품 속에서 상징적으로 구현해 냈다.
정체성의 표지, 돈 훌리안, 조국 없는 후안 삼부작에 나타는 스
페인적 정체성의 탈각 과정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고이띠솔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하고 고유한 해결 방안이다. 그의 작품은 자신을 규정하고
억압하는 정체성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한 진
단과 처방의 자전적 기록이기 때문이다 . 현대의 독자들은 유사한 문제의식
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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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찰할 충분한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
민한 독자들은 작가가 10년 이상 숙고하여 언어로 옮긴 문제 해결의 과정
에 공감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외부에서 구성된 정체성을 회피하는 것을 멈
추고, 주관성의 힘을 통해 자신을 구성했던 세계를 배제하고 독창적인 세
계를 새로이 창조할 구체적인 계획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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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n

Señas de identidad, Don Julián y
Juan sin Tierra de Juan Goytisolo:
El proceso para despojarse
de la identidad española
Mingyo Suh
Maestría en Lengua y Literatura Hispánicas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En la presente tesis, Señas de identidad, Don Julián y Juan sin Tierra
de

Juan

Goytisolo

se

consideran

como

una

introspección

para

la

autorrealización a medida que el autor, a través de su álter ego, reflexiona
sobre su propia identidad y se despoja de los elementos constituyentes de
dicha identidad que inhiben su ‘yo’. A partir de este punto, se analizan las
obras en el presente estudio. Pese a la particularidad de la época franquista
y del contexto histórico anterior que se trata en las obras, el planteamiento
del autor

sobre

la

identidad

es

tan

universal que

el proceso de

autorrealización que materializó después de una larga deliberación seguirá
siendo significativo para los lectores contemporáneos.
Desde la perspectiva del contenido, el narrador renuncia totalmente a lo
largo de las tres obras a la identidad española que se le imponía y alcanza
a conseguir un ‘yo’ árabe, el cual le atraía desde antes. En términos de la
estructura composicional, el narrador toma el papel del lector que lee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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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dad como el texto mientras que se refiere a sí mismo en segunda
persona

para

distanciarse

del

lector

del

‘texto

de

identidad’.

Por

consiguiente, la presente tesis toma por marco teórico para examinar las
obras la teoría de la interpretación de los textos de Paul Ricoeur, donde
sostiene que el texto adquiere polisemia por la recontextualización del
mismo, posibilitada por la independencia del autor, del texto y del lector, el
cual se apropia del texto polisémico hasta llegar a profundizar en el
conocimiento de sí mismo y a cambiar el ‘yo’, con tal de que el lector
como actor de la lectura y el ‘yo’ como intérprete del texto estén
distanciados. Otros narradores de las obras -las Voces, Álvaro Peranzules,
Vosk, por ejemplo- se consideran intérpretes competidores y otros ‘yoes’ que
imponen la identidad española establecida como un censor interior. Así pues,
el despojamiento de la identidad española se reduce a un proceso en el que
triunfa sobre la interpretación obligada de las señas de identidad, la
voluntaria y subjetiva del álter ego del autor. Este aspecto se representa en
las obras mediante la demolición y la destrucción de otros ‘yoes’.
A medida que se desarrolla las obras, ‘el lector’ se aleja cada vez más
de España al tiempo que su carácter se sigue haciendo cada vez más
impreciso, favoreciendo la apropiación del texto de identidad. La presente
tesis considera Señas de identidad como un proceso en el que el
protagonista exiliado regresa a su pueblo para enfrentar e interpretar
subjetivamente su propio texto de identidad, donde toma conciencia de que
la identidad española grabada en su interior le impide la autorrealización y,
que, por lo tanto, es necesario desprenderse de ella. Los factores contra la
autorrealización que se observan en la narración son lo que se extendían
entre el pueblo español bajo el régimen franquista, los cuales se analizan en
este estudio mediante el concepto de mecanismos de escape de la libertad
de Erich Fromm, como el autoritarismo, la destructividad y el asistente
mágico.

- 145 -

Don Julián y Juan sin Tierra se entienden como un proceso en donde
‘el lector’ excluye de sí mismo la identidad española u otros yoes que le
imponen desde fuera su modo de ser mediante la apropiación del texto de
identidad, a fin de desistir del escape de la libertad y autorrealizarse. Los
aspectos

claves

de

la

identidad

española que

el narrador

cuestiona

comprenden la identidad nacional, el catolicismo, la historia de la familia
burguesa y el realismo. Don Julián trata del despojamiento de la identidad
nacional de España a través del ‘lector’ que se apropia del texto de
identidad con base en el motivo de la leyenda del conde don Julián, que
les abrió la puerta de la península ibérica a las huestes árabes. ‘El lector’
considera al árabe expulsado por la Reconquista como un fundamento del
texto de identidad, por lo cual reconstruye dentro de la subjetividad una
historia de venganza, donde la identidad nacional de España es destruida por
la presencia y la invasión del árabe calificado como lo abyecto. En Juan
sin Tierra, ‘el lector’ aparece como un escritor inidentificable que elimina
de su propia identidad, por medio de la escritura, los discursos opresivos
como el catolicismo, la historia de su familia burguesa que se fundó sobre
la explotación de los esclavos y el movimiento literario del realismo, cuya
contradicción interior e hipocresía revela, satiriza y ridiculiza. El narrador
llega a renunciar al idioma español, bastión de la identidad española, y
acaba la trilogía en árabe, declarando que ha encontrado un nuevo modo de
ser en el mundo árabe cumpliendo su autorrealización. Así, Juan Goytisolo
realiza a través de las tres obras una reflexión crítica sobre la identidad,
donde indaga y excluye los elementos opresivos de la identidad española
que se le imponen, para asumir su propio ‘yo’ mediante un proceso de
autorrealización.
Palabras claves: identidad, Paul Ricoeur, escape de la libertad, lo abyecto, el
árabe, autorrealización
Número de estudiante: 2016-20058

- 1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