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 de la civilisation.
Le mythe d’une Afrique primitive sans histoire et celui d’un
Noir relevant d’une race inférieure constitués par les philosophes

소설에서의 역사의 활용과 글쓰기
김훈의 남한산성 과 앗시아 제바르의
Vaste est la prison을 중심으로

et les scinentifiques des 18ème et 19ème siècles ont toujours, semblet-il, de l’influence sur l’imagination populaire de nos jours.

이 규 현(서울대학교)
서 론
본 론
1. 글과 길
2. 역사와 허구의 교점
2-1. 다원적 글쓰기
2-2. 확산과 수렴
결 론

서 론
왜 쓰는가? “무엇을 위한 글쓰기인가?”1) 이에 대해서는 무수히
주제어 : 노예제, 노예무역, 인종적 열등성, 계몽사상, 휴머니즘,
식민주의, 우생학, 인종차별주의, 문명화

mots-clés : esclavage, traite, infériorité raciale, pensée des Lumières,
humanisme, colonialisme, eugénisme, racisme, civilisation

많은 대답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만큼 이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어쩌면 영원한 수수께끼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대다수
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개인에 따라 상
이할 대답들의 공통점을 무엇이라 규정할 수 있을까?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는 이른바 참여 문학론을 피력하려는 목적 때

투고일 : 2007년 9월 15일
심사완료일 : 200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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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논리적 무리를 범하는 부분이 많지만, 예컨대 “자기 자신을 위
1) 사르트르, 문학이란 무엇인가 , 정명환 옮김, 민음사, 1998의 제2장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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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2)라거나, 무조건적으로 현실의 변

품세계는 “텍스트에 내재하는 초월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7)이라

혁이라는 목적에 맞춰 시와 산문(제1장에서), 좋은 소설과 나쁜 소

는 말은 쉽게 납득할 만한데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큰 감

설3)을 단호하게 구별하고, ‘독자의 자유’를 옹호하면서도 작가의 의

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적인 문학 작품을 읽고 나

도에 작품의 의미를 결부시키는 등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서 ＜왜 썼을까?＞라고 자문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대목들을 제외하면, 납득할 만한 견해가 없지 않다. 특히 “창조는 오

이 든다.

직 읽기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만큼 “모든 문학 작품은 호

작가에 따라서는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쓸 수도 있고, 그렇다고

것은 세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 세계를 제시

해서 비난할 것도 없다. 더구나 현실적인 이익이 정말로 절실한 요

하는 행위”5)이고 “작품이란 인간의 자유의 요청이라는 안목 하에서

구여서 글쓰기가 삶을 건 모험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간다면, 그것은

세계를 상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6)라는 주장

정직한 대응으로서 오히려 상찬 받아 마땅할 태도일 것이고, 독자

은 글쓰기의 이유나 목적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대답의 일부분이

로서도 일정 부분 수긍이 갈 것이다. 비록 작품 외적일지라도 이처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말하기처럼 쓰기도 기

럼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런 대로 만족할 만한

본적으로 대상이 무엇이건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나 견해의 피력으

대답은 될 것이고, 이런 까닭인지 글쓴이의 자기비하적인 발언이

로서 따짐을 전제로 하며, 듣기나 읽기는 어떤 이해와 해석 그리고

공공연히 난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작품 외적인 불가피한 사정은

적용으로서 역시 따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 또한 이러

어차피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작품에 의해 설득력 있게 입

한 해석학적 선순환 속에서야 비로소 판단의 대상이 되고 문화적

증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독자는 글쓰기의

기호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는 것이다.

마땅한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요즈음은 주변 텍스트 또

소”4)라거나 “쓴다는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이론적인 담론이 흔히 그렇듯이 너무 일반

는 준 텍스트 para-texte 라는 개념에 의해 작품과 관련된 다른 글들의

적이고 수없이 되풀이되는 원론적인 것이어서 밋밋해 보이고 공허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정작 작품을 읽고 나

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텍스트는 살 만한 어떤 세계를

서 작품 자체에서 ＜왜 썼을까?＞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내 보이”고 “견디기 힘든 세계라는 문제의식”을 전제한다거나, 작

에는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 작품이 제안하는 세계는 그 진정성과
설득력이 상당 부분 손상을 입을 것이고, 독자가 세계와 자기 자신

2) Ibid., p. 63. 이 단언은 다음 면에서 “예술은 타인을 위해서만, 그리고 타인에 의
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확장되는데, 사르트르 자신도 나중에는
이 단언을 수정하거니와(같은 면의 역주 6번 참조), 사실 작가가 자기 자신을 위
해 쓰는 측면이 왜 없겠는가.

이며,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개별 작품

3) Ibid., p. 89 참조.

용에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비판할 수

4) Ibid., p. 68.
5) Ibid., pp. 85~86.
6) Ibid.,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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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받는 데에도 지장이 초래될 것
에 대해 ＜왜 쓰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작품의 이해와 수

7) 폴 리쾨르, 시간과 이야기2(허구이야기에서의 형상화) , 김한식, 이경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0, p.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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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작품의 의미를 결부시키는 등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스러운

서 ＜왜 썼을까?＞라고 자문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대목들을 제외하면, 납득할 만한 견해가 없지 않다. 특히 “창조는 오

이 든다.

직 읽기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만큼 “모든 문학 작품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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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5)이고 “작품이란 인간의 자유의 요청이라는 안목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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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상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6)라는 주장

정직한 대응으로서 오히려 상찬 받아 마땅할 태도일 것이고, 독자

은 글쓰기의 이유나 목적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대답의 일부분이

로서도 일정 부분 수긍이 갈 것이다. 비록 작품 외적일지라도 이처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말하기처럼 쓰기도 기

럼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런 대로 만족할 만한

본적으로 대상이 무엇이건 그것에 대한 어떤 이해나 견해의 피력으

대답은 될 것이고, 이런 까닭인지 글쓴이의 자기비하적인 발언이

로서 따짐을 전제로 하며, 듣기나 읽기는 어떤 이해와 해석 그리고

공공연히 난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작품 외적인 불가피한 사정은

적용으로서 역시 따짐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 또한 이러

어차피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작품에 의해 설득력 있게 입

한 해석학적 선순환 속에서야 비로소 판단의 대상이 되고 문화적

증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독자는 글쓰기의

기호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는 것이다.

마땅한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요즈음은 주변 텍스트 또

소”4)라거나 “쓴다는

그러나 이러한 대답은 이론적인 담론이 흔히 그렇듯이 너무 일반

는 준 텍스트 para-texte 라는 개념에 의해 작품과 관련된 다른 글들의

적이고 수없이 되풀이되는 원론적인 것이어서 밋밋해 보이고 공허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정작 작품을 읽고 나

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텍스트는 살 만한 어떤 세계를

서 작품 자체에서 ＜왜 썼을까?＞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내 보이”고 “견디기 힘든 세계라는 문제의식”을 전제한다거나, 작

에는 작품이 제기하는 문제, 작품이 제안하는 세계는 그 진정성과
설득력이 상당 부분 손상을 입을 것이고, 독자가 세계와 자기 자신

2) Ibid., p. 63. 이 단언은 다음 면에서 “예술은 타인을 위해서만, 그리고 타인에 의
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확장되는데, 사르트르 자신도 나중에는
이 단언을 수정하거니와(같은 면의 역주 6번 참조), 사실 작가가 자기 자신을 위
해 쓰는 측면이 왜 없겠는가.

이며,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요컨대 개별 작품

3) Ibid., p. 89 참조.

용에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비판할 수

4) Ibid., p. 68.
5) Ibid., pp. 85~86.
6) Ibid.,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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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실제로도 그렇기는 하다. 그렇지만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미

더 분명히 하려면, 적어도 두 작품에서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도출

적 판단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개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부터 비

하여 상호적인 조명을 비추는 것이 좋고, 바로 이러한 타당성과 한

롯되고, 개별 작품에 대한 각 독자의 종합적인 수용은 이 문제에 대

계의 추론에 칸트적 의미에서의 비판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흔히는 암시적인 대답이 설득 전략의 일환으로 작품에 마련되어

이 두 소설에서는 현실 인식의 유사성이 엿보인다. 병자호란 당시

있을 때 더욱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왜 썼을까?＞ 하고 묻

에 남한산성은 일종의 감옥이었는데, A. 제바르의 소설 제목에도

는 것은 또한 현실의 여건으로 열린 창일 뿐 아니라, 사르트르에 따

감옥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른 참여 문학론의 올바른 수용과 취미 판단에 관한 칸트의 판단력
비판 을 칸트의 정치 철학이라는 견지에서 해석하는 한나 아렌트
에 따른 문학의 정치에 관한 논의로 이를 소중한 통로로 보이기도

본 론

한다. 작가로서도 자신의 작품에 관해 ＜왜 쓰는가?＞를 끊임없이 고
민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기 글쓰기의 진정성을 납득하지 못할

1. 글과 길

터인데, 하물며 독자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도록
설득할 수 있겠는가. 그럴 경우에는 아예 글쓰기를 계속하기가 어
렵기조차 할 것이다.

김훈의 남한산성 은 병자호란으로 인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청에 대항하다가 항복한 실제의 역사를 소설화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a) 작가의 물음이 진지하고 철저할수

1636년 12월 14일에서 1637년 2월 2일까지 47일 동안 조선의 지도층

록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적어도 개인 또는 집단의 역사를

은 남한산성에 갇히는데, 군병들이 겨울비에 얼고 군량이 떨어져가

검토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b) 작품에는 이 문제에 대한 작가의 생

는 가운데 거세게 일어 대립하는 화전 양론은 소설의 긴장을 유지

각이 투영되게 마련이며, c)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위기에 처해 있을

한다. 김상헌과 최명길로 대표되는 이 양론은 결국 화친으로 결말

수록 이 물음은 더 깊은 울림을 갖는다는 세 가지 가설에 입각하여,

이 나면서 언 강이 봄바람에 풀리듯 소설의 긴장도 풀린다.

글쓰기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두 편의 소설에서 읽어냄으로써, 그

우리 민족에게는 한일합방과 함께 대표적인 치욕의 역사인 그해

것이 역사의 활용과 정체성의 탐구라는 하나이자 둘인 활동의 소산

겨울의 고난을 이처럼 다시 이야기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비록 얼

이라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런데 왜 김훈과 앗시아 제바르의

마 되지 않지만8) 조선왕조실록 의 ｢인조 실록｣이 있고, 이외에도

소설인가? 물론 다른 소설이라도 우리의 세 가지 가설에 들어맞는

야사와 개인 문집, 남한산성에 대한 지표조사나 시굴조사 보고서

작품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소설을 분석의

등 9권의 책이 기왕에 씌어졌는데,9) 새삼스럽게 또 하나의 이야기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무작위적 표본 추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
고 왜 두 작품인가? 말할 것도 없이 비교 또는 대조를 통해 사유의
진정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이다. 각 생각의 타당성과 한계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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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실제로도 그렇기는 하다. 그렇지만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미

더 분명히 하려면, 적어도 두 작품에서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도출

적 판단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개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부터 비

하여 상호적인 조명을 비추는 것이 좋고, 바로 이러한 타당성과 한

롯되고, 개별 작품에 대한 각 독자의 종합적인 수용은 이 문제에 대

계의 추론에 칸트적 의미에서의 비판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흔히는 암시적인 대답이 설득 전략의 일환으로 작품에 마련되어

이 두 소설에서는 현실 인식의 유사성이 엿보인다. 병자호란 당시

있을 때 더욱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왜 썼을까?＞ 하고 묻

에 남한산성은 일종의 감옥이었는데, A. 제바르의 소설 제목에도

는 것은 또한 현실의 여건으로 열린 창일 뿐 아니라, 사르트르에 따

감옥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른 참여 문학론의 올바른 수용과 취미 판단에 관한 칸트의 판단력
비판 을 칸트의 정치 철학이라는 견지에서 해석하는 한나 아렌트
에 따른 문학의 정치에 관한 논의로 이를 소중한 통로로 보이기도

본 론

한다. 작가로서도 자신의 작품에 관해 ＜왜 쓰는가?＞를 끊임없이 고
민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기 글쓰기의 진정성을 납득하지 못할

1. 글과 길

터인데, 하물며 독자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도록
설득할 수 있겠는가. 그럴 경우에는 아예 글쓰기를 계속하기가 어
렵기조차 할 것이다.

김훈의 남한산성 은 병자호란으로 인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청에 대항하다가 항복한 실제의 역사를 소설화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a) 작가의 물음이 진지하고 철저할수

1636년 12월 14일에서 1637년 2월 2일까지 47일 동안 조선의 지도층

록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적어도 개인 또는 집단의 역사를

은 남한산성에 갇히는데, 군병들이 겨울비에 얼고 군량이 떨어져가

검토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b) 작품에는 이 문제에 대한 작가의 생

는 가운데 거세게 일어 대립하는 화전 양론은 소설의 긴장을 유지

각이 투영되게 마련이며, c)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위기에 처해 있을

한다. 김상헌과 최명길로 대표되는 이 양론은 결국 화친으로 결말

수록 이 물음은 더 깊은 울림을 갖는다는 세 가지 가설에 입각하여,

이 나면서 언 강이 봄바람에 풀리듯 소설의 긴장도 풀린다.

글쓰기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두 편의 소설에서 읽어냄으로써, 그

우리 민족에게는 한일합방과 함께 대표적인 치욕의 역사인 그해

것이 역사의 활용과 정체성의 탐구라는 하나이자 둘인 활동의 소산

겨울의 고난을 이처럼 다시 이야기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비록 얼

이라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런데 왜 김훈과 앗시아 제바르의

마 되지 않지만8) 조선왕조실록 의 ｢인조 실록｣이 있고, 이외에도

소설인가? 물론 다른 소설이라도 우리의 세 가지 가설에 들어맞는

야사와 개인 문집, 남한산성에 대한 지표조사나 시굴조사 보고서

작품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소설을 분석의

등 9권의 책이 기왕에 씌어졌는데,9) 새삼스럽게 또 하나의 이야기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무작위적 표본 추출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
고 왜 두 작품인가? 말할 것도 없이 비교 또는 대조를 통해 사유의
진정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이다. 각 생각의 타당성과 한계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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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탠 것은 과연 어떤 의의를 갖는가?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 민

비롯된 것 같으며, 간결하나 극히 서정적인 문장들은 이것의 소산

족의 정체성, 폴 리쾨르가 역설하는 ‘서술적 정체성’의 일부분을 이

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작중인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룰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특정 기간의 역사가 다루어짐으로

말로 나오지 않은 생각을 길게 풀어내기는 한다. 칸의 경우가 그렇

써 민족 공동체에 부여되는 이른바 서술적 정체성의 구체적인 내용

고, 특히 김상헌과 최명길의 경우에 꽤 빈번하다. 그러나 이 두 인물

은 잘 잡히지 않는다. 누르하치가 답답함과 함께 토로하는 ‘알 수 없

은 군더더기를 없애고 대화를 짧게 끊는 작가처럼 말을 아끼고, 카

는’ 나라라는 것이 제법 분명하게 눈에 들어올 뿐이다.10) 이 점에서,

메라 시선은 그 인물들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

그리고 이 역사 소설을 푸코가 말하는 ‘현재에 관한 역사서술’이라

다. 결과에서 원인을 추론하는 셈이 되겠지만, 깊이 파고듦을 금하

고 친다면, 작가에게 오늘날의 한국은 알 수 없는 나라이고, 이것이

는 것이 김훈의 서술전략인 듯싶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

우리나라에 대한 김훈의 인식인 셈이다. 알 수 없음도 정체성일 수

의 대중성이 있고, 이와 아울러 사유의 옅음이 있다. 남한산성 은

있을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인식은 그 알 수 없음에 가로막혀 더

｢인조 실록｣의 부연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일종의 뻥튀기 또는 극

이상 뻗어나가지 않는다. 칸의 답답함은 작가의 답답함이고 독자

장에서 즐겨 먹는 팝콘을 연상시킨다. “내 약소한 조국의 운명 앞에

역시 답답함을 느낀다. 칸이야 적군 청나라의 황제이니 그렇다 치

무참”함은 ‘하는 말’이라지만, 그저 ‘하는 말’에 그치지 않고 이 작품

더라도, 작가로서는 집단의 정체성이라는 중요한 문제의 소중한 싹

앞의 독자에 대해서도 진실인 듯하다.

을 끈질기게 붙들고 사유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지 않았을까? 작

서술적 정체성과 정신분석은 유사성이 있다. 본래 정신분석은 말

가 자신이 이처럼 사유에 오래 머물지도 자신의 답답함을 사유로써

을 통한 자기 삶 이야기의 수정, 이러한 수정을 통한 새로운 이야기

해소하려 들지도 않으니, 그나마 희미하게 빛나던 독자의 생각들도

의 구성, 이를 통한 자기 정체성의 새로운 규정, 즉 자신의 과거를

바람 앞 등잔불들의 불꽃처럼 꺼지기 십상이다.

＜다르게＞ 보기, 끝으로 정신적 상처의 치유 또는 상처로부터 현재

그렇지만 집단의 정체성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들으

의 새로운 힘을 생성하는 효과를 가리킨다.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

려 하기 전에, 성급함을 자제하고, 우선 이 작품이 불러일으키는 여

서의 정신분석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에 남한산성 은 들어맞

러 가지 사유의 불꽃을 더듬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

을까? 달리 말하자면, 독자의 입장에서 이 작품 읽기의 진정한 효과

는 시종일관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을 취한다. 시선을 가까이에서

는 무엇일까? 여태까지의 병자호란 이야기들과 다르거나 새로운

멀리로, 멀리서 가까이로 이동시키면서 주변 풍경을 묘사하고, 성

점은 무엇일까? 김훈은 우리의 역사적 상흔에 관한 많은 이야기에

안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며, 인물들로 초점을 옮겨서는 그들의 대화

그저 하나의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보탰을 뿐이지 않을까? 물론 개

를 들려준다. 대부분의 경우에 ‘작가 관찰자 시점’을 택하고 있다. 그

인이건 집단이건 정체성은 역사 이야기건 허구 이야기건 이야기를

러나 시점이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 이 경쾌한 카메라

통해서만 구성된다. 유대 민족의 성서와 이슬람 세계의 코란은 그

워크 또는 카메라 이동은 영화적 글쓰기라고 부를 만한 태도에서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서술적 정체성은 “안정되고 균열 없는 정

10) 김훈, 남한산성 , 학고재, 2007, pp. 280~2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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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탠 것은 과연 어떤 의의를 갖는가?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 민

비롯된 것 같으며, 간결하나 극히 서정적인 문장들은 이것의 소산

족의 정체성, 폴 리쾨르가 역설하는 ‘서술적 정체성’의 일부분을 이

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작중인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룰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특정 기간의 역사가 다루어짐으로

말로 나오지 않은 생각을 길게 풀어내기는 한다. 칸의 경우가 그렇

써 민족 공동체에 부여되는 이른바 서술적 정체성의 구체적인 내용

고, 특히 김상헌과 최명길의 경우에 꽤 빈번하다. 그러나 이 두 인물

은 잘 잡히지 않는다. 누르하치가 답답함과 함께 토로하는 ‘알 수 없

은 군더더기를 없애고 대화를 짧게 끊는 작가처럼 말을 아끼고, 카

는’ 나라라는 것이 제법 분명하게 눈에 들어올 뿐이다.10) 이 점에서,

메라 시선은 그 인물들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럴 수도 없

그리고 이 역사 소설을 푸코가 말하는 ‘현재에 관한 역사서술’이라

다. 결과에서 원인을 추론하는 셈이 되겠지만, 깊이 파고듦을 금하

고 친다면, 작가에게 오늘날의 한국은 알 수 없는 나라이고, 이것이

는 것이 김훈의 서술전략인 듯싶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

우리나라에 대한 김훈의 인식인 셈이다. 알 수 없음도 정체성일 수

의 대중성이 있고, 이와 아울러 사유의 옅음이 있다. 남한산성 은

있을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인식은 그 알 수 없음에 가로막혀 더

｢인조 실록｣의 부연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일종의 뻥튀기 또는 극

이상 뻗어나가지 않는다. 칸의 답답함은 작가의 답답함이고 독자

장에서 즐겨 먹는 팝콘을 연상시킨다. “내 약소한 조국의 운명 앞에

역시 답답함을 느낀다. 칸이야 적군 청나라의 황제이니 그렇다 치

무참”함은 ‘하는 말’이라지만, 그저 ‘하는 말’에 그치지 않고 이 작품

더라도, 작가로서는 집단의 정체성이라는 중요한 문제의 소중한 싹

앞의 독자에 대해서도 진실인 듯하다.

을 끈질기게 붙들고 사유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지 않았을까? 작

서술적 정체성과 정신분석은 유사성이 있다. 본래 정신분석은 말

가 자신이 이처럼 사유에 오래 머물지도 자신의 답답함을 사유로써

을 통한 자기 삶 이야기의 수정, 이러한 수정을 통한 새로운 이야기

해소하려 들지도 않으니, 그나마 희미하게 빛나던 독자의 생각들도

의 구성, 이를 통한 자기 정체성의 새로운 규정, 즉 자신의 과거를

바람 앞 등잔불들의 불꽃처럼 꺼지기 십상이다.

＜다르게＞ 보기, 끝으로 정신적 상처의 치유 또는 상처로부터 현재

그렇지만 집단의 정체성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들으

의 새로운 힘을 생성하는 효과를 가리킨다.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

려 하기 전에, 성급함을 자제하고, 우선 이 작품이 불러일으키는 여

서의 정신분석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에 남한산성 은 들어맞

러 가지 사유의 불꽃을 더듬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

을까? 달리 말하자면, 독자의 입장에서 이 작품 읽기의 진정한 효과

는 시종일관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을 취한다. 시선을 가까이에서

는 무엇일까? 여태까지의 병자호란 이야기들과 다르거나 새로운

멀리로, 멀리서 가까이로 이동시키면서 주변 풍경을 묘사하고, 성

점은 무엇일까? 김훈은 우리의 역사적 상흔에 관한 많은 이야기에

안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며, 인물들로 초점을 옮겨서는 그들의 대화

그저 하나의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보탰을 뿐이지 않을까? 물론 개

를 들려준다. 대부분의 경우에 ‘작가 관찰자 시점’을 택하고 있다. 그

인이건 집단이건 정체성은 역사 이야기건 허구 이야기건 이야기를

러나 시점이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 이 경쾌한 카메라

통해서만 구성된다. 유대 민족의 성서와 이슬람 세계의 코란은 그

워크 또는 카메라 이동은 영화적 글쓰기라고 부를 만한 태도에서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서술적 정체성은 “안정되고 균열 없는 정

10) 김훈, 남한산성 , 학고재, 2007, pp. 280~2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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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그것이 개인이든 개인들의 공동체이든－의 자기성에 대한
않는다.”12)

말하는 수어사 이시백일까? 자기들끼리 말은 옳으나 “ 육도삼략

이 두 가지 사항, 즉 하나의 이

이며 무경질서 를 끌어”대면서 탁상공론이나 하고 “동치미 국물

야기라는 사실 자체와 서술적 정체성의 불완전성은 남한산성 이

에 젖은 수염을 소매로 닦아 내”15)는 늙은 유생들일까? “어전에서

충족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

명길의 목을 베라고 통곡하던 젊은 간관들”16)일까? 화친이 결정되

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부정과 생성의 과정을 거듭해야 할 것이

어 끌려갈 척화신으로 자원한 두 신하, 교리 윤집과 부교리 오달제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이야기가 이전 이야기들의 부정

일까? 이외에도 많은 작중인물 중에서 누구로부터 윤리적 올바름

이자 새로운 이야기의 생성이어야 한다. 남한산성 은 이전 이야기

을 시사 받을 수 있을까? 누구를 윤리적으로 비난해야 할까? 이것

들의 부정도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다만 부정의 대상으

이 남한산성 의 가장 흥미로운, 그러나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김

로 주어졌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훈이 남한산성 을 쓴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일 것이라고

물음을 완전히 규명하지

하나의 이야기가 실천으로 이르는 것은 독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추정된다. 실제로 그는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듯하다.

밖에 없다. 독자가 이야기에 설복되어 독자 자신에게는 낯선 세계

이 문제는 항전을 줄곧 외치는 김상헌과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

를 경험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

의 대립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을 암시받을 수 있다. 격식

비로소 이야기는 실천의 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또다시 폴 리쾨르

을 차리지 않은 용골대의 문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논의하는 장 章

의 주장에 의하면, “이야기는, 윤리적으로 올바름을 주장한다는 데

“웃으면서 곡하기”에서 화전 양론은 최초로 격돌하는데, 김상헌은

서－이것은 서술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이미 윤리적인

화친과 항전 그리고 수성이 하나임, 아직은 화친할 때가 아님, 대의

영역에 속하는 것”13)이다. 그렇다면 남한산성 에서는 무엇이 “윤

명분을 내세우고, 반면에 최명길은 시세의 피폐함, “내실이 남아 있

리적으로 올바름”일까? 청군에 의해 포위되고 지원군의 진입이 속

을 때가 화친할 때”임, 삶과 이로움을 주장한다. 이 격론에서 김상헌

속 차단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의 대의가 최명길의 실리를 이기고, 창의를 호소하는 격서와 장졸

올바른 행동일까? 화전 양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임금일까? 화

을 위무하는 교서가 작성된다. 그러나 교서는 성안에서 실행되지

전 양론에 양다리를 걸치고 형세를 따르는 체찰사 김류일까? “싸우

만, 격서는 한동안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가, 대장장이 서날쇠에

자고 준열한 언동을 일삼는 자들”이 실은 “충렬의 반열에 앉아서 역

의해 전해지기는 하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청군에 의해 포위

적이 성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임을 꿰뚫어 보고 자신은 “어느

된 성안의 상황은 갈수록 불리해진다. 이후로도 최명길은 소신을

쪽도 아니”고 “다만 다가오는 적을 잡는 초병”14)이라고 최명길에게

굽히지 않는다. 그에게 말은 ‘먼지’에 지나지 않고 삶의 길은 성 밖으

11) 폴 리쾨르, 시간과 이야기3(이야기된 시간) , 김한식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4, p. 475.

로 나감에 있음을 스스로 다짐한다.17) 김상헌 역시 출성을 생각한

12) Ibid., p. 476.

15) Ibid., p. 192.

13) Ibid., p. 476.

16) Ibid., p. 196.

14) 김훈, op. cit., p. 218.

17) Ibid., p. 1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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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그것이 개인이든 개인들의 공동체이든－의 자기성에 대한
않는다.”12)

말하는 수어사 이시백일까? 자기들끼리 말은 옳으나 “ 육도삼략

이 두 가지 사항, 즉 하나의 이

이며 무경질서 를 끌어”대면서 탁상공론이나 하고 “동치미 국물

야기라는 사실 자체와 서술적 정체성의 불완전성은 남한산성 이

에 젖은 수염을 소매로 닦아 내”15)는 늙은 유생들일까? “어전에서

충족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

명길의 목을 베라고 통곡하던 젊은 간관들”16)일까? 화친이 결정되

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부정과 생성의 과정을 거듭해야 할 것이

어 끌려갈 척화신으로 자원한 두 신하, 교리 윤집과 부교리 오달제

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이야기가 이전 이야기들의 부정

일까? 이외에도 많은 작중인물 중에서 누구로부터 윤리적 올바름

이자 새로운 이야기의 생성이어야 한다. 남한산성 은 이전 이야기

을 시사 받을 수 있을까? 누구를 윤리적으로 비난해야 할까? 이것

들의 부정도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다만 부정의 대상으

이 남한산성 의 가장 흥미로운, 그러나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김

로 주어졌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훈이 남한산성 을 쓴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일 것이라고

물음을 완전히 규명하지

하나의 이야기가 실천으로 이르는 것은 독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추정된다. 실제로 그는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듯하다.

밖에 없다. 독자가 이야기에 설복되어 독자 자신에게는 낯선 세계

이 문제는 항전을 줄곧 외치는 김상헌과 화친을 주장하는 최명길

를 경험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

의 대립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을 암시받을 수 있다. 격식

비로소 이야기는 실천의 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또다시 폴 리쾨르

을 차리지 않은 용골대의 문서에 대한 대응 방식을 논의하는 장 章

의 주장에 의하면, “이야기는, 윤리적으로 올바름을 주장한다는 데

“웃으면서 곡하기”에서 화전 양론은 최초로 격돌하는데, 김상헌은

서－이것은 서술 행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이미 윤리적인

화친과 항전 그리고 수성이 하나임, 아직은 화친할 때가 아님, 대의

영역에 속하는 것”13)이다. 그렇다면 남한산성 에서는 무엇이 “윤

명분을 내세우고, 반면에 최명길은 시세의 피폐함, “내실이 남아 있

리적으로 올바름”일까? 청군에 의해 포위되고 지원군의 진입이 속

을 때가 화친할 때”임, 삶과 이로움을 주장한다. 이 격론에서 김상헌

속 차단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의 대의가 최명길의 실리를 이기고, 창의를 호소하는 격서와 장졸

올바른 행동일까? 화전 양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임금일까? 화

을 위무하는 교서가 작성된다. 그러나 교서는 성안에서 실행되지

전 양론에 양다리를 걸치고 형세를 따르는 체찰사 김류일까? “싸우

만, 격서는 한동안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가, 대장장이 서날쇠에

자고 준열한 언동을 일삼는 자들”이 실은 “충렬의 반열에 앉아서 역

의해 전해지기는 하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청군에 의해 포위

적이 성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임을 꿰뚫어 보고 자신은 “어느

된 성안의 상황은 갈수록 불리해진다. 이후로도 최명길은 소신을

쪽도 아니”고 “다만 다가오는 적을 잡는 초병”14)이라고 최명길에게

굽히지 않는다. 그에게 말은 ‘먼지’에 지나지 않고 삶의 길은 성 밖으

11) 폴 리쾨르, 시간과 이야기3(이야기된 시간) , 김한식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4, p. 475.

로 나감에 있음을 스스로 다짐한다.17) 김상헌 역시 출성을 생각한

12) Ibid., p. 476.

15) Ibid., p. 192.

13) Ibid., p. 476.

16) Ibid., p. 196.

14) 김훈, op. cit., p. 218.

17) Ibid., p. 1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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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군사를 앞세워 치고 나가는 출성과 마음을 앞세워 나가
는 출성이 다르지

않을”18)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읽

어볼 수 있듯이, 김상헌은 관념주의자이다. 올곧은 선비이나 형세
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의기만 굳셀 뿐이다. 반면에 최명길은 현실
주의자이다. 시세에 맞는 의견을 피력하다가 처음에는 밀리지만,
나중에는 그의 노선이 채택된다. 김상헌과 최명길의 대립은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의 사당에 제사를 드리는 장 “온조의 나라”에서 비록
작가가 전하는 그들 각자의 생각을 통해서이지만 재연된다. 최명길
은 마루에 엎드려 “왕조가 쓰러지고 세상이 무너져도 삶은 영원하
고, 삶의 영원성만이 치욕을 덮어서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고, […]
그러므로 치욕이 기다리는 넓은 세상을 향해 성문을 열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김상헌은 서날쇠가 격서를 지니고
떠난 새벽을 떠올리고는 “모든 환란의 시간은 다가오는 시간 속에
서 다시 맑게 피어나고 있으므로, 끝없이 새로워지는 시간과 더불
어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는 희망의 상념에 잠긴다.19) 칸의 삼
전도 도착 이후에 인조는 결국 최명길이 간언한 삶의 길을 선택하
고, 이에 김상헌은 자살을 시도하나 실패한다. 실제의 역사에서처
럼 소설에서도 최명길이 정치적으로 승리한다. 그렇지만 윤리적으
로는? 누구라도 여전히 확답할 수 없을 것이다. 작가 역시 ‘하는 말’
에서 자신은 “아무 편도 아니”라고 한다. “다만 고통 받는 자들의
편”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당시에 어느 누가 고통 받지
않았단 말인가.
그 갇힌 성 안에서는 삶과 죽음, 절망과 희망이 한 덩어리로 엉겨
있었고, 치욕과 자존은 다르지 않았다.
18) Ibid., p. 199.
19) Ibid., pp. 236~2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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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써 정의를 다툴 수 없고, 글로써 세상을 읽을 수 없으며, 살아
있는 동안의 몸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다 받아 내지 못할진
대, 땅 위로 뻗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리. […]
밖으로 싸우기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욱 모질어서 글 읽는 자들
은 갇힌 성 안에서 싸우고 또 싸웠고, 말들이 창궐해서 주린 성에 넘
쳤다.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다만 고통 받는 자들의 편이다.

앞뒤 부분까지 읽어보면 소설의 내용을 정말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작가의 ‘하는 말’ 가운데 중간 부분인 이 대목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말에 의한 따짐의 어려움 내지는 불가능성, 정
의와 세상을 바로 세움에 대한 말의 한계, 공정한 객관성의 단언이
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건을 다룬 이 허구 이야기에서 독자는 어떤
윤리적 올바름의 권유를 받게 될까? 그것이 ‘개똥’밭에 굴러도 삶이
낫다는 ‘철학’이라면 좀 허망하지 않을까? 왜 김훈은 더 깊이 따져
들어가지 않았을까? 무엇을 위해 그는 ‘서둘러’ 지은 이 ‘작은 이야
기’를 “내 조국의 성에”(‘하는 말’의 마지막 문장) 봉헌했을까? 이 이
야기에서 도출하여 자기 것으로 할 만한 의미는 무엇일까?
인조는 김상헌으로 상징되는 항전 대의 죽음의 길을 버리고 최
명길이 주장하는 항복 치욕 삶의 길을 선택했을 때, 최명길과 함
께 늙은 당하관 세 명, 즉 정오품 교리, 정오품 정랑, 정육품 수찬에
게 칸의 문서에 대한 답서를 지어오라고 명한다. 화친의 답서를 쓰
는 것은 장차 역적으로 몰릴 일인 만큼, 이에 대한 각자의 대응은 쉬
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세 당하관은 차자를 올려 답서 쓰기를 거
부하여 곤장 맞는 것을 자초하거나, 논둑에서 많은 생각으로 근심
하다가 죽거나, 간택되지 않을 글을 지어 바치는 비겁한 길을 택하
고, 결국은 최명길이 비장한 심정으로 답서를 써서 임금에게 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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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군사를 앞세워 치고 나가는 출성과 마음을 앞세워 나가
는 출성이 다르지

않을”18)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읽

어볼 수 있듯이, 김상헌은 관념주의자이다. 올곧은 선비이나 형세
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의기만 굳셀 뿐이다. 반면에 최명길은 현실
주의자이다. 시세에 맞는 의견을 피력하다가 처음에는 밀리지만,
나중에는 그의 노선이 채택된다. 김상헌과 최명길의 대립은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의 사당에 제사를 드리는 장 “온조의 나라”에서 비록
작가가 전하는 그들 각자의 생각을 통해서이지만 재연된다. 최명길
은 마루에 엎드려 “왕조가 쓰러지고 세상이 무너져도 삶은 영원하
고, 삶의 영원성만이 치욕을 덮어서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고, […]
그러므로 치욕이 기다리는 넓은 세상을 향해 성문을 열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김상헌은 서날쇠가 격서를 지니고
떠난 새벽을 떠올리고는 “모든 환란의 시간은 다가오는 시간 속에
서 다시 맑게 피어나고 있으므로, 끝없이 새로워지는 시간과 더불
어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는 희망의 상념에 잠긴다.19) 칸의 삼
전도 도착 이후에 인조는 결국 최명길이 간언한 삶의 길을 선택하
고, 이에 김상헌은 자살을 시도하나 실패한다. 실제의 역사에서처
럼 소설에서도 최명길이 정치적으로 승리한다. 그렇지만 윤리적으
로는? 누구라도 여전히 확답할 수 없을 것이다. 작가 역시 ‘하는 말’
에서 자신은 “아무 편도 아니”라고 한다. “다만 고통 받는 자들의
편”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당시에 어느 누가 고통 받지
않았단 말인가.
그 갇힌 성 안에서는 삶과 죽음, 절망과 희망이 한 덩어리로 엉겨
있었고, 치욕과 자존은 다르지 않았다.
18) Ibid., p. 199.
19) Ibid., pp. 236~2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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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써 정의를 다툴 수 없고, 글로써 세상을 읽을 수 없으며, 살아
있는 동안의 몸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을 다 받아 내지 못할진
대, 땅 위로 뻗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리. […]
밖으로 싸우기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욱 모질어서 글 읽는 자들
은 갇힌 성 안에서 싸우고 또 싸웠고, 말들이 창궐해서 주린 성에 넘
쳤다.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다만 고통 받는 자들의 편이다.

앞뒤 부분까지 읽어보면 소설의 내용을 정말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작가의 ‘하는 말’ 가운데 중간 부분인 이 대목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말에 의한 따짐의 어려움 내지는 불가능성, 정
의와 세상을 바로 세움에 대한 말의 한계, 공정한 객관성의 단언이
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건을 다룬 이 허구 이야기에서 독자는 어떤
윤리적 올바름의 권유를 받게 될까? 그것이 ‘개똥’밭에 굴러도 삶이
낫다는 ‘철학’이라면 좀 허망하지 않을까? 왜 김훈은 더 깊이 따져
들어가지 않았을까? 무엇을 위해 그는 ‘서둘러’ 지은 이 ‘작은 이야
기’를 “내 조국의 성에”(‘하는 말’의 마지막 문장) 봉헌했을까? 이 이
야기에서 도출하여 자기 것으로 할 만한 의미는 무엇일까?
인조는 김상헌으로 상징되는 항전 대의 죽음의 길을 버리고 최
명길이 주장하는 항복 치욕 삶의 길을 선택했을 때, 최명길과 함
께 늙은 당하관 세 명, 즉 정오품 교리, 정오품 정랑, 정육품 수찬에
게 칸의 문서에 대한 답서를 지어오라고 명한다. 화친의 답서를 쓰
는 것은 장차 역적으로 몰릴 일인 만큼, 이에 대한 각자의 대응은 쉬
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세 당하관은 차자를 올려 답서 쓰기를 거
부하여 곤장 맞는 것을 자초하거나, 논둑에서 많은 생각으로 근심
하다가 죽거나, 간택되지 않을 글을 지어 바치는 비겁한 길을 택하
고, 결국은 최명길이 비장한 심정으로 답서를 써서 임금에게 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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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이 모두 불타고 무너진 풀밭에도 아

의 확대･반복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

름다운 꽃은 피어날 터인데, 그 꽃은 반드시 상헌의 넋일 것이옵니

날쇠와 나루라는 주요한 허구적 요소가 그저 장식에 그쳐버리기 때

다. 상헌은 과연 백이오나, 신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초라한 세상에

문이다.22) 그렇지만 하나의 소설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서 만고의 역적이 되고자 하옵니다. […]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옵고

는 없다.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셔야 할 길바닥이옵니다.” 여기
에서 글쓰기에 대한 김훈의 생각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에게 글은
길인

것이다.20)

2. 역사와 허구의 교점

무슨 길인가? 치욕 속으로 자진해 들어가는 삶의 길

임이 분명하다. 김훈의 창작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독서의 보람

역사 이야기와 허구 이야기의 교차는 폴 리쾨르의 이론적 입증도

도 길로서의 글이라는 이 은유에 있다. 그가 이 소설을 쓴 동인 또한

이해하기 힘들거니와, 구체적인 작품에서 그것을 확인하기는 더욱

글이 길임을 보여주려는 데 있었을 것이다.

어렵다. 그것은 결코 소설가가 역사를 그저 자기 작품의 소재로 활

그러나 이러한 주제는 김훈 자신에게조차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용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소설가라는 하나의 주체가 그

칼의 노래 와 현의 노래 가 역사적으로 이름난 무관과 악사를 주

양자를 글쓰기로 감당해야만 가능할 일인데, 그럴 경우에 소설가는

인공으로 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게다가 이 글 길은

양쪽으로 찢길 우려가 크다. 어떻게 이 양자의 융합을 구현해 낼 수

독자에게 뚜렷이 새겨지지 않고 금방 흐려지며 그다지 절박한 진정

있을까?

성을 갖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왜일까? 독자가 갈 수 없는 길

앗시아 제바르(1936~ )는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알제리 작가이다.

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누구나 가는 길이어서일까? 작금에 무슨 원

그녀의 아버지는 프랑스어 교사였고, 어머니는 베르베르족에 속하

리처럼 거창하게 내세워지고 있는 소위 ‘실용주의’에 비추어 어쩌면

는 다흐라의 베르카니 부족 출신이었다. A. 제바르는 일찍이 프랑

후자가 더 맞을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끝까지 따짐 또는 괴로운 탐

스어 학교에서 공부하고 뒤이어 사립 코란학교를 다닌다. 10살부터

구의 중단으로 인해 애석하게도 이야기 정체성이 알 수 없는 것, 기

는 블린다의 중학교로 진학하고, 1953년에는 바칼로레아(대학입학

껏해야 막연한 것으로 보이고(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공동체의 실질적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알제에서 이포카뉴(고등사범학교 수험준

인 이야기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떠올려보기가 어렵다.), 이로

비반 1년차 학급)에 들어가며, 1954년에는 파리에서 페늘롱 고등학

인해 소설이 공동체의 자기성에 대한 규정으로 이르지도 못하기 때
문일 것이다. 영화적 글쓰기와 함께 이 소설의 대중성21)을 뒷받침
함과 동시에 이 소설의 한계를 구성하는 이러한 현상은 또 무엇 때
문일까? 허구가 역사와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고 소설이 다만 역사
20) 사족이지만 최명길이란 이름에도 길이 있다. 물론 한자는 다르다.
21) 김훈은 일정한 문학성으로 한국 대중소설의 수준을 크게 높인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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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나루라는 소녀는 김상헌이 목을 베어 죽인(그가 청군도 안내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뱃사공의 딸로 나루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 이름을 얻
었다. 나루는 아버지를 찾아 성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임금을 배알하게 되며 김
상헌에 의해 서날쇠에게 맡겨진다. 그런데 ‘나루’와 ‘나라’는 어원이 동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루는 조선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 작가는 이 흥미
로운 소재를 의식하지 못했거나 설령 의식했다 할지라도 너무 소홀히 그저 서정
시적으로 암시만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소설에서의 역사의 활용과 글쓰기

141

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이 모두 불타고 무너진 풀밭에도 아

의 확대･반복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

름다운 꽃은 피어날 터인데, 그 꽃은 반드시 상헌의 넋일 것이옵니

날쇠와 나루라는 주요한 허구적 요소가 그저 장식에 그쳐버리기 때

다. 상헌은 과연 백이오나, 신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초라한 세상에

문이다.22) 그렇지만 하나의 소설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서 만고의 역적이 되고자 하옵니다. […]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옵고

는 없다.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셔야 할 길바닥이옵니다.” 여기
에서 글쓰기에 대한 김훈의 생각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에게 글은
길인

것이다.20)

2. 역사와 허구의 교점

무슨 길인가? 치욕 속으로 자진해 들어가는 삶의 길

임이 분명하다. 김훈의 창작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독서의 보람

역사 이야기와 허구 이야기의 교차는 폴 리쾨르의 이론적 입증도

도 길로서의 글이라는 이 은유에 있다. 그가 이 소설을 쓴 동인 또한

이해하기 힘들거니와, 구체적인 작품에서 그것을 확인하기는 더욱

글이 길임을 보여주려는 데 있었을 것이다.

어렵다. 그것은 결코 소설가가 역사를 그저 자기 작품의 소재로 활

그러나 이러한 주제는 김훈 자신에게조차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용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소설가라는 하나의 주체가 그

칼의 노래 와 현의 노래 가 역사적으로 이름난 무관과 악사를 주

양자를 글쓰기로 감당해야만 가능할 일인데, 그럴 경우에 소설가는

인공으로 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게다가 이 글 길은

양쪽으로 찢길 우려가 크다. 어떻게 이 양자의 융합을 구현해 낼 수

독자에게 뚜렷이 새겨지지 않고 금방 흐려지며 그다지 절박한 진정

있을까?

성을 갖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왜일까? 독자가 갈 수 없는 길

앗시아 제바르(1936~ )는 프랑스어로 글을 쓰는 알제리 작가이다.

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누구나 가는 길이어서일까? 작금에 무슨 원

그녀의 아버지는 프랑스어 교사였고, 어머니는 베르베르족에 속하

리처럼 거창하게 내세워지고 있는 소위 ‘실용주의’에 비추어 어쩌면

는 다흐라의 베르카니 부족 출신이었다. A. 제바르는 일찍이 프랑

후자가 더 맞을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끝까지 따짐 또는 괴로운 탐

스어 학교에서 공부하고 뒤이어 사립 코란학교를 다닌다. 10살부터

구의 중단으로 인해 애석하게도 이야기 정체성이 알 수 없는 것, 기

는 블린다의 중학교로 진학하고, 1953년에는 바칼로레아(대학입학

껏해야 막연한 것으로 보이고(그래서 아무리 읽어도 공동체의 실질적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알제에서 이포카뉴(고등사범학교 수험준

인 이야기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떠올려보기가 어렵다.), 이로

비반 1년차 학급)에 들어가며, 1954년에는 파리에서 페늘롱 고등학

인해 소설이 공동체의 자기성에 대한 규정으로 이르지도 못하기 때
문일 것이다. 영화적 글쓰기와 함께 이 소설의 대중성21)을 뒷받침
함과 동시에 이 소설의 한계를 구성하는 이러한 현상은 또 무엇 때
문일까? 허구가 역사와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고 소설이 다만 역사
20) 사족이지만 최명길이란 이름에도 길이 있다. 물론 한자는 다르다.
21) 김훈은 일정한 문학성으로 한국 대중소설의 수준을 크게 높인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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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는 알제리와 인접한 튀니지의 두가에서 17세기에 발견된 2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고는 역사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한다. 그러

개어 비문의 역사가 추적되며, 제3부 “말없는 욕망”에서는 화자에

나 1956년부터 알제리 전쟁으로 촉발된 알제리 학생들의 수업거부

의한 영화의 촬영과 화자 집안과 주변의 여자들이 번갈아 이야기된

에 동참하면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다. 1958년 고등사범학교를

다. 그리고 맨 앞에 프롤로그 격으로 “글쓰기의 침묵”이란 제목의

떠나 결혼하고는 튀니스로 간다. 1959년부터는 라바트의 문과대학

짧은 글(5개 면)이 붙어 있고, 3여 면에 불과한 제4부 “글쓰기의 피”

에서 마그레브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가르친다. 1962년 7월 그녀는

는 에필로그의 구실을 하고 있다.

알제로 돌아와 외할머니의 죽음을 맞고, 역사와 철학 수업이 아랍

처음부터 이 작품의 복합적인 성격이 금방 눈에 띈다. 소설, 자서

어로 진행되는 알제 대학교에서 1965년까지 역사를 가르친다. 1966

전, 역사책, 에세, 영화 시나리오 등의 다양한 요소가 흩어져 있고

년부터 1974년까지 그녀는 프랑스(파리)에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뒤섞여 있다. 그리고 각각 제목이 붙어 있는 중간의 3개 부분 사이

알제리에 체류하는 생활을 한다. 1974년 1월 다시 알제로 돌아와 프

의 관계가 풀어야 할 의문으로 떠오른다. 장르의 구분이 이미 무너

랑스 문학을 가르치고 영화 세미나를 연다. 1975년 이혼하고, 1978

지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만큼, 그것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기

년에는 자기 어머니의 부족에 관한 세미 다큐멘터리 ｢슈누아 산 여

꺼이 받아들인다면, 여러 장르의 혼합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들의 누바｣(1979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비평가상을 받음)를 완성하

생각된다. 반면에 세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통일성을 추

고, 1982년에는 ｢제르다 또는 망각의 노래들｣(1983년 베를린 영화제

론하고 규정하는 것은 이 작품의 해석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에서 ‘가장 좋은 역사영화상’을 받음)이라는 몽타주 영화를 만든다.

어떤 통일성을 가정하고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 부분을 소상히

1993년에서 1994년에는 알제리에서의 소요사태로 인해 몇몇 친척

살피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 살해당한다.

화자의 문제의식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프롤로그에서 뚜렷이

우리의 분석 대상인 앗시아 제바르의 작품이 출간된 1995년까지

드러난다. 화자는 대뜸 자기 자신의 글쓰기를 문제시한다. 이 부분

작가에 관한 전기적 사실을 이처럼 시시콜콜하게 요약적으로 제시

은 자기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화자의 반성 내지는 자기비판이 된

한 것은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

다. 과거에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생각한 바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

의 자서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감옥은 넓고 넓은데

하기 때문이다.

Vaste est la prison

의 언어는 무엇보다 먼저 위와 같은 전기상의 푯말을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는 듯이 보이고, 다음으로는 알제리와 넓게는

오랫동안 나는 글을 쓴다는 것이 죽는 것, 서서히 죽는 것이라고

북아프리카 지역인 마그레브 전체의 역사가 화자에 의해 탐색되며,

생각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안절부절못하고 인식한 것 위로 모

끝으로 화자 주변의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즉, 제1부

래나 비단 수의를 더듬더듬 펼치는 것이라고 말이다. 폭소는 얼어붙

“가슴 속에서 지우기”는 화자 이스마와 단순히 에메 Aimé 라 불리는

었다. 오열은 시작되면서부터 돌처럼 굳어졌다.

남자 사이의 불가능한 사랑의 이야기이고, 제2부 “비석에서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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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는 알제리와 인접한 튀니지의 두가에서 17세기에 발견된 2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고는 역사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한다. 그러

개어 비문의 역사가 추적되며, 제3부 “말없는 욕망”에서는 화자에

나 1956년부터 알제리 전쟁으로 촉발된 알제리 학생들의 수업거부

의한 영화의 촬영과 화자 집안과 주변의 여자들이 번갈아 이야기된

에 동참하면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다. 1958년 고등사범학교를

다. 그리고 맨 앞에 프롤로그 격으로 “글쓰기의 침묵”이란 제목의

떠나 결혼하고는 튀니스로 간다. 1959년부터는 라바트의 문과대학

짧은 글(5개 면)이 붙어 있고, 3여 면에 불과한 제4부 “글쓰기의 피”

에서 마그레브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가르친다. 1962년 7월 그녀는

는 에필로그의 구실을 하고 있다.

알제로 돌아와 외할머니의 죽음을 맞고, 역사와 철학 수업이 아랍

처음부터 이 작품의 복합적인 성격이 금방 눈에 띈다. 소설, 자서

어로 진행되는 알제 대학교에서 1965년까지 역사를 가르친다. 1966

전, 역사책, 에세, 영화 시나리오 등의 다양한 요소가 흩어져 있고

년부터 1974년까지 그녀는 프랑스(파리)에 거주하면서 정기적으로

뒤섞여 있다. 그리고 각각 제목이 붙어 있는 중간의 3개 부분 사이

알제리에 체류하는 생활을 한다. 1974년 1월 다시 알제로 돌아와 프

의 관계가 풀어야 할 의문으로 떠오른다. 장르의 구분이 이미 무너

랑스 문학을 가르치고 영화 세미나를 연다. 1975년 이혼하고, 1978

지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만큼, 그것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기

년에는 자기 어머니의 부족에 관한 세미 다큐멘터리 ｢슈누아 산 여

꺼이 받아들인다면, 여러 장르의 혼합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들의 누바｣(1979년 베니스 영화제에서 비평가상을 받음)를 완성하

생각된다. 반면에 세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통일성을 추

고, 1982년에는 ｢제르다 또는 망각의 노래들｣(1983년 베를린 영화제

론하고 규정하는 것은 이 작품의 해석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에서 ‘가장 좋은 역사영화상’을 받음)이라는 몽타주 영화를 만든다.

어떤 통일성을 가정하고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 부분을 소상히

1993년에서 1994년에는 알제리에서의 소요사태로 인해 몇몇 친척

살피고,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 살해당한다.

화자의 문제의식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프롤로그에서 뚜렷이

우리의 분석 대상인 앗시아 제바르의 작품이 출간된 1995년까지

드러난다. 화자는 대뜸 자기 자신의 글쓰기를 문제시한다. 이 부분

작가에 관한 전기적 사실을 이처럼 시시콜콜하게 요약적으로 제시

은 자기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화자의 반성 내지는 자기비판이 된

한 것은 이 작품이 기본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

다. 과거에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생각한 바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

의 자서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감옥은 넓고 넓은데

하기 때문이다.

Vaste est la prison

의 언어는 무엇보다 먼저 위와 같은 전기상의 푯말을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는 듯이 보이고, 다음으로는 알제리와 넓게는

오랫동안 나는 글을 쓴다는 것이 죽는 것, 서서히 죽는 것이라고

북아프리카 지역인 마그레브 전체의 역사가 화자에 의해 탐색되며,

생각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안절부절못하고 인식한 것 위로 모

끝으로 화자 주변의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즉, 제1부

래나 비단 수의를 더듬더듬 펼치는 것이라고 말이다. 폭소는 얼어붙

“가슴 속에서 지우기”는 화자 이스마와 단순히 에메 Aimé 라 불리는

었다. 오열은 시작되면서부터 돌처럼 굳어졌다.

남자 사이의 불가능한 사랑의 이야기이고, 제2부 “비석에서 지우
142

특집 ‧ 불어권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문학과 문화

[…]

소설에서의 역사의 활용과 글쓰기

143

오랫동안 나는 글을 쓴다는 것이 달아나는 것, 적어도 이 드넓은

갈라놓는다.”24) 이처럼 ‘아버지의 언어’에는 할머니들의 ‘약해진 중

하늘 아래, 길의 먼지 속에서, 부서지기 쉬운 모래언덕의 기슭에서

얼거림’이 대립한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언어’를 버리고 ‘할머니들

뛰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랫동안.23)

의 중얼거림’을 택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화자에게 이는 불가
능한 일이다. 후자는 문자가 아니라 ‘중얼거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

이전의 글쓰기가 어떠했는지는 얼른 적시하기 어렵다. 다만 화자
자신의 글이 모래나 비단으로 된 ‘수의’였다고 규정한다는 것은 분

이다. 글쓰기의 문제와 관련하여 화자는 일종의 딜레마에 처해 있
는 셈이다.

명하다. 자신의 글쓰기에 의해 무언가가 소멸하거나 사라졌다는 것

프롤로그에는 또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난 계

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가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15년 전의 일화인데, 공중목욕탕에서

되살려야 하는 것인데 자신의 글쓰기는 오히려 그것을 죽음이나 침

화자의 시어머니가 막 나가려는 어느 50대의 여자에게 15분쯤 더

묵으로 이르게 했다는 반성이 읽힌다. “삶은 부스러지고, 생생한 흔

있다가 가라고 권유하자, 그 여자는 아랍어로 “원수가 집에 있다”25)

적은 흐려진다.” 이 말에는 뼈아픈 자기비판이 함축되어 있는 듯하

고 대답하면서 거절한다. 순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어색한

다. 화자에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이전의 글쓰기가 결여하고

분위기가 감돈다. 시어머니가 여자들끼리는 자신의 남편을 그렇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 화자는 글쓰기를 통해 무엇으로부터 달아났

부른다고 설명하자, 화자는 깊은 충격을 받는다. 화자에게 그것은

던 것일까? ‘드넓은 하늘’과 ‘길의 먼지’ 그리고 ‘모래언덕의 기슭’은

‘기이한 어뢰’이자 “당시에 너무나 여린 내 가슴의 밑바닥을 꿰뚫는

무엇을 표상할까? 화자는 그 침묵하고 있는 어렴풋한 것을 모색하

침묵의 화살”26)과도 같은 것으로 다가온다. 그때부터 화자는 자신

고자 하는 듯하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은 화자가 한 사

의 글쓰기에 대해 의문과 불신이 생겨나고 고민이 깊어지면서 글쓰

람의 작가로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글쓰기의 자세 내지는 작가

기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화자로 하여금 새로운 글쓰기의 모색으로

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일 것으로 기대된다. 프롤로

나아가게 만든 이 계기에서 우리는 여성의 문제가 글쓰기의 문제에

그는 이 탐색 과정을 시작하기 전의 머리말이다. 이처럼 프롤로그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여

가 맨 앞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화자 자신으로서도 탐색의 방향이

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여하히 통합할 것인가? 이는 화자의 글쓰기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 그 전개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 변함으로써만 가능해질 것이다.

화자는 ‘아버지의 언어’로 글을 쓴다. 화자의 “손이 달린다.” 그런

이 프롤로그가 화자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문제제기 겸 탐색의

데도 ‘글쓰기의 침묵’은 여전히 계속되고, ‘사막의 바람’은 냉혹하게
불어온다. 이는 ‘아버지의 언어’로 글을 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
이다. 게다가 ‘아버지의 언어’는 ‘아버지처럼 보호자인 체하는 언어’
가 된다. 이 언어는 “죽은 것 같은 사랑의 언어들을 점차로 확실하게
23) Assia Djebar, Vaste est la prison, Albin Michel, 1995,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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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bid., p. 11. 여기에서 ‘아버지의 언어’는 프랑스어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아랍
어는? 왜 화자는 아랍어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
마 아랍어는 화자에게 모국어이긴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프랑스어보다 더 억압
적이고 ‘아버지적인’ 언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25) Ibid., p. 13.
26) Ibid., p. 14.

소설에서의 역사의 활용과 글쓰기

145

오랫동안 나는 글을 쓴다는 것이 달아나는 것, 적어도 이 드넓은

갈라놓는다.”24) 이처럼 ‘아버지의 언어’에는 할머니들의 ‘약해진 중

하늘 아래, 길의 먼지 속에서, 부서지기 쉬운 모래언덕의 기슭에서

얼거림’이 대립한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언어’를 버리고 ‘할머니들

뛰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랫동안.23)

의 중얼거림’을 택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화자에게 이는 불가
능한 일이다. 후자는 문자가 아니라 ‘중얼거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

이전의 글쓰기가 어떠했는지는 얼른 적시하기 어렵다. 다만 화자
자신의 글이 모래나 비단으로 된 ‘수의’였다고 규정한다는 것은 분

이다. 글쓰기의 문제와 관련하여 화자는 일종의 딜레마에 처해 있
는 셈이다.

명하다. 자신의 글쓰기에 의해 무언가가 소멸하거나 사라졌다는 것

프롤로그에는 또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난 계

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지만 반드시

기가 제시되어 있다. 그것은 15년 전의 일화인데, 공중목욕탕에서

되살려야 하는 것인데 자신의 글쓰기는 오히려 그것을 죽음이나 침

화자의 시어머니가 막 나가려는 어느 50대의 여자에게 15분쯤 더

묵으로 이르게 했다는 반성이 읽힌다. “삶은 부스러지고, 생생한 흔

있다가 가라고 권유하자, 그 여자는 아랍어로 “원수가 집에 있다”25)

적은 흐려진다.” 이 말에는 뼈아픈 자기비판이 함축되어 있는 듯하

고 대답하면서 거절한다. 순간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어색한

다. 화자에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이전의 글쓰기가 결여하고

분위기가 감돈다. 시어머니가 여자들끼리는 자신의 남편을 그렇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 화자는 글쓰기를 통해 무엇으로부터 달아났

부른다고 설명하자, 화자는 깊은 충격을 받는다. 화자에게 그것은

던 것일까? ‘드넓은 하늘’과 ‘길의 먼지’ 그리고 ‘모래언덕의 기슭’은

‘기이한 어뢰’이자 “당시에 너무나 여린 내 가슴의 밑바닥을 꿰뚫는

무엇을 표상할까? 화자는 그 침묵하고 있는 어렴풋한 것을 모색하

침묵의 화살”26)과도 같은 것으로 다가온다. 그때부터 화자는 자신

고자 하는 듯하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들은 화자가 한 사

의 글쓰기에 대해 의문과 불신이 생겨나고 고민이 깊어지면서 글쓰

람의 작가로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글쓰기의 자세 내지는 작가

기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화자로 하여금 새로운 글쓰기의 모색으로

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일 것으로 기대된다. 프롤로

나아가게 만든 이 계기에서 우리는 여성의 문제가 글쓰기의 문제에

그는 이 탐색 과정을 시작하기 전의 머리말이다. 이처럼 프롤로그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여

가 맨 앞에 배치되어 있는 것은 화자 자신으로서도 탐색의 방향이

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여하히 통합할 것인가? 이는 화자의 글쓰기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 그 전개에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 변함으로써만 가능해질 것이다.

화자는 ‘아버지의 언어’로 글을 쓴다. 화자의 “손이 달린다.” 그런

이 프롤로그가 화자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문제제기 겸 탐색의

데도 ‘글쓰기의 침묵’은 여전히 계속되고, ‘사막의 바람’은 냉혹하게
불어온다. 이는 ‘아버지의 언어’로 글을 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
이다. 게다가 ‘아버지의 언어’는 ‘아버지처럼 보호자인 체하는 언어’
가 된다. 이 언어는 “죽은 것 같은 사랑의 언어들을 점차로 확실하게
23) Assia Djebar, Vaste est la prison, Albin Michel, 1995,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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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bid., p. 11. 여기에서 ‘아버지의 언어’는 프랑스어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아랍
어는? 왜 화자는 아랍어로 글을 쓰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
마 아랍어는 화자에게 모국어이긴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프랑스어보다 더 억압
적이고 ‘아버지적인’ 언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25) Ibid., p. 13.
26) Ibid.,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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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점이라면, 에필로그를 이루는 제4장 “글쓰기의 피”는 결론이자

제4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화자는 피로 글쓰기를 다짐한다. 죽은

종착점이다. 에필로그는 두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야

이들은 이제 화자에게 부재하는 존재자가 아니라, 글쓰기를 촉구하

스미나”이고 다른 하나는 제4장의 제목과 같다. 첫 부분에서 화자는

는 ‘증인’으로 변한다. 제4장의 두 제사 가운데 하나로 인용된 하피

자기 동창생의 딸 야스미나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야스미나는 프랑

즈의 말, 돌이 “오랜 기다림 끝에,” “자기 심장의 피로” 루비가 된다

스인인 어머니에게 “알제리 밖에서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28살에

는 말은 야스미나의 일화에 대한 화자의 결론으로 삼을 수 있다. 그

알제리로 돌아가 교사와 신문 편집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1994년 6

렇지만 이것은 좀 진부하지 않은가? 프롤로그의 공중목욕탕 일화

월 말에 알제리의 상황에 불안을 느끼고 여행을 그만두려는 어느

에서 에필로그의 야스미나 일화와 피로 글쓰기라는 결론까지 이 작

폴란드 여자의 방문을 받는다. 야스미나가 자신의 차로 젊은 외국

품의 몸통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는 이 진부함을 없

인 여자를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길에 가짜 경찰 네 명의 검문으로

애줄 수 있을까? 이 작품의 통일성은 무엇일까? 이에 대답하기 위

외국인 여자가 연행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야스미나가 ‘위험의 냄

해서는 각각 별개로 보이는 세 이야기를 하나로 꿸 끈에 대한 모색

새’를 맡고, 경적을 계속 울려대면서 그들을 추적하자, 그들은 야스

이 요청된다.

미나를 둘러싸고는 그녀가 기자라는 것을 알고 폴란드 여자를 풀어
주는 대신 야스미나를 납치해서 관목 숲 뒤에서 그녀를 살해한다.

2-1. 다원적 글쓰기

폴란드 여자는 말없이 알제리를 떠난다. 이 일화에서 야스미나 사

첫 번째 이야기 “가슴 속에서 지우기”는 당시에 서른일곱 살인 화

건에 관해 아무런 말도 없이 비행기를 타고 알제리를 떠나버리는

자가 서른 살이 채 안 된 연하의 미혼 남자와 바람피운 경험의 기억

젊은 여자는 무책임하다. 책임이란 무엇인가? 책임은 대답하는 데

이다. 결혼하여 자식이 있는 여자가 열세 달 동안 사랑의 모험을 감

에서 비롯되는 법이다. 목소리 없음은 무책임과 다르지 않다. 화자

행한다. 왜? 그 이유는 분명하게 말해져 있지 않다. 이유는 중요하

가 이 일화를 통해 말하려는 것은 글쓰기로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지 않기 때문일까? 화자 자신도 모르기 때문일까? 다만 화자에게는

는 확신으로 보인다.

“내가 그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시인하지 않았던, 나에 대한 그의 영
향력”28)을 몰아내기, 청소하기가 문제인 듯하다. 그러나 무언가를

야스미나는 자신의 살해자들에게 용감히 맞섰고, 그들을 모욕했

회상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다시 불러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고, 그들에게 도전했다. 그녀가 칼에 찔리는 가운데, 그녀의 분개와

까? 이처럼 글쓰기는 어떤 모순을 내포하는 것 같다. 그래서 글을

무력한 자존의 목소리는 다만 마지막 헐떡거림에 의해서만 중단되

쓰고 있는 순간까지도 대타관계의 긴장은 계속되고, 이것이 독서의

었던 것이다! 야스미나의 그 목소리－“재스민의 향기”－나는 그것을

긴장을 유지한다. 이 긴장은 언제 해소될 것인가?

세계의 사방팔방에서 들을 것이다…….27)

같은 건물의 7층(에메)과 10층(화자)에서 일하면서 내선 전화로
남몰래 통화하는 장면, 화자가 10층에서 어두컴컴한 계단으로 걸어

27) Ibid., p.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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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면서 에메의 책상에 불이 켜져 있음을 알고 차가운 벽에 이

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 자서전적이기도 하고 허구적이기도 한 첫

마를 기대고는 고민하다가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아 복도의 불을

번째 이야기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왜 이런 이야기를

켬으로써 유혹을 이기고 나머지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 프랑스에서

했을까? 에메와의 관계는 화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도덕

샹송가수 레오가 공연하러 왔을 때 공연의 뒤풀이로 공연장 인근의

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에메에 대한 화자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것은

디스코텍에서 남편과 레오가 수다를 떠는 동안 화자가 혼자 춤을

무엇일까? 화자는 보바리 부인이 아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과 은밀

추고 에메가 다가와 가만히 바라보는 장면－에메에 대한 화자의 마

한 사랑의 욕구만으로는 화자의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충분하

력이 시작된 장면, 에메와 그가 사귀는 여자 레일라를 언뜻 본 화자

지 않은 듯하다. 화자는 국립도서관에서 역사를 탐구하는, 예컨대

가 가슴 아파하는 장면, 에메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가 화자의 이

이븐 아라비의 12세기 마그레브 안달루시아 연대기를 탐색하는 지

름을 부르자 화자가 ‘한 모금의 눈부신 기쁨’을 느끼는데, 그때 레일

식인이다. 이 이야기 전체를 구성하고 일단은 통제하는 작가의 화

라가 나타나 ‘온몸에 슬픔을 머금은’ 장면, 사과하고 천천히 멀어져

신, 깊고 넓게 생각하는 여자이다. 이런 화자가 에메와의 관계에서

가는 화자, 화자가 신문기자 친구를 통해 전해들은 레일라의 자살

얻는 것은 남편에게 고백하게 됨으로써 초래된 그의 폭력과 신체상

시도와 절망, 화자가 에메의 아버지를 만나보려고 병을 핑계로 그

의 상처 그리고 이혼인데, 화자가 적어도 겉보기에는 안정된 생활

의 진료소를 찾아갔다가 자신의 진찰 순서가 다가오자 도둑처럼 달

에 스스로 초래한 이러한 파탄을 상쇄하고도 남을 소중한 가치는

아나는 장면, 에메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 10시경에 에메

어디에 있을까?

의 자동차로 집 앞에 도착한 화자와 에메를 수위와 그의 두 아들이

이 금지된 사랑의 상황으로 인해, 아니 그 이전에 이미 화자의 심

수상하게 바라보는 장면 등은 부차적인 요소로서 대타관계의 긴장

경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았던 것 같다. 호젓한 골목길에서 그녀가

또는 화자 내면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서술

옷차림으로 인해 젊은 남자 둘에 의해 남자로 오인 받는 장면(그들

의 순서 역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낮잠

은 그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두고 내기를 했다.)30)과 레오의 샹송

전후를 구분하여 화자 자신의 변화가 언급된다. 화자는 낮잠에 기

공연 후에 디스코텍에서 혼자 오랫동안 추는 춤은 여성에 대한 사

대어 자신의 다시 태어남, 소생, 오랜 병에서 깨어남, ‘열세 달의 꿈’

회적 편견과 이것을 깨려는 작은 저항의 몸짓으로 보이고, 따라서

에서 빠져나옴을 이야기한다.29) 그러나 이후로는 사랑의 모험에 얽

자유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어느 정도 시사해 준다. 그리고 화자의

힌 장면들이 시간 순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 금지된 사랑의 열세

‘우스꽝스러운 고백’이 행해진 날 남편은 먼저 모욕의 말을 퍼붓고

달 동안과 그 기간을 전후한 시기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이 복

뒤이어 때리는데, 화자는 그때 자신의 눈을 보호해야 했다고 말한

잡하게 뒤섞여 있다. 이러한 배치의 원칙은 무엇일까? 아마 화자의

다. 남편의 “광기는 기이한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눈에 대

입장에서 정리하거나 지우기 쉬운 순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떠오르

한 위협－아마 눈을 뽑아버릴 것이라는 말과 몸짓이지 않았을까?

는 순서로 서술했을 것인 만큼, 이 순서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

－이 가해졌다는 것이다.31) 이는 전통 무슬림 사회에서 차도르라는

29) 따라서 낮잠은 신비한 통과의례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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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처 그리고 이혼인데, 화자가 적어도 겉보기에는 안정된 생활

의 진료소를 찾아갔다가 자신의 진찰 순서가 다가오자 도둑처럼 달

에 스스로 초래한 이러한 파탄을 상쇄하고도 남을 소중한 가치는

아나는 장면, 에메의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 10시경에 에메

어디에 있을까?

의 자동차로 집 앞에 도착한 화자와 에메를 수위와 그의 두 아들이

이 금지된 사랑의 상황으로 인해, 아니 그 이전에 이미 화자의 심

수상하게 바라보는 장면 등은 부차적인 요소로서 대타관계의 긴장

경은 감옥에 갇힌 것과 같았던 것 같다. 호젓한 골목길에서 그녀가

또는 화자 내면의 갈등이라는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서술

옷차림으로 인해 젊은 남자 둘에 의해 남자로 오인 받는 장면(그들

의 순서 역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낮잠

은 그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두고 내기를 했다.)30)과 레오의 샹송

전후를 구분하여 화자 자신의 변화가 언급된다. 화자는 낮잠에 기

공연 후에 디스코텍에서 혼자 오랫동안 추는 춤은 여성에 대한 사

대어 자신의 다시 태어남, 소생, 오랜 병에서 깨어남, ‘열세 달의 꿈’

회적 편견과 이것을 깨려는 작은 저항의 몸짓으로 보이고, 따라서

에서 빠져나옴을 이야기한다.29) 그러나 이후로는 사랑의 모험에 얽

자유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어느 정도 시사해 준다. 그리고 화자의

힌 장면들이 시간 순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 금지된 사랑의 열세

‘우스꽝스러운 고백’이 행해진 날 남편은 먼저 모욕의 말을 퍼붓고

달 동안과 그 기간을 전후한 시기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이 복

뒤이어 때리는데, 화자는 그때 자신의 눈을 보호해야 했다고 말한

잡하게 뒤섞여 있다. 이러한 배치의 원칙은 무엇일까? 아마 화자의

다. 남편의 “광기는 기이한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눈에 대

입장에서 정리하거나 지우기 쉬운 순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떠오르

한 위협－아마 눈을 뽑아버릴 것이라는 말과 몸짓이지 않았을까?

는 순서로 서술했을 것인 만큼, 이 순서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

－이 가해졌다는 것이다.31) 이는 전통 무슬림 사회에서 차도르라는

29) 따라서 낮잠은 신비한 통과의례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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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에 의해 여성의 시선을 제한하는 것과 상통한다. 여기에서

[…] 그 남자는 내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었다. 그는 근원적인 공

화자가 겪은 드라마는 알제리 여성 전체로 확대될 여지가 생기고,

백에, 내 너울거리는 자유의 첫발걸음이 내딛어지기 시작했을 때, 내

따라서 이 이야기를 가부장제적 무슬림 사회에서의 여성 문제에 대

주위에서 부족의 여자들이 앗아갔던 공백에 자리를 잡았다.33)

한 고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화자의 옷차림, 춤, 시선은 무슬림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질곡을 깨뜨리는 수단의 구실을 하는

화자는 이 첫 번째 이야기의 두 번째 절에서 “모든 사랑은 근본적

데, 화자는 이 자기표현의 도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들에

인 왕국, 그 에덴으로의 회귀”34)라는 말을 슬쩍 꺼내놓는데, 에메와

글쓰기도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의 관계에서 느낀 이 회귀는 첫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에 언급된 ‘공

그러나 이로써 제1장의 이야기가 충분히 정당화되지는 않는 듯

백’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 공백은 화자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다. 화자가 이런 정도의 암시와 주장을 위해 에메와의 관계를 이

통해 확립하는 (상처가 없지 않은) 인격적 정체성의 핵이자, 화자가

야기했을까는 의심스럽다. 물론 “가슴 속에서 지우기”는 어떤 극복

서술행위의 진정한 주체로 뒷받침되고 화자의 자기성이 생겨날 소

을 의미한다. 이것은 화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3~4년의 태평한

중한 토양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화자는 자신이 자유로운 주체였

부부생활을 하다가 별거하는 중에, 그가 책을 찾으러 화자의 방으

던 이 시원의 공백을 회복하기 위해 역사를 탐색할 수 있게 되는데,

로 들어와서, 누워 있는 화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갈 때, 화자에

이것은 제1부와 제2부의 연결고리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대한 그의 집착이 그의 감옥이라는 화자의 생각, 몇 시간 후에 그가
집을 떠남에 함축된 그의 자유에 의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그러

제2부에서 앗시아 제바르는 연인의 탈을 벗어버리고 역사 연구

나 더욱 중요한 것은 화자의 자기 확인이다. 화자는 몽파르나스 신

자 또는 고고학자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역사의 광장에서 오랜만에 에메와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가슴에

일찍이 17세기 전반기에 두가에서 발견된 비석의 명문과 관련된 실

‘참으로 모성적인 애정’이 가득함을 느끼고, 그가 다부지고 유혹적

제 인물들－최초로 비석을 발견한 토마 다르코스, 나폴레옹의 몰락

인 남자로 변한 것을 보고 “젊은 어머니처럼 그를 사랑한다!”고 속

직후 고고학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튀니스로 피신하고는 두가 들려

으로 말한다.32) 그리고 “낮잠 이전의 그 날들, 그 열세 달”을 다시 생

비석의 2개어 비문을 복사한 나폴리의 보르지아 백작, 지중해 여

각하면서 화자는 에메를 비록 성인이지만 자신이 갑자기 낳은 것으

행 (1835)이란 자신의 책에 비문을 소개한 영국 귀족 그랜빌 템플,

로 여기고, 그의 눈에서 “이상하고 다른 ‘자아’를 보았다”고 회상한

비석을 대영박물관에 팔기 위해 두 동강낸 영국인 리드, 두가 유적

다. 이때 에메는 화자의 가슴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다. 화자는 이제

지를 복원한 프랑스 고고학자 L. 푸앵소, 일곱 줄의 비문에 사용된

사랑의 감옥에서 풀려나, 그를 “낯설지도 화자의 마음속에 있지도

알파벳 23개의 정확한 목록을 작성한 셀레스탱 쥐다 등－의 삶 이

않는” 존재로 받아들인다.

야기를 차례로 펼쳐나간다는 점에서 열전의 형식이 연상된다.

31) Ibid., p. 85 참조.

33) Ibid., p. 117.

32) Ibid., p. 116 참조.

34) Ibid.,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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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에 의해 여성의 시선을 제한하는 것과 상통한다. 여기에서

[…] 그 남자는 내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었다. 그는 근원적인 공

화자가 겪은 드라마는 알제리 여성 전체로 확대될 여지가 생기고,

백에, 내 너울거리는 자유의 첫발걸음이 내딛어지기 시작했을 때, 내

따라서 이 이야기를 가부장제적 무슬림 사회에서의 여성 문제에 대

주위에서 부족의 여자들이 앗아갔던 공백에 자리를 잡았다.33)

한 고발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화자의 옷차림, 춤, 시선은 무슬림
사회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질곡을 깨뜨리는 수단의 구실을 하는

화자는 이 첫 번째 이야기의 두 번째 절에서 “모든 사랑은 근본적

데, 화자는 이 자기표현의 도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들에

인 왕국, 그 에덴으로의 회귀”34)라는 말을 슬쩍 꺼내놓는데, 에메와

글쓰기도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의 관계에서 느낀 이 회귀는 첫 번째 이야기의 마지막에 언급된 ‘공

그러나 이로써 제1장의 이야기가 충분히 정당화되지는 않는 듯

백’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 공백은 화자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다. 화자가 이런 정도의 암시와 주장을 위해 에메와의 관계를 이

통해 확립하는 (상처가 없지 않은) 인격적 정체성의 핵이자, 화자가

야기했을까는 의심스럽다. 물론 “가슴 속에서 지우기”는 어떤 극복

서술행위의 진정한 주체로 뒷받침되고 화자의 자기성이 생겨날 소

을 의미한다. 이것은 화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3~4년의 태평한

중한 토양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화자는 자신이 자유로운 주체였

부부생활을 하다가 별거하는 중에, 그가 책을 찾으러 화자의 방으

던 이 시원의 공백을 회복하기 위해 역사를 탐색할 수 있게 되는데,

로 들어와서, 누워 있는 화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갈 때, 화자에

이것은 제1부와 제2부의 연결고리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대한 그의 집착이 그의 감옥이라는 화자의 생각, 몇 시간 후에 그가
집을 떠남에 함축된 그의 자유에 의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그러

제2부에서 앗시아 제바르는 연인의 탈을 벗어버리고 역사 연구

나 더욱 중요한 것은 화자의 자기 확인이다. 화자는 몽파르나스 신

자 또는 고고학자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역사의 광장에서 오랜만에 에메와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가슴에

일찍이 17세기 전반기에 두가에서 발견된 비석의 명문과 관련된 실

‘참으로 모성적인 애정’이 가득함을 느끼고, 그가 다부지고 유혹적

제 인물들－최초로 비석을 발견한 토마 다르코스, 나폴레옹의 몰락

인 남자로 변한 것을 보고 “젊은 어머니처럼 그를 사랑한다!”고 속

직후 고고학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튀니스로 피신하고는 두가 들려

으로 말한다.32) 그리고 “낮잠 이전의 그 날들, 그 열세 달”을 다시 생

비석의 2개어 비문을 복사한 나폴리의 보르지아 백작, 지중해 여

각하면서 화자는 에메를 비록 성인이지만 자신이 갑자기 낳은 것으

행 (1835)이란 자신의 책에 비문을 소개한 영국 귀족 그랜빌 템플,

로 여기고, 그의 눈에서 “이상하고 다른 ‘자아’를 보았다”고 회상한

비석을 대영박물관에 팔기 위해 두 동강낸 영국인 리드, 두가 유적

다. 이때 에메는 화자의 가슴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다. 화자는 이제

지를 복원한 프랑스 고고학자 L. 푸앵소, 일곱 줄의 비문에 사용된

사랑의 감옥에서 풀려나, 그를 “낯설지도 화자의 마음속에 있지도

알파벳 23개의 정확한 목록을 작성한 셀레스탱 쥐다 등－의 삶 이

않는” 존재로 받아들인다.

야기를 차례로 펼쳐나간다는 점에서 열전의 형식이 연상된다.

31) Ibid., p. 85 참조.

33) Ibid., p. 117.

32) Ibid., p. 116 참조.

34) Ibid.,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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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문의 문자에 얽힌 비밀을 파헤쳐나가는 대목들은 추리소

시니사의 10주기(카르타고가 소 小 스키피오에 의해 함락되어 불탄 후

설처럼 흥미롭다. 우선 화자는 두가의 비석에 새겨진 비문 이외에

8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호사로운 비석이 제막되고, 미시니

마그레브 지역에서 새롭게 발견된 미지의 문자들, 즉 숄츠라는 사

사의 아들 미키프사가 주재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세 사람이－한

람이 1822년 알렉산드리아에서 트리폴리텐으로 여행하면서 고대

사람은 페니키아어로, 또 한 사람은 베르베르어로, 나머지 한 사람

기념물과 아랍 건축물에서 찾아낸 다수의 알 수 없는 문자들, 1827

은 라틴어로－연설을 하고 나서, 미키프사의 조카 유구르타는 2개

년 판초라는 이름의 또 다른 여행자가 시레나이크에서 오면서 건축

어(페니키아어와 베르베르어) 비문을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 쏟아지

물과 바위에서뿐만 아니라 유목민들에 의해 낙타의 옆구리에 새겨

는 박수갈채를 받는다. 그 후로 8년이 흐르고, 유구르타는 18세가

지기도 한 또 다른 이상한 문자들, 1822~1823년 영국인 의사 월터

되어 자신이 7세였을 때 시르타의 궁전에서 스키피오를 맞이한 장

우드니가 제르마의 로마시대 기념비에서, 그 뒤에 투아레그족이 자

면을 회상하는데, 작가는 나중에 유구르타 전쟁을 일으켜 로마에

주 출몰하는 트리폴리와 페잔 사이의 사막의 바위에서 찾아내 보고

대항하다가 옥사하게 될 어린이와 스키피오의 대면을 눈앞에 그려

한 19개 문자 등을 소개한다. 특히 우드니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르

놓는다.37) 기념식 장면, 유구르타가 비문을 낭송하는 장면, 소년 유

마에서 주민들은 명문의 대부분을 읽지 못하지만, 여행 중에 마주

구르타와 스키피오의 대면 장면 등은 실제의 역사적 사실이라기보

친 투아레그 사람들은 명문의 문자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다 작가가 그럴 듯하게 묘사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실

다. 두가의 비문을 포함하여 이 모든 명문들에 대해 세세한 명세서

제성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해 주고 있다.

를 작성한 세레스탱 쥐다에 의해 마침내 몇몇 변이형을 갖는 동일
한 기호들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기에 이른다.35)

다음으로 역사와 허구가 얽히는 또 다른 이야기, 즉 늙은 역사가
폴리베에 관한 이야기 또한 “오늘날의 보잘것없는 화자”38)인 작가

여기까지가 실제의 과거를 역사 문헌들에 의거하여 사실 그대로

의 주관적 판단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가 카르타고의 파괴에 관해

복원한 것이라면, 뒤이어 두가의 비문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의 묘

글을 쓰게 된 우여곡절, 시대에 영합적이지 않은 그의 글쓰기, 그의

사, 그 시기의 역사가 폴리베에 관한 서술, 그리고 기원전 4세기의

글이 추종자들에게서 단편적으로만 흩어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투아레그족 여왕 틴 히난에 관한 이야기는 비록 역사적 사실과 고

근거로, 작가는 그를 두가의 비석에 비유하고 싶어 한다. 작가는 이

고학적 발굴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비실재적 세계 또

양자가 불가피하게 지워질 위험을 안고 있음에 심정적 공감을 내보

는 상상 세계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실제

인다. 역사적 사실에 상상적인 것이 스며들어 담론이 생기를 부여

로 화자가 상상적으로 그려보는 몫이 늘어난다. 제2부의 후반부에

받는다.

서 앗시아 제바르는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정신적으로 유구르
타, 폴리베, 틴 히난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한다.
우선 “두가, 기원전 138년의 그 봄날”36) 누미디아의 위대한 왕 미
35) Ibid., pp. 146~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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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문의 문자에 얽힌 비밀을 파헤쳐나가는 대목들은 추리소

시니사의 10주기(카르타고가 소 小 스키피오에 의해 함락되어 불탄 후

설처럼 흥미롭다. 우선 화자는 두가의 비석에 새겨진 비문 이외에

8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호사로운 비석이 제막되고, 미시니

마그레브 지역에서 새롭게 발견된 미지의 문자들, 즉 숄츠라는 사

사의 아들 미키프사가 주재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세 사람이－한

람이 1822년 알렉산드리아에서 트리폴리텐으로 여행하면서 고대

사람은 페니키아어로, 또 한 사람은 베르베르어로, 나머지 한 사람

기념물과 아랍 건축물에서 찾아낸 다수의 알 수 없는 문자들, 1827

은 라틴어로－연설을 하고 나서, 미키프사의 조카 유구르타는 2개

년 판초라는 이름의 또 다른 여행자가 시레나이크에서 오면서 건축

어(페니키아어와 베르베르어) 비문을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 쏟아지

물과 바위에서뿐만 아니라 유목민들에 의해 낙타의 옆구리에 새겨

는 박수갈채를 받는다. 그 후로 8년이 흐르고, 유구르타는 18세가

지기도 한 또 다른 이상한 문자들, 1822~1823년 영국인 의사 월터

되어 자신이 7세였을 때 시르타의 궁전에서 스키피오를 맞이한 장

우드니가 제르마의 로마시대 기념비에서, 그 뒤에 투아레그족이 자

면을 회상하는데, 작가는 나중에 유구르타 전쟁을 일으켜 로마에

주 출몰하는 트리폴리와 페잔 사이의 사막의 바위에서 찾아내 보고

대항하다가 옥사하게 될 어린이와 스키피오의 대면을 눈앞에 그려

한 19개 문자 등을 소개한다. 특히 우드니의 보고서에 의하면, 제르

놓는다.37) 기념식 장면, 유구르타가 비문을 낭송하는 장면, 소년 유

마에서 주민들은 명문의 대부분을 읽지 못하지만, 여행 중에 마주

구르타와 스키피오의 대면 장면 등은 실제의 역사적 사실이라기보

친 투아레그 사람들은 명문의 문자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다 작가가 그럴 듯하게 묘사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의 실

다. 두가의 비문을 포함하여 이 모든 명문들에 대해 세세한 명세서

제성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해 주고 있다.

를 작성한 세레스탱 쥐다에 의해 마침내 몇몇 변이형을 갖는 동일
한 기호들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기에 이른다.35)

다음으로 역사와 허구가 얽히는 또 다른 이야기, 즉 늙은 역사가
폴리베에 관한 이야기 또한 “오늘날의 보잘것없는 화자”38)인 작가

여기까지가 실제의 과거를 역사 문헌들에 의거하여 사실 그대로

의 주관적 판단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가 카르타고의 파괴에 관해

복원한 것이라면, 뒤이어 두가의 비문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의 묘

글을 쓰게 된 우여곡절, 시대에 영합적이지 않은 그의 글쓰기, 그의

사, 그 시기의 역사가 폴리베에 관한 서술, 그리고 기원전 4세기의

글이 추종자들에게서 단편적으로만 흩어져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투아레그족 여왕 틴 히난에 관한 이야기는 비록 역사적 사실과 고

근거로, 작가는 그를 두가의 비석에 비유하고 싶어 한다. 작가는 이

고학적 발굴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비실재적 세계 또

양자가 불가피하게 지워질 위험을 안고 있음에 심정적 공감을 내보

는 상상 세계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실제

인다. 역사적 사실에 상상적인 것이 스며들어 담론이 생기를 부여

로 화자가 상상적으로 그려보는 몫이 늘어난다. 제2부의 후반부에

받는다.

서 앗시아 제바르는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정신적으로 유구르
타, 폴리베, 틴 히난을 이해하고 설명하려 한다.
우선 “두가, 기원전 138년의 그 봄날”36) 누미디아의 위대한 왕 미
35) Ibid., pp. 146~1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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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록에 의해 발견된 지하분묘의 주인공은 화자가 지극한 찬탄을

되고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화자의

보내는 인물이다. 화자는 “달아나는 틴 히난, 사막 중의 사막 한가운

영화촬영의 현장과 작업방식이 소개되어 있는데, 화자는 세누아의

데까지 나아가는 여왕”에 관해 수도 없이 공상했음을 드러내 보인

산중에 있는 농가의 40대 여자, 소녀 목동 아이슈샤와 그녀의 어머

다. 화자는 틴 히난이 하녀들과 함께 베르베르 지방의 북부에서 아

니 등 여자들을 카메라에 담는다. 각각에 고유한 부제가 붙어 있는

발레사로 달아나야 했던 동기에 관해 이런저런 생각을 펼쳐 보이기

후자의 경우에는 화자의 할머니, 어머니, 화자 자신, 이모, 여동생,

도 하고, 틴 히난의 고난의 행로를 상상적으로 그려보기도 한다. 화

여변호사 등 많은 여자들의 모습이 얼른 보기에는 어지러울 정도로

자가 특히 감격적으로 공상하는 것은 틴 히난의 임종의 순간이다.

제시되어 있다. 가히 여성들의 초상 모음집이라고 할 만하다.

시기적으로 “두가의 문자보다도 더 앞선 베르베르

문자”39)가

틴히

난의 무덤에 기적처럼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작할 수 있는’이라는 말이 여자를 한정한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세계의 다른 지역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일 터이지만, 알
제리에서 여자는 전통적으로 출산의 관점에서 밭에 비유된다. 앗시

나는 호가르의 여왕이 예전에 달아나면서 예로부터의 알파벳을

아 제바르가 이러한 제목 아래 자신의 영화촬영에 관해 말하고 있

가져갔고, 그러고 나서 죽기 직전에 그 문자들을 자기 여자 친구들에

다는 것은 마침내 완성될 영화에 바로 이 제목이 붙으리라는 것을

게 맡겼다고 상상한다.40)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알제리 여성의 상황에 대한 고발이
그녀의 주된 목적인 듯하다.42) 밭은 경작의 대상일 뿐 아니라 부동

이처럼, 틴 히난에 관한 화자의 서술은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 보

산으로서 거래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알제리 여성

고서에 의거한 것이긴 하지만, 화자의 역사적 상상력에 힘입어 실

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는 화자의 할머니 파티마가 14살에 부자 늙은

제의 역사를 풍부하게 완성시킨다. 더 나아가 화자는 틴 히난에게

이의 네 번째 부인이 되는 이야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화자가

서 글쓰기의 소명을 보려고까지 하는 듯하다. 앗시아 제바르의 틴

이모를 통해 듣게 된 어린 신부의 사연은 할머니의 아버지 페르하

히난, 형상화된 과거로서의 이 인물은 역사와 허구의 교차의 소산

니와 그보다 나이가 많은 갑부 노인 솔리만 사이의 ‘물물교환’이었

으로서, 작가 자신의 은유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다. 화자의 외증조할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딸을 솔리만에게 주고
무자식의 20세 과부인 솔리만의 딸 암나를 얻었다는 것이다. 게다

제3부는 “달아나나 달아남을 알지 못하는”이라는 제목의 첫 부분

가 페르하니가 ‘거의 시체’와도 같은 늙은이의 ‘차디찬 품’에 어머니

이 머리말의 구실을 하고, 이어서 “경작할 수 있는 여자”라는 제목

를 여읜 어린 딸을 안겨준 것에 대해 “아무도 분개하지 않았다”43)

의 장과 “카메라 이동”41)이라는 제목의 장이 일곱

차례에 걸쳐 교대

39) Ibid., p. 163.
40) Ibid., p. 164.
41) mouvement인데 영화의 용어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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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히 차도르라는 복장은 여성들의 삶이 감옥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
지 상징으로 쓰이고 있다. 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게 완전히 감싸인 여성의 몸,
단 하나의 좁은 구멍이 눈만을 위해 뚫려 있고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가려진 얼
굴－이것은 화자에게 이미지 상징을 넘어 이미지 현실로 다가온다. (Ibid., pp.
174~1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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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록에 의해 발견된 지하분묘의 주인공은 화자가 지극한 찬탄을

되고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화자의

보내는 인물이다. 화자는 “달아나는 틴 히난, 사막 중의 사막 한가운

영화촬영의 현장과 작업방식이 소개되어 있는데, 화자는 세누아의

데까지 나아가는 여왕”에 관해 수도 없이 공상했음을 드러내 보인

산중에 있는 농가의 40대 여자, 소녀 목동 아이슈샤와 그녀의 어머

다. 화자는 틴 히난이 하녀들과 함께 베르베르 지방의 북부에서 아

니 등 여자들을 카메라에 담는다. 각각에 고유한 부제가 붙어 있는

발레사로 달아나야 했던 동기에 관해 이런저런 생각을 펼쳐 보이기

후자의 경우에는 화자의 할머니, 어머니, 화자 자신, 이모, 여동생,

도 하고, 틴 히난의 고난의 행로를 상상적으로 그려보기도 한다. 화

여변호사 등 많은 여자들의 모습이 얼른 보기에는 어지러울 정도로

자가 특히 감격적으로 공상하는 것은 틴 히난의 임종의 순간이다.

제시되어 있다. 가히 여성들의 초상 모음집이라고 할 만하다.

시기적으로 “두가의 문자보다도 더 앞선 베르베르

문자”39)가

틴히

난의 무덤에 기적처럼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작할 수 있는’이라는 말이 여자를 한정한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세계의 다른 지역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일 터이지만, 알
제리에서 여자는 전통적으로 출산의 관점에서 밭에 비유된다. 앗시

나는 호가르의 여왕이 예전에 달아나면서 예로부터의 알파벳을

아 제바르가 이러한 제목 아래 자신의 영화촬영에 관해 말하고 있

가져갔고, 그러고 나서 죽기 직전에 그 문자들을 자기 여자 친구들에

다는 것은 마침내 완성될 영화에 바로 이 제목이 붙으리라는 것을

게 맡겼다고 상상한다.40)

쉽게 유추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알제리 여성의 상황에 대한 고발이
그녀의 주된 목적인 듯하다.42) 밭은 경작의 대상일 뿐 아니라 부동

이처럼, 틴 히난에 관한 화자의 서술은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 보

산으로서 거래의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알제리 여성

고서에 의거한 것이긴 하지만, 화자의 역사적 상상력에 힘입어 실

의 지위가 어떠했는지는 화자의 할머니 파티마가 14살에 부자 늙은

제의 역사를 풍부하게 완성시킨다. 더 나아가 화자는 틴 히난에게

이의 네 번째 부인이 되는 이야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화자가

서 글쓰기의 소명을 보려고까지 하는 듯하다. 앗시아 제바르의 틴

이모를 통해 듣게 된 어린 신부의 사연은 할머니의 아버지 페르하

히난, 형상화된 과거로서의 이 인물은 역사와 허구의 교차의 소산

니와 그보다 나이가 많은 갑부 노인 솔리만 사이의 ‘물물교환’이었

으로서, 작가 자신의 은유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다. 화자의 외증조할아버지는 자신의 어린 딸을 솔리만에게 주고
무자식의 20세 과부인 솔리만의 딸 암나를 얻었다는 것이다. 게다

제3부는 “달아나나 달아남을 알지 못하는”이라는 제목의 첫 부분

가 페르하니가 ‘거의 시체’와도 같은 늙은이의 ‘차디찬 품’에 어머니

이 머리말의 구실을 하고, 이어서 “경작할 수 있는 여자”라는 제목

를 여읜 어린 딸을 안겨준 것에 대해 “아무도 분개하지 않았다”43)

의 장과 “카메라 이동”41)이라는 제목의 장이 일곱

차례에 걸쳐 교대

39) Ibid., p. 163.
40) Ibid., p. 164.
41) mouvement인데 영화의 용어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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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여기에서 다른 여자들의 인습 추종적이고 공모적인 태도도

셀림을 만나기 위해 처음에는 딸인 화자와 함께(면회는 이루어지지

함께 읽힌다. 화자는 독자에게 그저 이 사실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혼자 프랑스로 여행하여 아들을 면회하고 돌

않고, 어린 신부와 늙은 신랑 사이의 은밀한 관계, 솔리만의 반응을

아오는데, 베일을 벗어던지고 유럽인들과 같은 옷차림으로 혼자 여

상상하여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실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실감나는

행하겠다는 결심은 당시의 알제리 여성에게는 어려운 모험이었을

진실이게끔 만든다.

것이다. 다음으로 “소녀로서의 어머니”에 관해 이야기하는 “세 번째

그 후 화자의 할머니는 결혼생활 3년에 딸 하나 있는 과부가 되
어, 딸을 자기 아버지 집에

맡기고44)

카메라 이동”에서는 파티마와 그녀의 세 번째 남편 사이에서 난 화

솔리만의 호사로운 저택을 떠

자의 어머니 어린 바히아가 자신에게는 어머니와도 같은 셰리파(파

나 고향인 다흐라의 산속으로 돌아간다. 거기에서 두 번째로 결혼

티마가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의 죽음45)을 맞아 어느 여자의

하는데, 다시 과부가 되고, 40살쯤이 되어 세 번째 남편과는 이혼하

고대 아랍어 사설 辭說 46)에 의해 촉발되어 거의 무의식적으로 베르

고 도시에서 유럽인들의 동네 근처에 집을 구입하고는 혼자 자식들

베르어 노래를 찢어질듯 날카로운 어조로 주절거리는 장면이 나온

(두 번째와 세 번째 결혼으로 다시 네 명을 얻는다.)을 키우면서 살게

다. 죽은 셰리파의 자매 말리카가 문턱에 서 있다가 ‘조상들의 언어’

된다. 파티마의 쉽지 않았을 결단, 두 차례 삶의 터전을 바꾼 것은

를 모르는 여자들을 위해 바히아의 노래를 번역한다.

여성들의 삶에 대한 앗시아 제바르의 이야기가 단순히 고발에 머무
르지 않고, 여성들에게서 어떤 끈질긴 추구의 면모와 적극적인 역

한해의 첫날부터

할을 찾아보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한편으로 떠남, 달아

우리는 단 하루도 기쁜 날이 없었네!

남은 억압적이거나 감금적인 상황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이라는 점

[…]

에서 적어도 소극적 저항이라고는 말할 수는 있을 것이고, 다른 한

날 억누르는 감옥은 넓고 넓은데

편으로는 떠남과 달아남을 비록 막연한 자유에 대한 것일지라도 적

해방이여, 넌 어디에서 내게 올 건가?47)

극적인 지향의 소산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여성의 초상에는 여성들을 새롭게 바라보려는 작가
의 시선이 느껴지는데, 이러한 시선은 특히 화자의 어머니에게서
여러 차례 드러난다. 우선 “첫 번째 카메라 이동: 여행자로서의 어머
니”에서 화자의 어머니는 알제리 전쟁 동안 메츠 감옥에 갇힌 아들

여기에서 이 작품의 제목이 비롯되는데, 어린 곡녀 바히아는 베
르베르어의 수호자로서 틴 히난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화를 덧붙이자면, 화자의 어머니는 화자가 그 고백 아닌
45) 파티마의 모든 자식이 티푸스에 걸렸는데, 셰리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명을
건진다.

43) Ibid., p. 208. 페르하니의 첫 번째 부인은 그와 암나의 결혼식에서 거의 하녀의
취급을 받는다. 그날 저녁 그녀는 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고는 일주일 만에 죽
는다.

4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 내 다른 나 자신, 나의 그림자, 내 동류여/ 너는 가
버렸구나, 나를 떠나버렸구나, 경작할 수 있는 나를./ 네 고통의 보습은 나를 갈
았고, 눈물로 나를 비옥하게 했네.”(Ibid., p. 236)

44) 암나에게는 이 갓난아기가 여동생이자 또한 남편의 손녀이다.

47) Ibid.,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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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여기에서 다른 여자들의 인습 추종적이고 공모적인 태도도

셀림을 만나기 위해 처음에는 딸인 화자와 함께(면회는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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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마가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의 죽음45)을 맞아 어느 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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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눈물로 나를 비옥하게 했네.”(Ibid., p. 236)

44) 암나에게는 이 갓난아기가 여동생이자 또한 남편의 손녀이다.

47) Ibid., p. 237.

156

특집 ‧ 불어권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문학과 문화

소설에서의 역사의 활용과 글쓰기

157

고백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모 집에서 몸을 추스

사인 아버지가 어떤 충동에서인지 화자를 불러 맨 앞줄 가운데에

르고 있을 때, 차를 몰고 나타나 화자에게 이혼을 권유하면서 ‘네 권

앉게 한 것이다. 화자는 이 사진 속의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

리’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이 나라에는 법이 있다! 너 자신을 지켜

다. “당시에 나는 그 미래의 전사들 사이에 뜻밖의 여왕으로 당당히

라!”48)라고 말한다.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위로하는 여자’라면 어머

자리 잡은 것 같았다! 당당히 자리했으나 그것을 알지 못했다.”49) 두

니는 ‘인도하는 여자’인 것이다.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화자는 남

번째는 춤 이야기이다. “프랑스어의 어둠 속에서” 어린 소녀의 시절

편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을 이해해 준 파리의 여동생을 찾아 괴로

을 보낸 화자는 나이를 먹자 이번에는 전통의 굴레라는 어둠이 슬

운 시련을 잊고 다시 돌아와 세미 다큐멘터리의 시놉시스를 작성하

슬 다가온다. 화자를 두고 이어지는 주위 여자들의 이런저런 말, 특

여 책임자에게 보이고 “경작할 수 있는 여자”라는 제목을 달 것이라

히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부잣집 마나님의 말에 대해 화자의 어머

고 말하는 등 새 출발을 하게 된다. 화자를 시련 속에서도 살아가게

니는 아이의 아버지가 공부를 끝까지 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그녀들

돕는 여성들에는 외할머니, 어머니, 여동생 이외에도 여변호사, 이

의 압력을 차단하고, 화자는 인근 도시의 중학교로 진학하여 기숙

모, 친구들이 있다. 화자는 그녀들로부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로

학생이 된다. 화자는 13살이 조금 넘었을 때 사촌 언니의 결혼식에

와 인도 그리고 연대를 얻는다.

솔리만의 저택 안뜰에서 몇몇 여자 악사들의 연주에 따라 춤추었던

또한 화자는 제3부에서 다시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한다. 이번에는
제1부와 달리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들의 초상이라는 맥락에

장면을 그 당시의 복장, 즉 팔과 어깨뿐만 아니라 등이 드러난 검은
색 드레스로 인해 생생하게 떠올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맞춰 자신의 어린 시절과 결혼적령기 그리고 딸과의 관계를 펼쳐
보여준다. 많은 이야기 중에서 세 가지 일화는 앗시아 제바르에게

예전에 할머니가 어린 신부로서 들어간 몹시 오래된 그 저택에서,

글쓰기가 무엇이었는가를 넌지시 말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

얼마 후에, 몰아 상태가 되어, 관중과 그녀들의 눈길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는 1940년이란 글자가 씌어 있는 한 장의 사진에 관한 이야

리듬을 탔고 몸의 새로운 쾌감을 발견했다, (내 허리, 내 어깨가 급격

기이다. 화자는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이런저런 회상에 잠기다가 불

하게 꺾이고 비틀리는 가운데, 내 팔이 칡넝쿨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면

현듯 사진촬영의 순간으로 옮겨간다. 어린 시절에 화자는 프랑스어
교사인 아버지의 학급에서 유일한 여자아이로서 공부를 하지만, 남
학생들과는 전혀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 어린 나이인데도 금기의

서, 내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그렇다, 집어삼킬 듯이 바라보고 웅성거

리는 다중의 한 존재로 바뀌는 여자 친척들, 구경꾼들을 개의치 않았
다.50)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다. 학년말마다 사진사가 와서 각 학급의 단
체 사진을 찍지만, 화자는 한 번도 거기에 끼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49) Ibid., p. 271.

날, 그날따라 화자는 자기 학급의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사진촬

50) Ibid., p. 278. 이 대목은 제1부에서 레오의 샹송 공연이 끝나고 나서 화자가 새
벽까지 혼자 춤을 추는 장면으로 곧장 이어진다. 여기에서 춤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자유롭지 않은 상황
에서 자유를 꿈꾸는 자의 몸짓, 자유를 향한 몸짓이다.

영을 위해 모여 있는 곳에서 약간 떨어져 말없이 서 있는데, 담임교
48) Ibid., p.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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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으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모 집에서 몸을 추스

사인 아버지가 어떤 충동에서인지 화자를 불러 맨 앞줄 가운데에

르고 있을 때, 차를 몰고 나타나 화자에게 이혼을 권유하면서 ‘네 권

앉게 한 것이다. 화자는 이 사진 속의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

리’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이 나라에는 법이 있다! 너 자신을 지켜

다. “당시에 나는 그 미래의 전사들 사이에 뜻밖의 여왕으로 당당히

라!”48)라고 말한다.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위로하는 여자’라면 어머

자리 잡은 것 같았다! 당당히 자리했으나 그것을 알지 못했다.”49) 두

니는 ‘인도하는 여자’인 것이다.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화자는 남

번째는 춤 이야기이다. “프랑스어의 어둠 속에서” 어린 소녀의 시절

편 감옥에서 벗어나, 자신을 이해해 준 파리의 여동생을 찾아 괴로

을 보낸 화자는 나이를 먹자 이번에는 전통의 굴레라는 어둠이 슬

운 시련을 잊고 다시 돌아와 세미 다큐멘터리의 시놉시스를 작성하

슬 다가온다. 화자를 두고 이어지는 주위 여자들의 이런저런 말, 특

여 책임자에게 보이고 “경작할 수 있는 여자”라는 제목을 달 것이라

히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부잣집 마나님의 말에 대해 화자의 어머

고 말하는 등 새 출발을 하게 된다. 화자를 시련 속에서도 살아가게

니는 아이의 아버지가 공부를 끝까지 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그녀들

돕는 여성들에는 외할머니, 어머니, 여동생 이외에도 여변호사, 이

의 압력을 차단하고, 화자는 인근 도시의 중학교로 진학하여 기숙

모, 친구들이 있다. 화자는 그녀들로부터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로

학생이 된다. 화자는 13살이 조금 넘었을 때 사촌 언니의 결혼식에

와 인도 그리고 연대를 얻는다.

솔리만의 저택 안뜰에서 몇몇 여자 악사들의 연주에 따라 춤추었던

또한 화자는 제3부에서 다시 자기 삶의 이야기를 한다. 이번에는
제1부와 달리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들의 초상이라는 맥락에

장면을 그 당시의 복장, 즉 팔과 어깨뿐만 아니라 등이 드러난 검은
색 드레스로 인해 생생하게 떠올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맞춰 자신의 어린 시절과 결혼적령기 그리고 딸과의 관계를 펼쳐
보여준다. 많은 이야기 중에서 세 가지 일화는 앗시아 제바르에게

예전에 할머니가 어린 신부로서 들어간 몹시 오래된 그 저택에서,

글쓰기가 무엇이었는가를 넌지시 말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

얼마 후에, 몰아 상태가 되어, 관중과 그녀들의 눈길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는 1940년이란 글자가 씌어 있는 한 장의 사진에 관한 이야

리듬을 탔고 몸의 새로운 쾌감을 발견했다, (내 허리, 내 어깨가 급격

기이다. 화자는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이런저런 회상에 잠기다가 불

하게 꺾이고 비틀리는 가운데, 내 팔이 칡넝쿨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면

현듯 사진촬영의 순간으로 옮겨간다. 어린 시절에 화자는 프랑스어
교사인 아버지의 학급에서 유일한 여자아이로서 공부를 하지만, 남
학생들과는 전혀 말을 주고받지 않는다. 어린 나이인데도 금기의

서, 내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그렇다, 집어삼킬 듯이 바라보고 웅성거

리는 다중의 한 존재로 바뀌는 여자 친척들, 구경꾼들을 개의치 않았
다.50)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다. 학년말마다 사진사가 와서 각 학급의 단
체 사진을 찍지만, 화자는 한 번도 거기에 끼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49) Ibid., p. 271.

날, 그날따라 화자는 자기 학급의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사진촬

50) Ibid., p. 278. 이 대목은 제1부에서 레오의 샹송 공연이 끝나고 나서 화자가 새
벽까지 혼자 춤을 추는 장면으로 곧장 이어진다. 여기에서 춤이 화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자유롭지 않은 상황
에서 자유를 꿈꾸는 자의 몸짓, 자유를 향한 몸짓이다.

영을 위해 모여 있는 곳에서 약간 떨어져 말없이 서 있는데, 담임교
48) Ibid., p.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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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화자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다. 교사직을 제안 받았다는

계로 갈등하고 급기야 무너지는 한 중년여성이 자신의 위기, 이른

딸의 전화에 화자는 그곳이 옛 남편의 도시, 여자들끼리 은밀히 남

바 정체성의 위기를 여성연대에 힘입어 극복하는 이야기로 볼 수

편을 원수라 부르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펄쩍뛰며 딸을 프랑스로

있다. 이처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이 작품의 참다운 의미를 끌어

불러들인다. 이에 대해 화자는 두 차례에 걸쳐 삶의 근거지를 바꾼

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화자는 알제리 여성의 억압

자신의 외할머니, 아들의 투옥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

상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해방이 그녀의 궁극

발적으로 옛것에 등을 돌리고 본능적으로 새것에 마음을 연” 어머

적 목표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페미니

니가 가까스로 마련해 놓은 전통을 자신이 잇고 있다는 것을 새삼

즘의 관점을 벗어나는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관

이해한다. 화자는 “당시에 자기 아버지의 땅에 닻을 내릴 준비가 되

점을 끝까지 관철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기본적인 상수로 멀리

어 있는 내 딸을 새로운 탈주자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알제리에서

놓아두는 것이 이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더 낫지 않

여자들로만 이어지는 어떤 지향이 마침내 화자의 딸에게까지 전해

을까 한다. 가령 제1부에서 소개되어 있는 에메의 과거 이야기에서

지고, 또한 “달아나나 달아남을 모르는” 여자였던 화자가 이제 “달

예전의 저항 운동가였다가 이제는 기득권을 누리는 고위 장교가 된

아나고 달아남을 아는” 여자로 바뀌게 된다. 화자는 딸과 자신이 이

남자의 아내, 10살의 아들과 남편을 떠나 에메와 사랑의 도피 행각

제 ‘밀수업자’라고 말하고는 “어떤 남모를 메시지의, 어떤 말없는 욕

을 벌인 여자, 장교가 그들을 찾아내고 손에 수갑이 채워진 에메가

망의?” 하고 자문한다. 그러고 나서 곧장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보는 앞에서 따귀를 얻어맞고는 결국 쫓겨나는 쥬느비에브에 대해
화자는 희생자의 이미지로, 새로운 친척으로 상상하지만,52) 이것은

자유의 욕망. 여러분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리라. 하지만 내 대답
은 다르다.
오 아니오. 자유는 너무나 광막한 말이죠! 더 겸손해져서, 다만
자유로운 곳에서 숨쉬기만을 바랍시다.51)

2-2. 확산과 수렴
이 작품의 몸통을 이루는 1~3부는 크게 보아 개인의 내력에서 알
제리의 역사에 대한 탐색을 거쳐 여성들의 초상으로 확산되는 구조
를 내보이고 있다. 출발점은 화자의 내밀한 사랑 이야기에 있고, 종
착점은 여성연대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일단 힘겨운 대타관
51) Ibid., p. 320. 여기에서 ‘여러분 vous’는 속사 ‘désireuses’로 보아 여성 복수이다.
앗시아 제바르는 여성들을 독자로 상정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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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연민, 동일한 수난을 겪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동병상련의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이나 사회비평 또는 정신
분석 등 온갖 선입견을 뿌리치고 이 작품을 바라볼 때 가장 뜻 깊은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화자, 즉 이야기하는 주체
의 변화이다. 제1부의 첫 번째 장 “낮잠”에서 화자는 자신의 변화를
분명하게 단언한다.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의 변화를 지니고 있고, 그것으로 넘쳐난다.
[…] 나는 내 마음속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부활을 알아차린다.

오후 다섯 시에 행복하게 잠이 깬다. […] 나는 잠이 깨면서 부활한
것이다.53)
52) Ibid., pp. 93~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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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화자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다. 교사직을 제안 받았다는

계로 갈등하고 급기야 무너지는 한 중년여성이 자신의 위기, 이른

딸의 전화에 화자는 그곳이 옛 남편의 도시, 여자들끼리 은밀히 남

바 정체성의 위기를 여성연대에 힘입어 극복하는 이야기로 볼 수

편을 원수라 부르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펄쩍뛰며 딸을 프랑스로

있다. 이처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이 작품의 참다운 의미를 끌어

불러들인다. 이에 대해 화자는 두 차례에 걸쳐 삶의 근거지를 바꾼

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실제로 화자는 알제리 여성의 억압

자신의 외할머니, 아들의 투옥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

상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해방이 그녀의 궁극

발적으로 옛것에 등을 돌리고 본능적으로 새것에 마음을 연” 어머

적 목표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페미니

니가 가까스로 마련해 놓은 전통을 자신이 잇고 있다는 것을 새삼

즘의 관점을 벗어나는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관

이해한다. 화자는 “당시에 자기 아버지의 땅에 닻을 내릴 준비가 되

점을 끝까지 관철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기본적인 상수로 멀리

어 있는 내 딸을 새로운 탈주자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알제리에서

놓아두는 것이 이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더 낫지 않

여자들로만 이어지는 어떤 지향이 마침내 화자의 딸에게까지 전해

을까 한다. 가령 제1부에서 소개되어 있는 에메의 과거 이야기에서

지고, 또한 “달아나나 달아남을 모르는” 여자였던 화자가 이제 “달

예전의 저항 운동가였다가 이제는 기득권을 누리는 고위 장교가 된

아나고 달아남을 아는” 여자로 바뀌게 된다. 화자는 딸과 자신이 이

남자의 아내, 10살의 아들과 남편을 떠나 에메와 사랑의 도피 행각

제 ‘밀수업자’라고 말하고는 “어떤 남모를 메시지의, 어떤 말없는 욕

을 벌인 여자, 장교가 그들을 찾아내고 손에 수갑이 채워진 에메가

망의?” 하고 자문한다. 그러고 나서 곧장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보는 앞에서 따귀를 얻어맞고는 결국 쫓겨나는 쥬느비에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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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물론 에메와의 괴로운 사랑에서 벗어남, 그와의 진정한

냄새를 풍길 뿐만 아니라 저자 자신이 자기 책에 대해 허구이기를

작별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제1부에만 한정해서 그 뜻을 새기는 것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작품의 제2부도 일종의 미시사로 볼 수

은 어쩐지 옹졸해 보인다. 왜냐하면 제3부에서야 화자는 다시 자기

있는데, 그 이유는 화자가 비문과 베르베르어 문자에 초점을 맞춰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연대의 사례들과 함께 이 변화의 구체적

그 행방과 비밀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비문의 역

인 진상을 밝힌다는 점에서 제3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에 머물지 않고 마그레브 지역의 17~19세기뿐 아니라 포에니 전

데 무엇이 이 변화를 화자에게 가져다주었을까? 낮잠을 자고 나니

쟁을 전후한 시기와 기원전 4세기의 역사로도 열려있고, 또한 소설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낮잠은 활동을 중단하

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 세부적으로 역사 서술에 허구적 요소

고 잠시 쉬는 휴식이다. 물론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주변 여자

가 끼어들어가 있는 데다, 이처럼 전체적으로도 역사가 소설의 일

들의 위로와 인도 그리고 연대에 힘입은 바가 클 것이다. 그렇지만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역사 이야기와 허구

화자 자신의 주체적 노력이 없었다면, 외부의 도움은 무용지물이지

이야기의 교차라는 최근 경향의 한 가지 예이자 소설에서의 역사

않았을까? 이 점에서 비문을 중심으로 알제리의 역사를 추적하고

활용이라는 주제에 하나의 소중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

있는 제2부도 이 변화와 모종의 관계가 없지는 않을 듯하다. 또한

실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화자의 확산, 즉 화자가 알제리나 더 넓

제3부에서 이야기되는 영화 작업도 이 변화에 일조했을 것이다. 전

게는 마그레브 지역과 동일시되는 방식이라는 데 있다. 즉, 이 베르

기적 사실에 의하면, 앗시아 제바르는 한동안 글쓰기를 중단하고

베르어 문자의 역사는 화자 개인의 내밀한 갈등(제1부)이 여성들의

영화제작에 몰두하며, 그전에 알제리와 마그레브의 역사에 대한 탐

집단적이고 비극적인 방황(제3부)과 혼융되기 위한 연결고리의 구

구를 계속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탐구와 영화 작업

실을 한다. 그래서 앗시아 제바르가 ‘나’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우

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힌 것이 글쓰기에 대해서는 낮잠에 해당한다

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마그레브 정체성을 결

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자가 말하는 ‘어떤 갑작스러운 부

코 잃지 않고, 자서전적 글쓰기에서 마그레브 지역의 정치 문화적

활’은 작가로서의 재탄생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프롤로그와 에필로

지형에 자리하는 개인으로 드러날 뿐 아니라, 이 작품에서도 화자

그에서 글쓰기의 변화 또는 글쓰기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읽히는

는 과거와 현재, 상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온갖 인물로 확산됨과 아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지 않을까.

울러 작중인물들은 화자에게로 수렴된다.

최근에 유행하는 생활사나 미시사는 하나의 주제 또는 인물이나

그렇다면 누가 이야기하는가? 화자가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물에 초점을 맞춘 역사 서술로서, 어느 한 시대 또는 국가의 전반

말한다고 판단해야 할까? 동일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야기하는

적인 동향을 요약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광기의 역사와 감옥의

사람은 화자이다. 그러나 자기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야기하는

탄생을 추적한 미셸 푸코는 그 대표적인 선구자들의 한 사람일 것

화자는 이미 화자 자신만이 아니다. 그녀에게는 적어도 틴 히난과

이다. 그의 책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서이면서도 일정 부분 허구의

어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화자는 스스로 그녀들의 경험의

53) Ibid.,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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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마그레브 지역과 동일시되는 방식이라는 데 있다. 즉, 이 베르

기적 사실에 의하면, 앗시아 제바르는 한동안 글쓰기를 중단하고

베르어 문자의 역사는 화자 개인의 내밀한 갈등(제1부)이 여성들의

영화제작에 몰두하며, 그전에 알제리와 마그레브의 역사에 대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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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한다. 그래서 앗시아 제바르가 ‘나’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우

으로 활동의 영역을 넓힌 것이 글쓰기에 대해서는 낮잠에 해당한다

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는 마그레브 정체성을 결

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자가 말하는 ‘어떤 갑작스러운 부

코 잃지 않고, 자서전적 글쓰기에서 마그레브 지역의 정치 문화적

활’은 작가로서의 재탄생을 말한다고 해석된다. 프롤로그와 에필로

지형에 자리하는 개인으로 드러날 뿐 아니라, 이 작품에서도 화자

그에서 글쓰기의 변화 또는 글쓰기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읽히는

는 과거와 현재, 상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온갖 인물로 확산됨과 아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지 않을까.

울러 작중인물들은 화자에게로 수렴된다.

최근에 유행하는 생활사나 미시사는 하나의 주제 또는 인물이나

그렇다면 누가 이야기하는가? 화자가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사물에 초점을 맞춘 역사 서술로서, 어느 한 시대 또는 국가의 전반

말한다고 판단해야 할까? 동일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야기하는

적인 동향을 요약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광기의 역사와 감옥의

사람은 화자이다. 그러나 자기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야기하는

탄생을 추적한 미셸 푸코는 그 대표적인 선구자들의 한 사람일 것

화자는 이미 화자 자신만이 아니다. 그녀에게는 적어도 틴 히난과

이다. 그의 책들은 기본적으로 역사서이면서도 일정 부분 허구의

어머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화자는 스스로 그녀들의 경험의

53) Ibid., pp.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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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성의 드라마가 자리한다. 화자의 다의적인 변화도 이 맥락에서

돈키호테 의 형식이 엿보이면서도, 자서전적 성격이 강화되고 역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 화자의 자기성은 마치 탑처럼 쌓

사 이야기가 활용되어 있는 점에서, 소라이다와 화자 사이의 차이

여가는 성질의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자의 다원적 글쓰기는 이야기

를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글쓰기 또는 이야기하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돈키

기의 유무에 있다. 이 차이는 화자와 어머니 사이에서도 확인되는

호테 의 형식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화자는 제3부의

데, 화자의 어머니는 아버지 다른 자매 셰리파의 죽음을 맞아 어린

머리말에 해당하는 “달아나나 달아남을 알지 못하는”이라는 제목

곡녀로서 베르베르 노래를 읊조리지만, “눈이 셰리파를 닮은” 아들

이야기’55)를

을 잃고는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야 묘지에 가며 “아들과 함께 언

언급하면서, 그녀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소라이다 이야

어를 묻었다”58)고 말한다. 그러나 화자는 그녀들과는 달리 다시 글

기는 “나를 포함하여 오늘날 글을 쓰는 알제리 여자들의 은유”56)라

을 쓰고, 이 작품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희생자들의 피로 글을 쓸 것

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화자의 변화는 아마 이 은유의 극복일 것이

인가 하는 괴로운 문제를 스스로에게 끈질기게 제기한다.

의 장에서 돈키호테 에 들어 있는 ‘포로와 소라이다

다. 이 작품의 마지막에서 달아남은 변함이 없지만, 앎은 부정에서

끝으로, 화자의 부활이 내포하는 글쓰기의 변화는 어떤 구체적인

긍정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화자는 “이제부터, 달아나고 달아남을

내용을 갖는 것일까? 역사와 허구의 혼융 이외의 다른 양상은 없는

아는”57)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영화촬영에 관해 이야기하는 대목들에

작가가 되고, 이것은 글쓰기의 변화 자체이기도 하다. 가령

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글쓰기의 영화적 성격이고 다른 하나
54) 그러나 앗시아 제바르는 모국어나 베르베르어가 아니라 아버지의 언어로 글
을 쓴다. 그녀에게 언어의 문제는 사랑의 갈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이란 말 대신 ‘러브 love’라고 할 때 느끼는 곤혹스
러움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는 현실의 강조이다. 전자는 예컨대 화자가 영화감독으로서 이미

55) 이 이야기는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 김현창 옮김, 동서문화사, 2007(제2판)
의 제39장(포로가 이야기하는 자기 신상에 일어난 일), 제40장(이어지는 포로의
이야기), 제41장(포로가 하는 이야기의 끝)에 걸쳐 있다. 소라이다는 모든 알제
리 여자처럼 ‘감금된’ 여자인데, 자신의 방에서 현지인들이 ‘목욕탕’이라고 부르
는 일종의 열린 감옥을 내려다보고 대담하게도 포로들 중의 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한다. 소라이다는 그에게 금화와 종이쪽지를 줄에 매달아 건네준다. 급기야
그녀는 해방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녀 자신 아버지로부터의 해방을 기도
하기에 이르고, 포로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에스파냐로 달아난다. 돈키호테와 산
초 판사가 묵게 되는 여인숙에서 소라이다와 함께 유숙한 포로가 돈키호테의 일
행에게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한다.

며, 마침내 씻긴 시선으로 새벽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인지하는 것”59)

56) A. Djebar, op. cit., p. 169. 이 말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내포되어 있다. 자유에
대한 동경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 조국에 대한 배반을 동시에 함축하기 때문이
다.
57) Ibid., p.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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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리에 접근하는 방식, 즉 “눈을 감고서, 우선 리듬, 잠겨 있다고
생각되는 심연의 소리를 파악하고, 이어서 수면으로 다시 올라오
에서 명백히 표면화하고, 후자는 “허구를 거스르는 현실, 허구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현존하는 현실의 변함없는 과정”60)을 느끼게 하는
것이 카메라워크의 목적이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하기야 허
구에 대한 반감이랄까, 허구에 대한 욕망의 부재는 제1부의 4장
“춤”에서 이미 언급되는데, 화자에게는 기억에 기대어 삶의 조각들
58) Ibid., p. 245. 화자의 어머니는 그 전에 이미 셰리파에 대해 등을 돌린다. 한동
안 계속되어 화자의 외할머니가 여마법사(일종의 점쟁이)를 찾아가게까지 한
그녀의 자폐증 증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음을 일러준다.
59) Ibid., p. 273.
60) Ibid., p.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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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성의 드라마가 자리한다. 화자의 다의적인 변화도 이 맥락에서

돈키호테 의 형식이 엿보이면서도, 자서전적 성격이 강화되고 역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에 화자의 자기성은 마치 탑처럼 쌓

사 이야기가 활용되어 있는 점에서, 소라이다와 화자 사이의 차이

여가는 성질의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자의 다원적 글쓰기는 이야기

를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글쓰기 또는 이야기하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돈키

기의 유무에 있다. 이 차이는 화자와 어머니 사이에서도 확인되는

호테 의 형식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화자는 제3부의

데, 화자의 어머니는 아버지 다른 자매 셰리파의 죽음을 맞아 어린

머리말에 해당하는 “달아나나 달아남을 알지 못하는”이라는 제목

곡녀로서 베르베르 노래를 읊조리지만, “눈이 셰리파를 닮은” 아들

이야기’55)를

을 잃고는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야 묘지에 가며 “아들과 함께 언

언급하면서, 그녀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소라이다 이야

어를 묻었다”58)고 말한다. 그러나 화자는 그녀들과는 달리 다시 글

기는 “나를 포함하여 오늘날 글을 쓰는 알제리 여자들의 은유”56)라

을 쓰고, 이 작품의 마지막까지 어떻게 희생자들의 피로 글을 쓸 것

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화자의 변화는 아마 이 은유의 극복일 것이

인가 하는 괴로운 문제를 스스로에게 끈질기게 제기한다.

의 장에서 돈키호테 에 들어 있는 ‘포로와 소라이다

다. 이 작품의 마지막에서 달아남은 변함이 없지만, 앎은 부정에서

끝으로, 화자의 부활이 내포하는 글쓰기의 변화는 어떤 구체적인

긍정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화자는 “이제부터, 달아나고 달아남을

내용을 갖는 것일까? 역사와 허구의 혼융 이외의 다른 양상은 없는

아는”57)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영화촬영에 관해 이야기하는 대목들에

작가가 되고, 이것은 글쓰기의 변화 자체이기도 하다. 가령

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글쓰기의 영화적 성격이고 다른 하나
54) 그러나 앗시아 제바르는 모국어나 베르베르어가 아니라 아버지의 언어로 글
을 쓴다. 그녀에게 언어의 문제는 사랑의 갈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이란 말 대신 ‘러브 love’라고 할 때 느끼는 곤혹스
러움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는 현실의 강조이다. 전자는 예컨대 화자가 영화감독으로서 이미

55) 이 이야기는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 김현창 옮김, 동서문화사, 2007(제2판)
의 제39장(포로가 이야기하는 자기 신상에 일어난 일), 제40장(이어지는 포로의
이야기), 제41장(포로가 하는 이야기의 끝)에 걸쳐 있다. 소라이다는 모든 알제
리 여자처럼 ‘감금된’ 여자인데, 자신의 방에서 현지인들이 ‘목욕탕’이라고 부르
는 일종의 열린 감옥을 내려다보고 대담하게도 포로들 중의 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한다. 소라이다는 그에게 금화와 종이쪽지를 줄에 매달아 건네준다. 급기야
그녀는 해방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녀 자신 아버지로부터의 해방을 기도
하기에 이르고, 포로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에스파냐로 달아난다. 돈키호테와 산
초 판사가 묵게 되는 여인숙에서 소라이다와 함께 유숙한 포로가 돈키호테의 일
행에게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한다.

며, 마침내 씻긴 시선으로 새벽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인지하는 것”59)

56) A. Djebar, op. cit., p. 169. 이 말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내포되어 있다. 자유에
대한 동경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 조국에 대한 배반을 동시에 함축하기 때문이
다.
57) Ibid., p.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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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소리에 접근하는 방식, 즉 “눈을 감고서, 우선 리듬, 잠겨 있다고
생각되는 심연의 소리를 파악하고, 이어서 수면으로 다시 올라오
에서 명백히 표면화하고, 후자는 “허구를 거스르는 현실, 허구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현존하는 현실의 변함없는 과정”60)을 느끼게 하는
것이 카메라워크의 목적이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하기야 허
구에 대한 반감이랄까, 허구에 대한 욕망의 부재는 제1부의 4장
“춤”에서 이미 언급되는데, 화자에게는 기억에 기대어 삶의 조각들
58) Ibid., p. 245. 화자의 어머니는 그 전에 이미 셰리파에 대해 등을 돌린다. 한동
안 계속되어 화자의 외할머니가 여마법사(일종의 점쟁이)를 찾아가게까지 한
그녀의 자폐증 증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음을 일러준다.
59) Ibid., p. 273.
60) Ibid., p.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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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져 올려 배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소설이 되는 것 같다.

의 노력 때문에 줄곧 고통을 겪는다. 나는 뭔가를, 아마 조상의 긴 울
부짖음을 토한다. 내 벌어진 입은 다른 사람들, 나에 앞서 묻힌 이들

(내 마음속에는 허구에 대한 어떤 욕망도, 사랑의 이야기를 펼치는 무
궁무진한 아라베스크에 대한 어떤 충동도 없다.)－그렇다, 나를 옥죄는

의 고통을 한없이 몰아낸다. […]
나는 울부짖지 않는다. 나는 울부짖음이다.62)

것은 다만 내 삶의 이 단층이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마
비적인 공포, 지독한 전율일 뿐이다.61)

그래서 화자의 이야기에서는 여기자 야스미나, 외할머니, 삼촌
시디, 외증조할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저항 운동가들 등 죽은 이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행이고 비극이지만, 문학적으로는 일종

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화자는 그들이 바라는 것을 자문하고 찾아

의 ‘축복’이다. 지칠 줄 모르는 기억의 노력,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내 독자에게 들려주려는 듯이 보인다. 여기에서 독자는 적어도 왜

글쓰기가 얼마 동안의 발효기간을 거쳐 곧장 작품으로 이어질 수

화자가 쓰지 않을 수 없었는가를 수긍한다. 화자의 이야기가 설득

있기 때문이다. 하찮건 중요하건 삶의 사건들을 옮겨 적으려는 의

력을 갖고 윤리적 호소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수

지, 이를테면 자서전적 의지는 조상과 죽은 이들에 대한 부채의식

긍으로부터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기억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의 소산으로서 근원적이고 거의 육체적이기까지 하다. 제3부의 마

야기에 의해 확립되는 그녀의 서술적 정체성은 진정성과 호소력에

지막 대목에서 화자는 자신이 여러 날 밤마다 꾸었던 꿈을 이야기

힘입어 (독자의) 자기성으로 열리며, ‘넓고 넓은 감옥’과도 같은 개인

하는데, 이 대목은 화자에게 글쓰기의 추동력이 얼마나 강박적인지

과 사회 그리고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킬, 현재의 가차 없는 힘에 변

를 여실하게 말해준다.

화를 줄, 적어도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를 더 잘 읽어내게 하는 힘을
갖는다. 따라서 화자의 개인적 삶의 궤적, 베르베르어 문자에 초점

내 벌어진 입의 안쪽에서, 물렁물렁하고 끈적끈적한 반죽, 생달걀

을 맞춘 마그레브의 미시사, 여성들의 문화를 다원적으로 이야기하

의 흰자위 같은 점액이 고여 있다가, 조금씩 흐르고, 나는 다시 어쩔

는 화자의 글쓰기는 사르트르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참여의

수 없이 불안에 잠긴다.

구현이 된다고 여겨진다. 개인의 사랑 이야기를 마그레브의 역사와

[…]

밤마다 나는 입을 통한 그 출산, 그 잠잠하게 만들기를 위한 근육
61) Ibid., pp. 49~50. 화자의 이러한 감정은 알제리 여성의 상황－감금, 사물화, 시
선의 대상, 비가시성의 강요－에 대해 글보다 더 생생한 이미지를 제공하려는
영화 작업의 주요한 동인이다, 앗시아 제바르의 영화는 여성들을 가시적이게 만
드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듯하다. ‘기억의 욕망’은 또한 알제리의 식민지
배와 “알제리 전쟁에 대한 프랑스에서의 망각의 제조 메커니즘들”(Boniface
Mongo-Mboussa, Désir d’Afrique, Gallimard, 2002, p. 51)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
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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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전승 속으로 확대･심화하고 그 역사와 전승을 다시 개인
에게로 수렴하는 이 작품은 무엇을 위해 쓰는가라는 문제에 하나의
대답을 들려준다는 점에 그 소중한 뜻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
에서 화자는 정신과 실제의 감옥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삶을 견딜
만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다부진 자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것
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 자유의 메시지 자체라
62) Ibid., pp. 33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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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할 수 있는 화자의 이 작품은 비록 개인적이건 집단적이건 주

각을 각 작품에서 도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역사의 활용, 작

체의 자기성에 대한 물음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그저 하나

품에 대답이 함축되어 있을 가능성, 정체성의 위기를 또한 전제로

의 서술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약소한’ 개

했는데, 이 전제들도 일정 부분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인이나 민족에게는 자기성의 규정과 타자에 대한 윤리적으로 올바

전제가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역사를 집단뿐 아니라 개인에

른 자존의 확립에 일조할지 모를 하나의 소중한 문화적 기호이기

게도 적용되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진정한 변화와

때문이다.

생성을 위해서는 역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것도 일단 수용할 만한 것이라고 본다.
두 작품을 역사와 허구의 교점이라는 이해의 틀에 비추어 비교･

결 론

평가할 기준은 각각의 설득 전략과 독자의 판단이 합치되는 어느
지점에 놓여 있을 텐데, 그 지점을 무엇이라 규정할지 현재로서는

＜무엇을 위해 쓰는가?＞라는 문학원론적인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막막하지만, 각 작품은 고유한 현실의 여건에서 산출된 것인 만큼,

서는 구체적인 작품에 대해 ＜왜 썼을까?＞ 하고 묻고 이에 대한 대답

각 작품에 대한 미적 판단은 현실의 여건을 얼마나 분명히 밝혀주

을 그 작품에서 도출해 보는 것이 이론적인 접근보다 훨씬 더 효과

는가, 현실을 변화시킬 힘을 갖는가, 적어도 얼마만큼 새로운 세계

적이라는 우리의 가정이 김훈의 남한산성 과 앗시아 제바르의

관을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부과하는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역사의

감옥은 넓고 넓은데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예

활용과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두 작품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사

증된 것일까? 이것은 독서의 경험에 달려 있는 만큼, 독자마다 다른

유의 진정성과 울림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 물론 두 작품이 저마다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실천 가능성의 영역으로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설파하고는 있다. 그것이 남한산성 에서는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서 행위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

치욕 속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감이 삶의 길이라는 명제로 나타나

으로 타당하고, 사르트르나 리쾨르 역시 한목소리로 이에 동의하고

고, 감옥은 넓고 넓은데 에서는 달아남에 대한 인식을 거치면서

있는 만큼, 그리고 그들의 이론적 담론은 기실 구체적인 작품의 독

새로운 도전정신을 낳는다. 그렇지만 두 작품 사이의 거리는 삶과

서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가정은 처

인식 사이의 거리만큼 벌어져 있다. 전자에서 느껴지는 맥없는 허

음부터 반쯤은 증명되어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

무주의는 괴로운 사유를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고 너무 빨리 삶으

연한 상태로나마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닐 뿐

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반면에 후자에서는 다부진 힘이

더러,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실제의 독서를 통해 경험적으로 예증

느껴지는데, 이는 생생한 부활의 표명과 작품에 의한 이것의 구현

해 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공허하게 울리고 기억에서 금방 지워질

덕분도, 뜻 깊은 고발과 자유의 메시지에 힘입어서도 아니다. 이야

것이다.

기를 통한 새로운 서술적 정체성의 확립, 글쓰기의 변화에 만족하

각 작품에 대해 ＜왜 썼을까?＞ 하고 묻는 것, 즉 글쓰기에 대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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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자기성에 대한 물음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그저 하나

품에 대답이 함축되어 있을 가능성, 정체성의 위기를 또한 전제로

의 서술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약소한’ 개

했는데, 이 전제들도 일정 부분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인이나 민족에게는 자기성의 규정과 타자에 대한 윤리적으로 올바

전제가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역사를 집단뿐 아니라 개인에

른 자존의 확립에 일조할지 모를 하나의 소중한 문화적 기호이기

게도 적용되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진정한 변화와

때문이다.

생성을 위해서는 역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것도 일단 수용할 만한 것이라고 본다.
두 작품을 역사와 허구의 교점이라는 이해의 틀에 비추어 비교･

결 론

평가할 기준은 각각의 설득 전략과 독자의 판단이 합치되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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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현실을 변화시킬 힘을 갖는가, 적어도 얼마만큼 새로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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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은 넓고 넓은데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예

활용과 글쓰기라는 관점에서 두 작품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사

증된 것일까? 이것은 독서의 경험에 달려 있는 만큼, 독자마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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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서 행위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

치욕 속으로 자진해서 걸어 들어감이 삶의 길이라는 명제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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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반면에 후자에서는 다부진 힘이

더러,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실제의 독서를 통해 경험적으로 예증

느껴지는데, 이는 생생한 부활의 표명과 작품에 의한 이것의 구현

해 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공허하게 울리고 기억에서 금방 지워질

덕분도, 뜻 깊은 고발과 자유의 메시지에 힘입어서도 아니다. 이야

것이다.

기를 통한 새로운 서술적 정체성의 확립, 글쓰기의 변화에 만족하

각 작품에 대해 ＜왜 썼을까?＞ 하고 묻는 것, 즉 글쓰기에 대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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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의식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것에 대결하는, ‘흐르는 피로’ 어

□ 참고문헌

떻게 쓸 것인가 하고 끝까지 묻는 무서우리만큼 철저한 탐구의 정
신 때문이다. 감옥은 넓고 넓은데 의 화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카

김훈, 남한산성 , 학고재, 2007.

텝 야신 시구 詩句 가 강박관념처럼 따라다닌다.

사르트르, 문학이란 무엇인가 , 정명환 옮김, 민음사, 1998.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 김현창 옮김, 동서문화사, 2007(제2판).

사살당한 사람들이 대지를 수의처럼
끌어당겨 걸치니
산 자들은 머지않아 잠들 곳이 없으리라!63)

또한 남한산성 의 경우에 민족 공동체의 서술적 정체성이 구체
적으로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알 수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심하

폴 리쾨르, 시간과 이야기2(허구이야기에서의 형상화) , 김한식,
이경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0.

________, 시간과 이야기3(이야기된 시간) , 김한식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4.

Djebar, Assia, Vaste est la prison, Albin Michel, 1995.
Mongo-Mboussa, Boniface, Désir d’Afrique, Gallimard, 2002.

게는 쓰나 마나 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정
체성의 형상화가 성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송파 나루터의 뱃
사공이 김상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천애고아가 된 나루라는 소녀
가 그 정체성의 형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엿보이지만 결코 충분히
전개되지 못했고, 이외에는 남한산성이라는 썰렁한 공간만이 어렴
풋하게 남한산성 이라는 서술적 정체성을 받쳐줄 뿐이니만큼, 이
소설은 동어반복임을 그것은 말하여 주고 있다. 반면에 감옥은 넓
고 넓은데 의 경우에는 확산과 수렴의 움직임에 힘입어, 화자는 이
소설에 의거한 알제리의 서술적 정체성과 근사해진다. 더구나 달아
나는 여자, 자신의 달아남을 알지 못했다가 이제는 알게 된 작가의
이미지는 제목에 들어있는 감옥이라는 말과 어울려 알제리라는 나
라에 대한 끝없는 상념을 불러일으킨다.

63) Ibid., p. 345에 인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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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force persuasive qu’on reçoit à partir d’elles. C’est, en quelque
sorte, un écart entre un désir de la vie et une volonté de la con

L'Utilisation de l'histoire et l'écriture dans les
romans－Autour de Namhansanseong et Vaste est
la prison

naissance. D’ailleurs, dans le roman de Kim Hoon, il est difficile
de découvrir concrètement l’identité narrative communautaire,
faute d’une figuration de cette identité narrative. Au contraire,
dans le roman d’Assia Djebar, la narratrice devient de plus en
plus une image ou un symbole d’Algérie, grâce à un double
mouvement, c’est-à-dire en même temps la diffusion de la nar

LEE Kyou-Hyeon

rateur dans plusieurs personnages féminins et leur convergence
vers la narratrice, lesquelles tiennent à la sororité.

Dans cet exposé, il ne s’agit pas de la question: “pourquoi
écrire?” mais de la question: “pourquoi tel(le) écrivain(e) a-t-il(elle)
écrit telle oeuvre?” Pour y chercher une réponse, nous avons posé
trois hypothèses: i) plus un écrivain prend sérieux cette question,
plus il tend à en remonter vers la source ou examiner l’histoire
individuelle ou collective; ii) on peut trouver dans son oeuvre ses
pensées en regard de son écriture; iii) plus son identité est en
crise, plus grand retentissement son interrogation produit aux
lecteurs. Notre exposé a donc pour but de les illustrer en analy
sant les deux romans: l’un est un roman coréen par Kim Hoon,
intitulé Namhansanseong, et l’autre est un roman algérien Vaste est
la prison par Assia Djebar.
Il est vrai que les écrivains, tous deux, laissent transparaître
une problématique carcérale(le monde réel leur paraît une sorte de

주제어 : 역사, 글쓰기, 서술적 정체성, 자기성, 감옥, 현실, 여성연대.

prison.), soulignent l’importance de la connaissance de soi, et con

mots-clés : histoire, écriture, identité narrative, ipséité, prison,

tribuent à l’établissement d’une identité narrative de leurs patries.

réalité, sororité.

Cependant, quand on compare leurs oeuvres au point de vue de
l’utilisation de l’histoire et de l’écriture, on peut s’apercevoir assez

투고일 : 2007년 9월 23일

de distance entre elles, surtout en rapport à l’authenticité et la

심사완료일 : 200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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