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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토씨와의 대담2) 

저는 압데라만 키리토라고 합니다. 저는 모로코인으로 라바트 없bat 

에서 태어녔습니다. 현재 교육부 산하로서 학교 교육 프로그햄융 지훤 

하기 위해 시청각 자료률 만들어내는 모로코의 교육 방송국에서 일하 

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올 것은 이번이 네번째 입니다. 

저는 모로코의 초둥학교와 중둥학교에서 불어롤 배웠습니다. 저는 

처옴에는 과학울 공부했고. 이과계(실험과학) 바칼로레아 시험올 치웠 

습니다. 그리고나서 저는 라바트의 고둥사범학교에서 수학울 공부했 

고. 계속 라바트에 머물면서 10년 동안 학생들올 가르쳤습니다. 그 후 

져는 시청각 붐야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2년간 더 수학 

(훌學)했으며， 그리하여 영화와 교육 판련 시청각에서 연출 자격중율 

획득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저는 법학 공부훌 하였고 라바트의 사회 

-법학 대학 Faculté des Sciences Juridiques et Sociales에서 학위훌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1973년 아랍어와 정치학 학사학위훌 취득하였습 

니다. 제 모국어는 아랍어입니다. 따라서 저의 초둥， 중둥 학업용 아 

랍권 내의 사립 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연 아랍어가 불어보 

다 더육 현재척이지요. 하지만 매우 명확한 이유들로 인해. 륙히 고둥 

학교 파정부터는 불어의 펼요성올 참작하여 수학. 물리학. 화학. 자연 

과학 둥의 과목에서 불어로 된 저작뜰에 더욱 더 판심올 강기 시작했 

습니다. 

결국 저는 모로코에서 불어률 배운 셈입니다. 져의 현지 언어는 아 

랍어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 거리， 심지어 사무실과. 일반 판 

공서에서도 아랍어가 쓰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모로코에서 정점 

멀 사용되기는 하지만 불어로도 말올 합니다. 우리는 프랑스인들이 떠 

나고 문과의 학과둘 중의 일부가 아랍화됩으로써. 또 최근에는 이공계 

2) Abderrha뼈ne Ki 1 i to씨 는 모로코인으로 모로코 교육방송프로그램 제 
작 담당자이다. 



170 

학과률이 아랍화됨으로써 불어 언어 교육올 잃어버렸습니다. 제 연구 

불야. 흑 교육 방송의 제작. 연출 분야에서 우리 연구소는 학생들의 

지식율 확고히 하기 위한 일련의 불어 교육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이 

방송률온 불어 교육의 국가척 큐준올 마련하게 하였으며. 얼마 전에 

잃어버린 불어 어학 교육의 쇄신율， 다시 말해 그것올 공고화하여 제 

공하는 것율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랍어훌 사용하며 아랍권의 여러 형제국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 

률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아랍계에 속합니다. 모로코의 상황온 매우 

륙수합니다. 우리는 아랍권. 회교권， 아프리카권의 나라입니다. 아랍 

권의 형체들과 의사소룡율 하려면 우리는 아랍어롤 사용해야 하고. 그 

것온 모국어이며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진정한 재산입니다. 또한 아 

프리카의 형제돌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불어률 사용해야 합니 

다. 불어는 모로코에서 아랍어와 외국어둡의 교육 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개최한 세미나 이후 공식적으로 제 l외국어로 채태되었 

습니다. 그러므로 아랍어는 모로코에서 국가 공식언어. 의사소통의 언 

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차원에서， 특히 이공계 학과들의 교육에 있어서 불어는 모로 

코의 대외 개방에 필수불가결한 언어로 간주됨니다. 우리는 모로코에 

셔 이충주의훌， 건축상의 이중주의와 문화적 이중주의률 겪고 었습니 

다. 아랍계에， 아랍-회교계에 속하면서도， 어쨌든 우리는 문화적 유산 

율 가지고 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불어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올 위 

한 언어에 해당됩니다. 외부 세계로 열린 언어인 것이지요. 제가 외부 

세계라고 말할 때는 무엇보다도 유럽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로코 

의 지리척 상황올 확실히 알고 있올 겁니다. 모로코는 과거에도 그랬 

고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여러 문명들이 만나는 한 지점으로서. 톡히 

유럽에 대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유럼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 

다. 유럽과의 거리는 12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불어로 의사소 

통율 하더라도. 이것이 아랍어로 하는 우리의 연구롤 섬화시키고. 아 

랍의 국가들과 교류훌 하고 아랍어로 출판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 

다. 뿐만 아니라 불어률 강화하는 것은 아랍어를 강화하는 데，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차， 아시아에 아랍어의 전파를 강화하는 데에 도웅옵 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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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저는 이 기회률 이용하여 모로코의 국왕폐하께서 하신 말씀율 

인용해 보겠습니다. 국왕폐하는 다른 민족들과의 의사 소통과 개방의 

수단으로서 외국어 교육율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무역이나 경제 

척인 측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 

니다. 국왕께서는 다옴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오늘날 문맹자란 단 

하나의 언어 만올 알고 있는 사랍올 말합니다 이것율 좀 더 자세히 

셜명하기는 벌로 어렵지 않습나다. 여러분들옹 이 말이 정확히 무엇율 

겨냥하는 지롤 아시겠지요. 두번째 문장은 다옴파 갈습니다. “만약 우 

리가 우리의 아이둘율 회교 국가에서 살면서 불어와 영어롤 말하는 시 

민으로 키운다면. 우리의 난판과 선혜에 정면대결할 수 있는 무장율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기회에 불어권과 그것의 세계로의 확산에 대 

한 저의 생각율 표혐하고 저의 견해훌 밝힐 수 있도록. 또한 아랍화에 

대한 저의 판정율 표명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원 윤수 교수님께 감 

사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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