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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릭 륄리 부아  :  아 리카 

베테 문자의 발명과 역사 그리기1 )

                                         

심 지 (서울 학교)   

서 론

본 론

   1. 데릭 륄리 부아 의 베테문자    

   2. 베테 문화 복원을 한 술

   3. 탈식민과 문자 : 오리엔탈리즘의 재 유   
결 론

서  론 

아 리카는 문자가 없는 륙이라는 생각은 오랫동안 이 지역

을 식민 지배했던 유럽이 아 리카 륙에 해 갖고 있는 시선

의 핵심  근거이다. 기록 문화의 부재는 사회의 통치체계가 구

조화되어 체계를 갖추지 못했음을 증명하고, 문화와 문명의 수

을 의심하게 한다고 간주한 서구사회는 아 리카를 미개한 사회, 

1)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한국연구재단-2008-323-A00014), 2010년 8월 20일 

서울 앙 학교에서 열린 국제비교문학회 세계 회에서(ICLA) 발표한 내

용을 수정, 보완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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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등한 집단으로 쉽게 결론내릴 수 있었다. 특히 음유시인 그리

오Griot를 통한 지혜의 수로 상징되는 아 리카의 구 문화는 

속 이지 못하다는 인식과 아 리카의 사회 구조는 고착되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해지면서 문자가 없는 륙, 리터러시

가 존재하지 않는 륙으로서의 아 리카에 한  인식은 

재까지도 유효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오가 한명 죽으면 도서

이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은 부분의 흑아 리카의 

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원  3000년에 사용되었던 이집트의 상형문자는 

아 리카 륙의 문자라는 사실을 구태여 내세우지 않더라도, 

문자가 없는 륙으로서의 아 리카에 한 인식은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해 새롭게 조망되면서, 그 인식자체가 서구사회의 

기 으로 아 리카를 정의해버린 표  편견이라는 을 주

장하는 연구들이 계속되어왔다. 즉, 로고그래피의 표음문자 

시스템의 알 벳 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서구 세계가 아 리

카 존재하는 다른 종류의 ‘문자’들, 다시 말해, 상형문자나 기

호, 주술  문양들을 문자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형문

자의 아 리카는 시니피앙이 없으나 시니피에만이 남은 륙

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2)

실제로 이런 시각은 18세기 루소의 언어기원에 한 시론

에서 알 벳 문명이 표의문자의 문명에 비해 더욱 우월하다

는 주장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3) 표음문자 심의 세계 , 

2) «Le point de vue qui saisit l’Afrique noire comme «continent sans 
écriture» ne procède pas d’un regard objectif porté sur la réalité 
matérielle africaine ; il l’appréhende d’emblée comme un concept déjà 
négativement défini par rapport au critère décisif de l’écriture. L’Afrique 
est définie ainsi comme un signifié en attente d’un signifiant». Mlaili 
Condro, L’écriture et l’idéologie en Afrique noire. Le cas du syllabaire vai, 
thèse, université de Limoges, 2008,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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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자의 효율성, 함축성, 경제성을 모두 갖춘 라틴 알 벳

이야말로 가장 높은 수 의 문명을 표상하는 체계라는 생각

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아 리카의 ‘역사’라는 것이 

등장한 것도 아 리카에 간 유럽인들이 라틴 알 벳으로 아

리카에 한 을 쓰기 시작했던 15세기부터라고 보았다. 

즉, 세시  유럽에서 아 리카는 고  이집트인에 한 동경

을 바탕으로 인식되어 역사 속에 존재했다면, 15세기 이후부터

는 식민 지배자의 으로 기록된 역사만이 존재하여, 성문화된 

아 리카의 역사는 불완 하고 편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 리카 연구자 쉐이크 앙타 디옵 Cheik Anta 

Diop의 아자미 Ajami 연구는 아 리카에도 늘 다양한 문자들이 

존재해왔음을 밝 , 문자 없는 륙으로서의 아 리카 이미지

는 서구가 만든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4) 

3) 루소는 제5장 ‘ 쓰기에 하여’에서, 인류의 문자를 크게 세 가지로 구

분한다. 즉, (1) 말소리가 아닌 사물 자체를 그리는 것 (픽토그램) (2) 국

어와 같이 습  문자를 통해 낱말과 명제를 표상하는 것 (이데오그램) 

(3) 알 벳과 같이 말을 분석해 음을 기록하는 표음문자로 나 고, “이 세

가지 쓰기 방식은 사람들을 민족의 종류별로 분류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상태에 매우 정확히 상응한다. 물체를 그리는 것은 야생인들에게 해당하고, 

단어와 을 기호로 표시하는 것은 야만인들에게 해당하고, 알 벳을 쓰는 

것은 문명인들에게 해당한다.”라고 하 다. 장 자크 루소, 언어 기원에 

한 시론(Genève: Du Peyrou, 1781), 주경복, 고 만 옮김, 책세상, 2002, 
pp. 41-42.     

4) Cheik Anta Diop, “Ecrits et écriture en Afrique de l’ouest”, Revue 
électronique internationale de sciences du langage sudlangues, n°6. 아자미Ajami

는 아랍어의 문자를 빌어 아 리카의 지역어들을 기록했던 방식으로, 우리

나라의 이두문자와 같은 기록 방식과 유사한 원리라 볼 수 있다. 앙타 디

옵에 따르면, 유럽에서 최 로 포르투갈 인이 서아 리카에 들어왔을 때 

이미 아랍어를 이용한 기록문화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포르투갈인들의 

당시 기록에 남아있다. 유럽에서 라틴어가 그러했듯이 서아 리카에서 아

랍어는 구  문화를 기록하는 수단으로 다소 종교 인 성격을 띤 채, 11세

기부터 존재해 왔으며 아자미로 기록된 고문서들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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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 리카의 문자를 연구한 엠랄리 콩드로 Mlali Condro는 

바이 스크립트 Vaï script와 같이 아 리카에서 발명된 문자들을 

밝히고 새롭게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흑아 리카에서 문자시

스템의 문제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와 매우 한 계가 

있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의 핵심에 있었다는 것을 

지 한 바 있다.5) 이와 유사하게 국내에서는 랑스어권 아 리

카의 언어와 문화에 한 책이 출간되어 아 리카 지역 언어와 

문화정체성에 련된 국내외의 표  논문들이 소개되었는데, 

‘ 랑코포니’를 강조하는 것이 아 리카의 고유문화를 잠식시키

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고유 언어를 사용해야 토착문화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을 볼 수 있다.6)  

이런 연구들은, 어떻게 서구의 표음문자 심주의, 즉 랑스

어 심주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서 아 리카의 시니피앙에 

합당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실, 우리 에 그림인지 인지 알 수 

없는 상형문자나, 기타 다양한 표의문자들은 서구의 논리 , 과

학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학  근보다는 오히려 통

 상징, 상형기호와 같이 이미지 자체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

는 시각 술을 통한 근이 더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코트디부아르 Côte d’Ivoire의  술의 아티스트로 더욱 잘 알

려진 데릭 륄리 부아 Frédéric Bruly Bouabré의 작업은 하

나의 답이 될 수 있는데, 베테 Bété족의 문자를 발명한 사람이

5) Mlaili Condro, L’écriture et l’idéologie en Afrique noire. Le cas du 
syllabaire vai, thèse, université de Limoges, 2008. 

6) 홍미선 편 ,  랑스어권 아 리카의 언어와 문화, 한울 아카데미, 

2009. 아 리카의 문화정체성과 랑스어와의 계에 한 국내외의 논문

을 모은 책으로, 문자의 문제보다는 ‘언어’의 문제에 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 언어, 고유 언어만이 아 리카의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 있

다는 아 리카 민족주의  연구자들의 주장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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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 리카 미술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는 이 작가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 아 리카의 문화정체성과 시각 술, 문자 

사이의 긴 한 계를 보여 다. 

본 연구는 륄리 부아 가 만든 베테 문자의 경우를 통

해서 아 리카에서 새로운 문자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역

할을 하는지 살펴 으로써, 식민상황에서 문화정체성을 되찾

기 한 기록의 역할에 해 성찰해보고자 한다. 한, 식민화

로 인해 통 문화로부터 단 되고 구 문화의 통으로 인해 

기록문화의 토 가 약한 아 리카의 상황에서 아티스트로서 부

아 의 조형 술 작품이 역사와 문화를 그리는 작업으로서 

갖는 가치와 의미를 밝 보고자 한다.    

1. 데릭 륄리 부아 의 베테 문자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데릭 륄리 부아 는 1923년 

베테족의 주요도시  하나인 달루아 Daloa 근처의 제 게 마

을에서 태어났다. 이 지역은 1925년까지 코트디부아르에서 식

민지배에 가장 격렬히 항했던 곳  하나 으며, 부아

는 랑스인들에 의해 설립된 기의 랑스식 학교에서 교

육받은 첫 세 에 속했다.7) 그러나, 그의 학창시 은 순탄치 

못했는데, 1939년 쟁 노역으로 강제 징용되는 것에 강력히 

항하여 학교에서 퇴학되었고, 이후에는 독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런 기억은 1946년에 기술한 그의 회고 여러 부분

에서 나타난다.8) 부아 는 독학으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7) 데릭 륄리 부아 의 이름은 Gbeuly Gboagbré 로 썼으나, 이 시

기 랑스 학교에서 랑스화시켜 Bruly Bouabré 로 표기하게 됨.

8) “Bruly a répété qu’il était né «blanc-noir», qui signifie «Français et 
Africain du temps de l’empire colonial».” 그밖에 이 시기에 한 회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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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지만, 식민정부에서 랑스 공무원을 보조하는 행

정사무직을 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는 식민 시

의 부조리를 삶에서 체험하면서 식민지 정부에서 지배를 받

는 아 리카인으로서의 상황에 해 냉철하게 인식할 수 있

었다. 아마도 이 시기의 경험을 통해, 그는 문자의 역할이 매

우 요하다는 사실과 자기 민족언어를 한 문자를 만들어

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그의 경력에서 매우 특이한 은 1948년 견신(見神)을 한 후

에 스스로 정신  지도자로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경 을 쓰

고, 베테 문자를 만들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부분

은 논리 인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 리카 문화의 신비

주의 인 특징이라 간주될 수 있는데, 부아 는 마치 통  

부족사회의 주술사처럼 새로운 문자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에 

스스로에게 신성의 역을 부여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이 

종교를 식민지배자들에 한 항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박해

받는 자들의 명령 Ordre des Persécutés>이라고 명명했으며, 그에 따

르면 이 종교는, 이생에서는 악인들이 선인들을 박해하기 때문

에 재 핍박받는 선인들 즉, 피지배 상태의 아 리카인들에게 

필요한 정신  가르침이 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1956년, 부아 는 코트디부아르 서부에 살고 있는 

베테족의 말을 그래픽 인 수단으로 표 할 수 있는 문자를 만

들어 발표했다. 이 문자는 오늘날 베테의 학교에서 학습되고 있

으며 이 지역에서 상용되고 있다. 그는 고  이집트인들과 유럽

인들이 아 리카의 문화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자를 통해서

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흑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를 보

다음 텍스트를 참고 : «Où donc est la liberté?»(1946) in Domin et Zézé 
l’égende, Frédéric Bruly Bouabré, Photographies de Philippe Bordas, 

Postface de Denis Escudier, Hazan-Revue noire, 1994, p.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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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고 아 리카 륙의 이미지를 재건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곧 

잊힐지도 모를 베테의 구 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고유문화에 

한 기억, 통, 거기에서 비롯되는 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지

키고자 하 다. 특히 식민정부에 의해 랑스식 학교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서 통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주변부

로 려나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서, 부아 는 종교  사

명에 가깝게 고유문화를 지키고 복원하기 한 작업에 착수한다. 

부아 의 문자는 베테어의 각 음소들에 부합하는 442개

의 상형문자로 구성되어 모든 음가를 기에 합하도록 구

상되었다. 이 문자들이 어디에서 기원한 것인지는 부아 가 

직  1957년 10월 31일에 당시 다카르 주재 “ 랑스 흑아

리카 연구소 l’Institut français d’Afrique noire (IFAN)”의 총책임자 던 

테오도르 모노 Théodore Monod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알 수 있

다.9) 그는 이 문자들을 흑인에 의한 발견(découvertes faites par des 

Noirs)의 로서 소개해 주기를 부탁했으며, 이듬해에 모노는 «

서아 리카 베테의 새로운 알 벳»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

표하 다.10) 부아 는 자신이 만든 베테 문자들을 설명하기 

해 랑스어로 사 과 같은 형식의 텍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를 가장 처음으로 랑스 흑아 리카 연구소(IFAN)의 책임자

던 모노에게 보냈다는 에서 그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즉, 

당시 흑아 리카 연구소(IFAN)는 아 리카 식민지들을 인류학

9) «Mon maître, je vous salue. J’ai découvert des signes qui ont l’aspect 
d’être utiles...»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다음 텍스트에 소개되어 있다. 
Domin et Zézé l'égende, Frédéric Bruly Bouabré, Photographies de 
Philippe Bordas, Postface de Denis Escudier, Hazan-Revue noire, 1994, 
pp. 185-193.

10) Théodore Monod, «Un nouvel alphabet ouest-africain: le bété (Côte 
d’Ivoire)» in Bulletin d’Institut Français d’Afrique Noire, série B, Sciences 
humaines, T.xx, n°3-4, juillet-octobre, 1958, pp. 43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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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하기 해 설립된 기 으로, 식민 상황에서 이 기 은 

랑스의 문화  억압의 상징이라 도 과언은 아니다. 자신이 

발명한 베테문자를 소개하고자 여기에 서신을 보낸 부아 의 

의도는 일종의 문화 정체성 선언이자 랑스어의 알 벳을 거

부하고 베테문자를 사용하겠다는 문자  독립의지의 표 으로

서 간주할 수 있다. 

모노 Monod는 부아 의 부탁 로, 바이 스크립트(Vaï script), 

망데문자(le mendé)와 토마문자(le toma)에 이은, 서아 리카에서 

발명된  하나의 새로운 알 벳으로서, 부아 와 베테의 

문자 발명에 해 소개했다.11) 모노의 논문에 따르면, 부아

는 랑스어의 음소 표기 방식이 베테어의 발음을 모두 표

기하기에는 부 하고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베테어

에 맞는 기호들을 만들어 내야할 필요성을 느 다고 한다. 이

를 해 만든 상형문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

에서 나오는, 베테인에게는 매우 단순한 기호들로서 그 기원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조약돌, 을 재는 도구 아칸 Akan, 야자

열매의 무늬 등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상으로부터 감을 

받아 기호를 만들었고, 수를 세기 해 사용되는 방법 등도 함

11)  바이 스크립트, 망데족의 문자, 토마족의 문자에 해서는 다음 연구들

이 표 이다. Théodore Monod, «A New West African Alphabet: Used 
by the Toma, French Guinea and Liberia» in Man, Vol. 43, (Sep. - Oct., 
1943), Published by: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pp. 108-112. 한 피두센터의 1987년의 시도록 L’Afrique et la 
Lettre / Africa and the Written Word (catalogue of bilingual exhibition by 
David Dalby on the contribution of Africa to the evolution of writing, 

opened at the Pompidou Centre, Paris in 1987; with plates and tables), 
Paris: Karthala pour Fête de la Lettre 을 참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김학

수의 논문 아 리카 언어들의 표기에 한 연구 (한국아 리카 학회지, 

25집, 2007년 6월, p. 41-89), 서아 리카의 토착문자들: 만데어군 언어들의 

음 문자를 심으로 (아 리카연구, 17호, 한국외  아 리카연구소, 2004

년)이 이 문자들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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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아 는 그가 만든 문자의 시스

템이 완결되고 결 이 없는 체계는 아니라는 을 인정하면서, 

베테의 문자가 발음이 되는 방법을 소개했다. 

 

도  1. 서아 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알 벳 (베테)의 일부

데릭 륄리 부아 의 자필원고, 1982, 122페이지, 베테어- 어  

도  2. 베테 알 벳 시리즈(1990-1991), Série de 449 dessins, 15×10 cm

이 문자의 시스템에서 주목할 만한 은 아 리카  상징

체계에 의존하여 여러 형상들을 근원으로 하여 만들어졌으

며, 그 형상들과 발음이 모두 낯선데다 라틴 알 벳처럼 각 

음소에 해당하는 철자들을 조합하여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자가 속해있는 문화권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 뜻과 발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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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다. 베테어를 라틴 알 벳

으로 기록하기 해서는 과도하게 발음을 왜곡시켜야 하기 

때문에 효과 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통 인 문양이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호들을 사용한 것은 

강한 정체성의 표 , 나아가 강력한 호소로까지 보인다. 사실, 

부아 가 만든 상형문자는 20세기에 만들어진 문자라는 것

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도 으로 선사 시  면모가 강조

되어 있다. 다른 언어권의 서구 식민 지배를 받는 아 리카 

국가들이 겪는 두 언어사이의 문제는 베테족에게도 외는 

아닐 것이 분명하다면, 이런 상황에서 단지 문화정체성을 강

조하기 한 의도로 상형 문자를 만들어 낸 것은 어떤 의미

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통용되는 언어이자 힘 있는 언어, 즉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고, 더 주도권을 갖고 

있는 랑스어의 알 벳에 반해, 베테어는 소수의 언어로 어

쩌면 고유 문자의 사용은 이 언어를 더욱 고립시킬 수 있는 

험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조상 이집트인들 이래로, 우리 흑인들은 우리의 고유

한 발견의 정당한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보호하

지도 못하고 있다.”12) 는 부아 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도 인 상형문자는 이집트인들부터 계속된 표의문자 문화

와의 연속성을 지키기 한 의도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바이 스크립트와 같이, 비교  최근에 만들어진 아 리카의 

다른 상형 문자들과의 계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문자의 

12) «Depuis nos ancêtres les Egyptiens, nous autres Noirs ne reconnaissons 
pas et ne défendons pas les très justes intérêts de nos inventions 
scientifiques.» in Marie-Laure Colson, «Frédéric Bruly Bouabré. Un 
humaniste pour l’Afrique» in ‘portrait’, Libération, le 3 mars 1995. site web: 
http://www.liberation.fr/portrait/0101137637-frederic-bruly-bouabre-un-humanist
e-pour-l-afr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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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인 상형성은 마치 아 리카성이 근원 이고 원  충

동과는 불가분의 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이 보이는데13) 즉, 

부아 의 기호들은 문화  독창성과 고유성의 극단  표 인 

것처럼, 피카소와 같은 유럽의 화가들이 아 리카 술에 해 

보낸 오리엔탈리즘 인 시선을 재 유 réapproprier 하고 있다. 이

런 경향은 그의 다른 조형 술작품과 일러스트 이션이 그려

진 책에서도 나타나며, 부아 의 고유문화 복원 작업 체에

서 원시주의의 표 은 요한 특징이 된다. 

 

2. 베테 문화 복원을 한 술    

데릭 륄리 부아 가 유럽과  세계에 이름을 알

리게 된 것은 베테 문자를 만들어서 뿐만은 아니다. 원시주의 

독학자, 역사를 그리는 사람, 백과사 을 만드는 사람 등의 

그를 설명하는 수식어들이 말해주듯이 그의 독특한 술 작

업이 아 리카  미술의 한 장을 열었기 때문이다. 부아

는 종합 술을 통해 문명을 재구성하려는 것처럼 문자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 수많은 종이카드에 고유문양과 다양한 

주제에 한 그림을 그리고 그에 한 설명을 넣는 작업을 

통해 백과사 에 비교할만한 통과 상징의 아카이 를 만들

고, 설을 기록하고 그린 도맹과 제제 Domin et Zézé라는 책을 

쓰고 삽화를 그렸으며, 베테의 정신  지주로서 종교 인 경

을 쓰는 등, 명실상부한 고유문화의 창조자로서 그가 넘나

13) 이 에 해서는 장-루 암셀 Jean-Loup Amselle 의 말을 인용한다: «Le 
succès de Bouabré est en revanche significatif : non par la qualité 
esthétique mais par la préférence accordée par les curateurs à l’art brut 
africain. Ils semblent considérer que l’africainté artistique ne pouvait être 
disjointe d’une pulsion sauvage originelle.» in Jean-Loup Amselle, L’Art de 
la friche, essai sur l’art africain contemporain, Flammarion, Paris, 2005,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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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역은 매우 범 하다.  

 (1) 종이 카드 시리즈 : 베테 민족 문화의 백과사   

 륄리 부아 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작업이자 특징 인 

작업은 백과사  로젝트라 정의할 수 있는 종이카드를 이용

한 작업이다. 아 리카의 많은 작가들이 그 듯, 부아

도 작업을 해 구할 수 있는 재료가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을 포장하는 종이박스를 이용하여 크 용으로 그림을 그리

고 그 주변을 텍스트로써 설명하는 형식의 작업을 선택했다.  

왼쪽부터 차례로 

도 3. Musée du Visage Africain, 1991, Série de 162 dessins, 15×10 cm
도 4. Musée du Visage Africain, 1991, Série de 162 dessins, 15×10 cm 
도 5. Signes relevés sur des oranges, 1991, Série de 48 dessins, 15×10 cm

이 작업에서는 땅, 해, 별 등 주술  의미를 갖는 것들, 삶

의 원천에 련된 모든 것들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구름의 

무늬에서 나타나는 형상들, 콜라 열매에서 본 무늬, 오 지나 

바나나의 껍질이나 야생 동물의 가죽에서 본 무늬 등, 베테족

의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자연  형상들을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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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게 자연의 여러 사물에서 발견하는 형상이 단순하

게 추상 이고 조형  요소 의 하나가 아니라, 요한 의미

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 리카의 주술 인 의식과도 깊은 

련이 있다. 죽은 동물의 내장 모양을 보고 을 치는 등의 풍

습과 같은 것이 그런 의식에 속한다. 자연에서 형상을 발견해

서 종이 에 옮기는 일련의 작업 역시 일종의 기록에 한 

탐구로 해석될 수 있는데, 문자의 역사, 특히 표의문자의 역

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근원 인 방식의 문자 형태와 유사

한 을 발견할 수 있다. 를 들어, 도  3의 해를 그린 그

림의 주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Le sens de la lettre picto: c'est le jour lumière. C’est la 

saison sèche, midi, clair. “Dieu attendu”

상형문자의 의미: 낮과 빛을 의미하고, 건기, 정오, 밝음, “우리

가 기다려온 신(神)”을 의미한다.  

즉, 가운데에 그려진 해는 사물의 형상을 재 한 이미지가 

아니라 ‘문자(lettre)’이며, 그 의미 역시 낮과 빛이라는 보편

인 층 를 넘어서, 문화  맥락에 따라 건기나 “신”이 된다. 

이런 그림문자와 상징성의 독특함은 그 다음 작업(도 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Voici le sens de cette lettre: les traits horizontaux = les morts 

; les verticaux = les vivants ; les + = esprits

이것이 이 문자의 의미이다: 수평  획들은 죽은 자들을, 수직

 획들은 산 자들을, 덧셈 기호는 혼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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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아 의 해석에 따르면 이 기호의 의미는, 아랫부분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윗부분에는 죽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 사이 공간에는 혼이 존재하는, 삶과 죽음의 세계를 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 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아 에게 있어서 형상과 

문자는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와 획을 이용한 그림

에서처럼 형상은 단순화되어 ‘문자’로서 표 되기도 하지만, 도

 5에서 볼 수 있는 오 지 껍질의 복잡한 표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호 signe가 되어 읽힐 수 있다. 세상에서 에 보이는 

모든 것은 읽어낼 수 있는 것이고, 읽을 수 있는 것과(lisible) 볼 

수 있는 것(visible)의 경계는 모호해지면서, 일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이 ‘픽토그래피 pictographie’로 명명되어 설명된다.

도  6. 7. 8. Musée du Visage Africain, 1991, Série de 162 dessins, 15×10 cm

아 리카 얼굴의 박물 Musée du Visage Africain이라는 제목의 시

리즈는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도구들이나 통 인 상징들, 

베테족의 몸을 꾸미는 방식  하나인 상처내기(scarification)에서 

볼 수 있는 무늬들을 작업의 주제로 삼고 있다. 도 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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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몸을 장식하는 알 수 없는 문양들은 텍스트를 통해 의

미를 갖게 되는데, 얼굴의 상처장식(도 6)의 의미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Pictographie: un personnage géant conçu en “cités” peuplées 

touche le «ciel» de sa “tête”.

픽토그래피 : 사람들이 많은 “씨테”에서 그려진 한 거 한 사람

은 그의 “머리”로 “하늘”을 만진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거 한 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그림에 그려진 사람의 얼굴 속에 장식된 문양이다. 이 문양은 

사람으로 붐비는 씨테에서 만들어졌고, 무늬모양도 거 한 사

람의 모습이라 그 머리 부분이 주인공의 이마를 가득 덮고도 

이마 끝 부분인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문양 

자체의 의미에 한 설명보다도 이런 얼굴장식은 시내에서 

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일상 인 문양이라는 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도  6, 7에서는 팔의 문신이나 종아리의 장

식무늬도 각각 숲의 의미, 삶과 죽음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듯 주제들은 부분 베테의 문화와 

일상 생활에 련된 것들이기는 하지만, 작가는 여기에 만족

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 Connaissance du monde’이라는 이름으로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본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시

사 인 내용, 외국의 국기나 사들(Les Ambassadeurs 시리즈), 

화배우에 이르기까지 소재의 범 를 넓  작업하 다. 이런 

주제를 다룰 때에도 그는 종교 이고 신화 인 상상력을 섞

어가면서  세계 역사와 동일 선상에서 베테의 역사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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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려 하 다. 

베테문화에 련된 이미지와 문자를 모두 그림과 랑스어 

텍스트로 설명하는 이 작업은, 손바닥보다 조  큰 크기에 불

과한 종이카드를 이용한 작업이지만 그 주제가 방 하고 작

품의 수도 차 늘어감에 따라서, 하나의 거 한 지식의 백과

사 이라 할 만한 가치를 갖는다. 텍스트로 이미지를 설명하

는 방식이나, 앙에 놓인 이미지를 심으로 을 환형으로 

돌려서 구성하는 방식, 씨체와 의 획을 그림의 스타일과 

조화시키는 방식 등, 조형 인 면에 있어서도 클 Klee와 같

은 서양 미술작가들에 못지않은 미  완성도를 보여 다. 

이런 방식의 종이카드 작업은 부아 가 생존해 있는 재

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 리카의 문화와 문자를 기록하고 

기억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끝없는 시도와 노력을 볼 

수 있으며, 베테의 문자가 얼마나 이미지를 통한 사고에 바탕

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 

  

 (2) 구 에서 기록으로 : 도맹과 제제 Domin et Zézé 
 부아 가 을 쓰고 일러스트 이션을 그린 책, 도맹과 

제제는 작가의 베테문화 복원작업의  다른 시도이다. 이 

이야기는 구 으로 내려오는 베테족의 설로, 은 세 들이 

민족 고유의 설에서 나오는 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해 

만든 철학  콩트라고 작가 스스로 밝히고 있다. 53개의 일러

스트 이션은 부아 의 회화작업 에서 서사가 담긴 작품

의 경우 어떤 식으로 표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미

지로서, 세상의 기원부터 시작하여 모험을 겪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입체감이나 사실감이 없는 원시주의 (Primitivisme) 경

향에 가까운 회화방식으로 그려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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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 10  도맹과 제제 Domin et Zézé의 일러스트 이션의     

이 작품은 내용면에 있어서 이야기꾼으로서의 부아 를 

발견하게 해 다. 이야기는 세상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선

의 아들과 악의 딸 사이의 사랑을 주제로 한다. 제제는 도맹

이 다와이 Dawahï족에게 핍박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자 신에

게 기도를 드리는데 악을 행하는 다와이를 용서하지 말고, 도

맹과 자신을 순결하게 정화시켜 행복한 삶을 리도록 허락

해달라고 부탁한다. 제제의 기도에 감복한 신이 제제의 기도

를 문자 그 로 받아드려 도맹과 제제를 백인으로 만들어버

린다. 제제가 부탁했던 것은 비유  의미에서 ‘ 혼의 정화

blanchir(les âmes)’ 으나, 신은 그것을 오해하여 도맹과 제제를 

흑인들 가운데에 놓인 백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세상의 

역사는 모든 오해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처럼, 신

의 오해로 인해 도맹과 제제는 힘겨운 모험을 시작하게 된다. 

여기서, 흰 피부를 갖게 된 도맹과 제제에 해 부아

는, “이 게 최 의 백인종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함으로

써, 도맹과 제제를 백인들의 조상의 자리에 치시킨다. 흑인

심주의  을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백인은 흑인종에서

부터 오해로 인해 탄생했고 다시 언젠가 흑인이 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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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한 인종으로 그리고 있다. 마치 체로키 인디언의 신화가 

백인에 해 신이 도자기에서 덜 구워 탄생한 존재라고 보는 

것처럼, 도맹과 제제의 흰 피부는 신의 오해로 만들어져 언젠

가 흑인으로 돌아와야 할 상이다.14)  

한, 두 연인이 모험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것은 제제의 

반지 에 새겨진 문양 덕분으로, 이 문양은 모든 문자의 기

원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는 끝맺는다. 즉 주인공들은 

문자의 기원인 상징기호를 통해 자유를 찾는 것이다. 이런 

에서 볼 때, 도맹과 제제의 설은 부아 의 문자와 종이 

카드 작업을 뒷받침하기 한 텍스트가 되면서 동시에, 악인

들 속에서 흰 피부로 핍박을 당하다가 문자로 자유를 찾는 

주인공들의 모험은 피부색만 반 로 표 한다면, 부아  자

신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 

흑인과 백인의 비유, 문자를 통한 해방 등의 모티 는 부아

가 인식하고 있는 식민의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비유들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어 베테의 복잡한 식민의 상황을 표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서사는 변신의 롯, 사랑의 롯, 도주와 모험의 롯

으로 단순한 근원설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여기에 신성

14) Denis Escudier 는 도맹과 제제에 한 에서, 서로 다른 인종의 기

원 설화는 서로 자기 인종이 가장 우월하다는 자문화, 자인종 심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부아 의 백인종 기원의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기독교 문명에서 흑인은 노

아의 세 아들  아버지의 과실을 소문낸 죄로 주를 받고 쫓겨난 장남 

‘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반면, 체로키 인디언들의 설에서 백인은 신

의 실수로 덜 구워진 도자기이고, 흑인은 무 구워져 타버린 도자기로, 자

신들이 가장 하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보고 있다. Denis Escudier, 

“Chercheurs découvrez aussi “l’homme” ce roseau pensant”, in Domin et 
Zézé l’égende, Frédéric Bruly Bouabré, Photographies de Philippe Bordas, 

Postface de Denis Escudier, Hazan-Revue noire, 1994, p.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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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 통문화의 역, 역사의 역이 혼합되어, 이야기는 

교훈 이면서 시사 이고 동시에 철학 인 성격을 갖게 된다. 

도맹과 제제의 설은 근원에 한 이야기이자 삶과 죽음에 

한 이야기, 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의 이야기로, 

부아  개인의 역사이자 동시에 베테 민족의 역사이다.  

3. 탈식민과 아 리카의 문자 페티시즘 : 오리엔탈리

즘의 재 유    

신의 계시를 통해 얻은 신념으로 문자를 만들고, 주술사와 

같이 자연에서 형상을 발견해 그 의미를 읽어내며 민족의 역사

를 그리고 정리하는 부아 의 작업은 신비주의 인 힘, 주술

사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나의 문명을 창조해 보이려는 듯하다. 

실제로 부아 는 베테에서는 종교창시자로서도 요한 정신

 지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드릭 뱅상 Cédric Vincent 의 연

구는 선지자로서의 부아 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의 종교

인 면모를 세 히 보여주고 있다.15) 이런 에서 유추해 볼때, 

부아 의 아티스트로서의 활동은 선지자의 역할에 동화되는 

15) 선지자로서의 부아 에 해 연구한 Cédrick Vincent의 연구는 부아

가 견신을 한 후에 만들어진 책 Livre des lois divines dans l'ordre des 
persécutés 을 분석하면서, 이 종교는 수와 마리아, 마호메트 등 모든 성

인들의 가르침이 종합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아 리카의 민간신앙  신비주

의가 녹아있는, 통합 종교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Le 
texte s’ordonne autour de modes de conduites, de recettes de remède, 
de prières, de conseils, de visions, de paraboles, de commandements, de 
messages et d’épisodes centrés principalement sur les personnages de 
Jésus, Mahomet et Marie. Il y prône l’oecuménisme sur le principe d’un 
seul Dieu unificateur des religions, y compris la religion traditionnelle 
bété.» Cédrick Vincent, «Prophètes Africains. Frédéric Bruly Bouabré. La 
danse des morts», Anales de déclassement vol. 1, ‘La défaite de l’aire 
culturelle’ n° 2, 2006, laboratoire de déclassement comparé, p.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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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보인다.16) 즉, 아 리카 문화  통에서 아티스트는 하

나의 창조자(créateur)로서 주술성과 신성성을 갖고 있는데, 그의 

경우 이런 면이 더욱 극 화되어 술  창작활동 역시 일종의 

선지자  활동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부아 의 작업은 말, , 이미지가 새롭게 창조되

고 의미를 만들기 해 조합되면서 하나의 문화를 복원하는 

과정을 보여 다. 문자를 만들고 모든 형상과 문화의 상징을 

밝히고 읽어내면서 구 의 민족 문화를 기록하고 그리는 일

련의 작업은 한 개인의 작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흡사 문화 

창조자, 문명 창조자의 작업이라 부를 만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서구 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이 주목할 만

하다. 다시 말해, 베테문자의 사 을 만들거나 상징과 통  

이미지들의 백과사 과 같은 작업, 구 되는 설화와 역사를 

그리고 기록하는 작업들은 서구  방식을 바탕으로 하는 일

종의 ‘문명’ 창조이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 부아

가 구성하는 베테의 문화와 문명은 라틴 알 벳의 그것에 비

교했을 때, 매우 이미지에 의존 이고 상징과 신성성에서 분

리할 수 없는 민족정신에 련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즉, 

고유문화를 복원하는 방법 인 면에서 부아 가 서구  방

식을 차용하기로 선택했다면, 내용에 있어서는 민족주의 임

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부아 의 작업들은 탈식민의 상황과 련하여 지배

를 당한 토착 문화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드러낸다. 가장 

표 으로 언어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랑스어의 지

배에서 베테어라는 지역 언어의 문제는 랑스어권 아 리카

16) 부아 의 종교  선지자의 역할에 문자 시스템을 만드는 활동이 동화

된다는 을 다음에서도 지 하고 있다. Jean-Loup Amselle, op.cit.,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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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롯하여 다른 언어 식민 지배를 경험한 나라들이 겪는 

두 언어 사이의 문제로 귀결된다.17) 이런 상황에서, 부아

는 베테어의 문자를 의도 으로 표음문자의 알 벳과 계가 

없는 상형문자의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 이질성을 강조하여 

문화정체성을 선언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베테문자의 발음, 

상징과 기호 등을 늘 랑스어 텍스트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

은 아 리카성(Afrincanité)을 강조하는 자신의 작업이 랑스에 

알려져야 하고, 알려질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이런 의식은 역으로, 서구가 아 리카에 

해 원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듯 의도 인 원시주의  성격

의 작품으로 표출되는 듯하다. 즉, 문자와 작품들이 보여주는 

원시 주의  성격은, 아 리카 미술이 유럽에 들어왔을 때 ‘아

르 네그르’를 표방하며 원시 주의  매력에 열 했던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의 시선을 재 유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On peut se demander si les prophètes de l’art africains 

contemporain ne sont pas en train d’opérer un véritable transfert 

d’imputation en reportant l’investissement magique de l’art nègre 

opéré par Picasso sur l’art contemporain africain, à moins que les 

artistes d’Afrique ne soient en train eux-mêmes, ainsi que 

beaucoup d’indices le laissent pressentir, de se réapproprier le 

regard porté par Picasso sur l’art tribal africain.

17) 쉐이크 앙타 디옵은 통  문화가 식민지배 이후부터는 단 되어, 통

인 것과 유럽 인 것으로 이분화 된 문화를 갖고 있는 아 리카가 다시 

‘르네상스’를 맞기 해서는 아 리카 언어에 기반을 둔 문화를 만드는 것

이 무엇보다 가장 실하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랑코포니가 어떻게 

문화의 고유성을 잠식하고 있는지에 해 비 히면서 아 리카의 작가들이 

아 리카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쉐이크 앙타 디옵, 아 리카의 

르네상스, in 홍미선, op.cit., pp. 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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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징후들을 통해 느낄 수 있듯이, 아 리카의 아티스트 본인

들이 피카소가 아 리카 부족 술에 보낸 시선을 재 유하고 있

는 이라면, 아 리카 미술의 선지자들이, 피카소에 의해 수

행된 아르 네그르의 마술  투자를 다시 가져오면서, 진정한 가

의 양도 작업을 하고 있는 은 아닌지 자문해볼 수 있다.18) 

  

원시주의(Primitivisme)가 탈식민주의와 매우 복잡한 계를 맺

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암셀 Amselle이 말한 바와 같이 부아

의 원시주의는 아 리카 민족주의의 발 이자, 일종의 아

리카 심주의 인 태도로서, 억압자로 평가되는 서양에 

항하여 문화 술의 역에서 민족  결의를 표 한다.

Il s’agirait alors d’une position afrocentriste telle qu’elle s’exprime 

notamment par le recours aux hiéroglyphes égyptiens ou plus 

largement subalterniste et postcoloniale, position visant à exprimer un 

engagement nationaliste dans le domaine culturel et artistique face à 

un Occident jugé oppresseur.

그것은 특히 이집트 상형문자를 참고한 것에서 표 되듯이 아

리카 심주의 인 태도일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억압자로 평

가되는 서양에 맞서 문화 술의 역에서 민족  참여를 표 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속주의 , 탈식민주의  태도일 것이다.19)

 

식민지배에 의한 이  언어의 상황에서 문자 없는 륙이

라는 고정 념을 벗어나기 해, 아 리카 작가들에게 문자는 

탈식민의 기획을 한 핵심 인 수단이 되는 듯하다. 이런 이

18) Jean-Loup Amselle, op.cit., pp. 110-111. 은 필자에 의한 것임. 

19) Jean-Loup Amselle, op.cit.,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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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부아  외의 흑아 리카 작가들 가운데에 문자를 만

들려는 시도를 하거나 문자와 련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에 해 데이빗 비 David Dalby는 다음과 

같이 언 했다.

  Chacun des nombreux systèmes d’écritures africains récents 

est issu du travail initial d’un seul homme, fréquemment après 

une ‘révélation’ et souvent aidé ensuite par un ou plusieurs 

amis

최근 많은 아 리카의 문자 시스템들은 한 사람의 주도 인 작

업에 의해 발생한 것들이 많다. 종종 ‘신의 계시’를 받은 후에,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20)     

   

바이 스크립트를 만든 카메룬의 니오야 술탄, 그 외에도 몇

몇의  미술의 작가들은 일종의 ‘문자 페티시즘’21)이라 부

를 만한 고유 문자에 한 집착을 보여 다. 암셀의 주장과 

같이 이런 문자 페티시즘은 “기록문화에 련하여 오리엔탈

리즘을 재 유한 형태로서22), 서구 문명에 해 반동 인 성

격을 갖고 있으면서”, 언어 특히 문자의 문제가 탈식민의 과

제에서 고유문화의 복원을 해 핵심 인 주제라는 것을 증

명한다.       

20) David Dalby, op.cit., p. 15.
21) 장-루 암셀은 <황무지의 문자>라는 장을 할애하여 아 리카  미술 

작가들의 문자 페티시즘에 해 설명한다. Jean-Loup Amselle, op.cit., pp. 
91-115.

22) «Ce fétichisme de la lettre ou cet orientalisme scripturaire, définirait 
ainsi, par sa posture réactive, les contours d’un art africain contemporain 
par opposition à un art global comprenant entre autres des artistes 
d’Afrique.», Jean-Loup Amselle, op.cit.,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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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부아 의 백과사 작업과 도맹과 제제의 

설을 통한 베테의 역사그리기는 문자 페티시즘의 연장선상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그의 술 작업은 조형  방법을 

통한 문화의 기록이면서, 통문화와 오늘날의 문화가 서로 

단 되어 있는 아 리카에서 문화정체성을 회복시키기 한 

아 리카의 신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서양미술에서 아티스트에게 문자는 낯설지 않은 작업

의 소재로, 코 라 Cobra운동의 작가들이나 트리즘 Lettrisme을 

표방한 작가들에게서 문자는 작업의 주요한 소재이자 주제

다. 작가들은 화폭에 으로 볼 수는 있지만(visible) 읽을 수 없

는(illisible) 을 만들어 보임으로써, 라틴 알 벳을 바탕으로 

하는 표음문자 심의 사고를 거부하고, 그림에서 재 하고 

지시하는 상(référent)을 찾기보다는 기록하는 행 나 기호의 

형태에 을 두어 그려지는 상 외의 다른 것을 보게 하

는 새로운 미학의 방편으로 삼았다.      

이에 비하면 코트디부아르의 아티스트 부아 의 베테문

자는 시각 인 조형 요소로서만 문자를 보도록 하는 것은 아

니지만, 역시 문자가 지시하는 내용보다는 창작의 원리와 창

작 사실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듯하다. 즉, 부아 의 

경우 신비주의  성격이 담겨있는 의도된 상형문자,  고유

한 상징을 그리고 설명하는 작업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  

시선을 의식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면서 더 강력한 문화

정체성을 표 하고자 했음을 보여 다. 한, 역사와 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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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과 민족 문화가 문자로 기록되지 못하고 불완 하게 존재

하는 상황에서, 부아 가 기록을 통해 문명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서구  문명 창조의 의미를 따르는 트랜스

컬 럴리즘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서구와 같은 표음문자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자 없는 륙’이 된 아

리카에서, 유독 상형문자와 같은 기호들이 부아 와 같은 

 술가들의 심을 끌고 일련의 조형 술 작업도 이 같

은 기호를 바탕으로 창작되는 이유는, 아 리카 인 방식으로 

문자문화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로고스만이 언

어와 문자를 지배하는 원리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함

은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탈식민과 언어, 문자에 련된 연

구들이 아 리카의 조형 술  미술과 연 하여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데릭 륄리 부아 의 를 통해 더

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하며, 부아 와는 다른 방식

으로 문자를 이용해 작업한 작가들의 를 통해 문자와 아

리카성의 계를 더욱 심층 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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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Frédéric Bruly Bouabré : 
l’invention africaine de l’écriture de 

Bété et son histoire désinées 

SHIM Jiyoung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Inventeur d’une écriture specifiquement africaine, notam-
ment celle de l’ethnie Bété de la Côte d’Ivoire, auteur 
d’une religion qui sera baptisée «l’Ordre des Persécutés» 
par révélation, Frédéric Bruly Bouabré est un personnage 
énigmatique à multiples facettes, qui est aujourd’hui re-
nommé sur le plan international par son invention de 
l’écriture hiéroglyphique et par ses oeuvres picturales 
singulières. En y associant les signes scripturaux et pictur-
aux, les oeuvres de Bruly Bouabre se présentent tantot 
comme une encyclopedie illustrée, tantot comme une histo-
ire mythique dessinée de son ethnie, du monde voire de 
sa vie. L’ordre de ses inventions ainsi suivant celui de la 
creation d’une ‘civilisation’, à la manière de l’Occident, sa 
création artistique pourrait être interprétée comme u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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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s redécouvert par ses propres signes dotés de l’identité 
culturelle traditionnelle, où l’artiste-prophète restaure la 
mémoire collective en écrivant et dessinant ses histoires et 
celles de son peuple.   

Nous avons pourtant remarqué que les oeuvres de Boua- 
bré se voient réapproprier du regard porté par les artistes 
occidentaux du début du XXe siècle sur ‘l’art nègre’, 
comme Picasso, dans la mesure où ses créations ne manq- 
uent pas de montrer l’empreinte de l’aura primitive. Une 
sorte de réappropriation de l’orientalisme, la quête de 
l’écriture hiéroglyphique et «La fétichisme de la lettre», si 
nous reprenons l’expression de Jean-Loup Amselle, apparai- 
ssent d’une manière évidente dans les oeuvres de Bouabré 
ainsi que dans les créations de nombreux artistes africains 
contemporains. 

Le souci d’élaborer les écritures proprement africaines se 
présente chez les artistes africains ainsi sous forme de la 
création des signes pictographiques à la fois scripturaux et 
picturaux, non sans touches du primitivisme. Ce rêve 
d’écritures, souvent hiéroglyphiques, que nous remarquons 
à travers le cas de Bouabré, reflètent la réalité complexe 
de l’Afrique francophone postcoloniale qui est à l’entre- 
deux langues et l’effort de l’artiste pour renouveler l’image 
du continent ‘sans écriture’, image faussement jugée par 
les occidentaux appuyés sur la culture de l’alphabet latin 
phonograph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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