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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프랑스어권’이라고 항 때 흉상 그것은 프랑스 본토률 제 

외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올 말한다 따라서 프랑스어권 문학 

이라는 말은 프랑스 밖 총선 작가들이 생산한 문학을 포필적으로 의 

미한다 그러나 문계는 ’프랑스어권’， 혹은 ‘프랑스어권 문학’。l라는 

알이 ’아프리가’와 절합합 때 발생한다 옥，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문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람 

들이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문학이라고 하연서 아프리카에 어떤 수 

석어도 움이지 않올 경우에는 마다가스카르틀 제외한 사하라 이냥 

아프리카 문학오탤 말하는 것이 일반객이다 1) 사하라 사막용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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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두고 인종， 종교 그리고 문화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는 북 

부 아프리카의 프랑스어권 문학은 대개 마그레브 문학 혹은 아랍 문 

학의 엉주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혼동올 피하 

기 위해 ‘아프리카 운학이라는 알 앞에 ‘검은’ 혹은 ‘혹’이라는 수식 

어를 용이기도 한다 2) 그러나 프땅스어권 아프리카 문학에서 마그 

헤브 문학을 제외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정향은 과연 쟁당한 것일깨 

그련데 사하라 이냥의 문학과 이북의 문학을 아프리카라는 큰 블에 

서 고려하지 않융 경우 몇 가지 충요한 사싱올 간파할 수 있다 즉， 

사하라 이북의 ‘훤 아프리카i 국가를파 이남의 ‘검은 아프리카’ 국가 

들이 억앙적 피식민지 경험올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올 놓칠 수 있으 

며， 또한 아프리카에는 이 대륙의 다양성을 가로지르는 공흥분모가 

있다는 시질을 간과하기 생다 조하르 시동라할머ohar Sidhoum

R와1잉이 「사하라는 정계가 아니다 Le Sahara n’est pas une frontièreJ l) 

1) 이련 정양응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흘핵 연구의 초장기에 흔한예， 얘용 툴어， 료셰 

예르시애 Roga Ma디a는 1963년애 아프리카와 야다사스카르 문학의 장고 문현 
g 정리하연셔 “ 8ibliographie afiicaine et malgache ecnvains DOirs d'expres 
sion française‘라는 세확의 g옵 밍요한다 이 긍 애용얘시 보풋이 ‘아프리카 는 
이다가스카르용 재외한 혹아프리카용 의")얻다 1 965년애 태에즈 ")랴트 얘노 뺑 

랭가Thérèse Ba찌ttc'-Eno Beψ'8'가 여앤 장고 문현 “Bibli。‘paphie des aUleurs 
aliicains et malga~ de langue franç잉，"도 이와 이숫하다 원총익 ’혼돈의 운 

학사1 프랑스어호 원 아프리카 문학의 역A)-. ， r외국문학연구J ， 35 , 2009. p. 146 

장￡ 

2) 1963년 끼스영훗 Lilyan Kestel。이이 혹인 작가둡융 소깨하는 지서는 Ln fc:riV/l'찌 
~.π dι Û1ngm franfU<< : U~ nDi$sana d'unI! Iirt&aω”아는 재S으로 의어 있다 

1966년 오얘E 여자르 Robert Pageart가 아프리카 혹인 문학의 홍양융 소개한 저 
서의 제욕옹 ι~ 얘TlHl[ricainl!， ι ”αvtmml linirai~ rontan.porω'11 Jans 

l쩌"""απ d'"""，잉~fro""，잉이다 강은 논문 
3) Djohar Sidhoum-Rahal, “Lc Sahara n’~， 이.s une frontière. ldentité africaine 

~ci야isarion et hiérarchisation" , darus Adame Ba Konaré (dir.), Pn-it prtcis de " 

m~ à niwau SUf "hi$toi" φ'icainl! 0:1 l'usage du 쩌idmJ Sψ"kvzy， Prffaçe d’Elikia 

M'bokolo , postface de Catherine C\ément, Paris , &1. de \.a Dêcouverte , 2008 , 

2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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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글에서 지적하풋이 아프리카를 동서남북으로 관용하는 문화적 

단일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녀에 의하연 사하리흘 아프리 

카의 정계로 상은 데는 식민지 시기 유럽인들의 인종주의적 면견이 

자리하고 있다 4) 사하라 이북과 이냥의 아프리카인들이 전혀 왕래 

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혜로 말리 M>li에 위치한 용북투 Tombouc-

10"라는 도시는 13, 1 4세기에 결쳐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도 학문적 

으로 번성했다고 하는데， 이 도시틀 중심으로 사하라 양면의 아프리 

카인들이 활얄한 지적 교류툴 했다고 한다 매우 학식 있는 스숭들 

의 캉의흘 들으러 많은 제자들이 사하랴흘 가로질러 이 도시에 오고 

는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에서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문학’의 영주흘 혹아프리카 문화으로 한쟁하지 않고 식민지 경협융 

공유한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냥의 혹아프리카 운학 모두를 포괄 

하고자한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문학의 풍요로웅과 다양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냐라에는 생고르냐 세제르 다마스와 같은 네그리뷔드 운동의 

중심인올툴융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용고 에티 

냐 상엔느 우스만 같이 뛰어난 소설7f을의 작풍도 번역되어 있지 않 

은 것이 현실이다 용문학계 역시 아프리카 문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다지 큰 관성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 국내에서 아프리카 운학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에 대한 연구가 본격격으로 시작된 것은 2αm년 

대 이후， 그것도 200S년 이후의 일이다 5)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문학 

에 대한 연구 정향올 일멸해 보연 주쩌l별로는 내그리뷔드 운풍， 갱 

4) ，아프리카， 상상혁의 보고 L'Afriqtι rtiStJr d'imog;，wiπ"" 서용대아표 용어문와권 
연구소 잊 용어용운따>'l 주최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운학 국제 아송 대회 자료집， 
201ι p. 124 

5) 부용 ‘국내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운’H 대힌 연구 앤앙 장3느 총 97연의 연구 중 
단 8연안이 2000연 이천에 나옹 것이아 2이m연얘서 21104년 샤이애 나옹 것도 13 
연에 g과하다 대부분의 연구가 2005연 이후에 이후어졌으여， 연구 주세냐 영위 

에 있어서 양적， 정적 명징이 았었융융 양 수 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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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 문제， 언어 사용 문쩨， 당식민지 문제， 권력과 젠더의 문제， 이 

주문학(미그리뷔드)에서 보이는 혼홍성의 문제 퉁이 다루어지고 있 

고， 지역별로는 아그혜브， 사하라 이냥， 카리브 지역 문학에 대한 연 

구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국내의 이러한 연구 

정향은 국제객 연구 흐릎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파리 사회과 

학 고둥연구원 인도 근현대사 영예교수인 자크 푸슈파다스 Jacques 

POllε:hepa띠"가 지적하듯이1 포스트롤로니얼리증 연구에 있어서 “고 

립된 성처렁 국제객 조류에서 벗어나 있었던”이 프랑스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께 왼 건 2005년 파리 교외 쪽통 사건을 겪고 나서이 

다끼 영이권에서는 계3세계 지식인들올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포스 

트콜로니영리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는예， 에드워드 

사이드 Edward $aîd의 r오리엔탈리즘 Oriem，이';，mJ( 1978)이 나오고도 

무려 27년이나 지나서야 프랑스가 비로소 여기에 봉격척인 판심율 

기올。|게 된 것이다 8) 최근 국내애서 이루어진 프랑스어권 아프라 

카 문학에 대한 연구들이 장고하고 있는 외국 문현틀을 일멸해 보연 

6) “Q>>‘est-ce que Ja pensée posrcolO1니.ale?‘， Enttetien avec Ach빠 M어n!<， 
Esprit, dtccmbre 2006 오응하 ’식민주의， 언어 ‘프암스어권 혹아프리，)ι 서용 

대학요 용어운억권연구소 ’g어운화권연구J. 21효‘ 2011애서 재인용 
n “ Ce qui a ouvert 1a 따1e au post∞lonialisme en Frana:, c‘c:st 1a aise du mod 

èle françaîs d‘înl~ôon qui a tclatè dans 1’espace publiκ en 2005, au momeru 
& Ia célèbn: crise des banliω 0." ~ La portée contestatairc dc::s études posoco
loniales. En야tien aveç Ja어ues Poucl1epadass _, h야 Ilwww.laviedesidees.fr/ 

1.a.po끼ee-rontestataire-desξtudcs.html?1ang=fr 

8) 쭈슈피다스는 그 이유용 애 가지호 요약한다 첫째 g랑스 꽁회국의 전용혀인 흉 

한주의혀 이녕이 인총죄‘ 응파객 자이융 인갱하지 않기 예운이다 울예 프랑스의 
지식인융은 60년대부터 g스트오더니풍융 비훗하여 ‘표스트 당혼용융 진지하게 

일이을이기 앉았기 때문이다 셋째， 프랑스어권얘서는 프랑츠 띠농 Frantz Fanon, 
에에 새셰르Airnt' Cesaire, 애요용드 세다료 생고료나야)()ld sédar se매hm‘ 장
용 샤르트르 Jean.Paul $artre, 그리고 양에르 앵미A.Ibert Memmì, 조으주 양랑디 
에 G<mgo .. ω""~ 강용 사랑흩이 이미 50-60년대애 영이권의 포스드훌료니 

영리층에 앙은 영향융 꺼진 당흔용융 생산영기에， 프랑스 사합동은 다시 이러한 
이종으로 용이강 영요용 느끼지 웃하기 예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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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연구 경향이 2005년 이후의 이러한 프랑스 학계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융 알 수 있다 불문학져 가 프항스어권 아프리차 

문학에 많은 관심을 기율이게 된 데에는 이처협 최근의 국쩨적인 학 

문 동향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좀 더 실직적인 이유들도 있다 

먼저 정쳐1에 빠진 불문화제가 연구 영역 확장융 용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현실척인 옥객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훈안 아니 

라 세계적으로 아프리카와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빈번해지연서 

이 대륙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농아지고 있는 현실융 반영하고 있 

다 어쨌든 아프리카에 대한 우지와 오해가 이 대륙에 대한 진쟁한 

이해흘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문학을 홍혜서 아프리카에 대한 총 

체적 실상에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 

운일이라고하겠다 

최근에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 50주년올 맞이했다 9) 옥 

립 후 이들은 식민지 상처를 채 씻어내기도 전에 독재 정권의 둥장， 

내전， 기아， 질병 퉁 사회 정셰척 혼란 속에서 않은 대가을 치러야 

했고 이련 상황은 아직 진행형이다 포스트홀호니영 시대 아프리카 

의 많은 작가틀의 작용은 독립 이후 50년 통안 아프리카인틀이 겪 

어야 했던 혼란과 상처의 기혹이며， 동시에 그러한 상처률 치유하기 

위한 노력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많은 불운학자틀에 의 

해서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연구가 질적 양격으로 중가하고 있기 

는 하지안， 그간 아프리카 작가， 학자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았고 아 

9) 2010년에 사하야 이냥 17깨국이 옥엉 50 주연융 잊았는데 그충 15깨극이 프랑스 
어권이다 프랑스어켠 에냉 Bénin. 부르키나 따쇼 ßurkina F잉。， 카얘흩c，= 
roUß, 중앙 아프리카C>n..rriφ<. 콩고 공화긋République du congo (또는 u,,,,,,, 

8rauaviUe) 콩고 민주 풍화국 Rlpublique αmocratique du Congo (또는 Co ..... 
Kinsbasa) 표르다쭈야르 Cöle d'ivoire 가풍 G'"，，" 아야가스카르Madagascaι 

앙리 Mali, .!2리타나 Maurilanj.ι 니셰~Niger， 애예질 S<n.얻l 자드Tchad， 토고 

Togo 영어권 나이지리아Nigeria， 소말리아oom냉" 그리j1 2012년애는 양셰리 
Algérie가 톨엉 50주년흩 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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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카 문학에 대한 성도 있고 다양한 연구가 매우 부촉한 상황에서 

20 1 2년 5월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왼 ‘아프리카， 상상력의 보고’는 

우리나라 전문가들과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아프 

리카 전문가틀이 함깨 모여 아프리카 문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토론합 수 있는 유익한 행사였다 이 행사는 국내에 

서 치러진 최초의 대규모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제 문화 학솔 행 

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프리카에서 용 학자들 잊 작가 

들 자신의 육성올 흥해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전반적 조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융 수 있을 것이다 발g차를 

은 다양한 주쩨와 관정에서 아프리카 문학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했 

는데， 본고는 국제 학울대회 당시 발표된 학자들의 글융 중심으로， 

현재 프항스어권 아프리카 문학의 쟁점틀을 되징어 보고 아프리카 

운학의 현재와 이래융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검은 앞으로 국 

내에서의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문학 연구의 방향융 갱럽하는 데 도 

웅이 될 것이다 

n 사회 변동과 정체성 탐구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의 사회 연풍이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작가들 

의 정쩨성 탕구에 미친 영향융 살여보기 전에 독립 이션의 문학사흘 

간략히 살여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많은 이명가들은 진정한 프랑 

스어권 아프리카 혹인 문학의 탄생융 마르티나크 총선의 르네 마항 

René MaranO] r야투알라 BatoualaJ블 출간한 1921 년으로 본다 이 작 

풍은 “진갱한 혹인 운학Véritable roman nègre"이라는 부셰올 달고 

있는데， 이 표현은 두 가지 점에서 옳다 그가 혹인이라는 정과 그리 

고 이 작용이 지금의 충앙 아프리카에 위치한 우방기-샤리 。ubangui



포스트힐로니영 시예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용어의 연잭와 이예 149 

Chrui라는 고장올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작풍으로 

그는 공쿠르 상의 영예흘 안는다 레오풀드 생고르는Uopo1d &n앙1α 

는 그훌 혹인 운학의 선구자로 여기면서 이렇게 앙한다 ‘’바투양랴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백인쳐렁 일하게 할 수도， 사랑항게 할 수도， 

울게 할 수도， 웃게 할 수도， 말하게 할 수도 없다 르네 마량이야말 

로 최초로 프랑스어를 사용해 혹인의 문쩨로 검은 영혼을 표현한 사 

람이다 "L이 그런데 본격객으로 혹인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것은 1930년대이다 따라에서 시작된 아프리카 문회에 대한 지적， 

문화적 열기는 t검은 세계의 잡지 μ &αe du monde noirJ, r합엄척 

저항 ligitime 뺑*e1， r겁은 인종μ R= 생Tt'J ， r혹인 학생 L'Étudiom 

nα” 같은 장지의 발간으로 이어지고， 레오흘드 생고르， 에에 세제 

르Aimé Césaire, 례용공트랑 다마스μon.Gontran Damas는 식민지 

온국의 동화 정책에 반대하며 그들의 ‘혹인생’， 즉 네그리뷔드 négri 

tude를 분명히 드러낸다 생고르는 이형제 외친마 ”효과적인 혁명이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빌려온 옷틀， 특 동화주의의 옷 

들융 벗어던지고 우리의 혼재， 말하자연 우리의 혹인성을 긍정해야 

한다 "1 1) 1937년에 다마스는 그의 첫 시집 r색소 PigmenlSJ을 방표하 

고， 뒤이어 생고르가 1945년에 r그늘의 노래 Gιnα d'ombreJ용， 1947 

년에는 에에 세쩨르가 그 유명한 r귀향수첩 αhier dνn m，αlr au pa)’ 
na/aiJ올 간행한다 이들과 함께 식민자의 문학과도 혹인 정홍 문학 

10) "Après BalOuaI.a on oe p애π 이usflι~ ηvre fJav.ιlIer， aimer, pleurer, rire, 
par1er des N‘gres comme dcs Blancs ... C'est Reru! Maran qui \e premier a 
exprimé l'ãme noin: avec Je sryle nègre en franψaÎS." L.S. Sengll。ι “ René 

Mann, Précurseα de la Négritude", ιibmi 1 : NtgriMit er Human‘Sm!', P;ι~ ， 

Editions du Seuil, 1961 , p. 410 
LL) “ Pour 잉gα une rtYolution 뼈ζace， i1 nous 비lait d’abord nous débanasser 

"".∞ vêtements d'emprunt . ceUlI de )'assimilation _ et affirmer notre être, 
c’esl-å-dire nom: n생itude" U。‘~~ s<띠r Senghor, "Ra야X1n sur la d‘XttÙ>< 
et la pr야Mgande du parti….0>앵ris fOltSlz"tutν"'"α ... ‘ -Afri<씨 
(PRA), fascicule ~，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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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단절하는 새로운 자융적인 아프리카 문학이 탄생한 것이다 이 

최초의 문학 운동이 시용 중심으로 전개된 데 반혜 톡립 무령에는 

대부분의 작가틀이 소설융 흥해 탈식인화가 기속되는 시기의 갱신 

의 진보툴 표현한다 이들은 기진액진한 식민 시스댐올 고발하는 한 

연 서구의 도전에 맞서 전흉척인 가치를 복원하려고 얘쓴다 비라고 

디융Birago Oiop (세예갈， 1906- 1989)의 r아마두 뭉바의 이야기a 

Omres d'Am떠ω KOUmNJ(l94끼와 에르나르 다디에 Bemard DélJ야(코 

트디부아르 1916 - )의 r갱은 허리옷μp영ne noirJ(1955)은 송과 샤 

바나 지역에 용부한 설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용고 에티 Mongo 

않ti(카메룬， 1932 -2001)의 r용바의 가련한그리스도Le Pauwe αM 

dL Bomba, (1956) , 메르디낭 오요노 Ferdinand Oyono (카메룬， 1929-

2010)의 r늙은 혹인과 에달μ ”ιx Nègre et Ia midai싸( 1956) ， 상엔 

느 우스안Sembène αumane(세네갈， 1923 -2007)의 r신의 나뭇조 

각Les Bouts de bois de DieuJ(l960)은 식민지 갱부 행정 판료툴， 군인 

툴， 선교사들올 해학적으로 용자한다 기니 Guinée의 카마라 라예 

carnan Laye( 1 928 - 1980)의 I혹인아이 L’E야nt noirJ ( 1953)는 식민 

자의 운화와 피식민자의 문화 사이의 대화 가능성을 보여춘다 12) 반 

연， 세예갈의 작가 셰이크 아미두 칸。1야h Hamidou Kane (1928 - ) 

의 r모호한 모헝 L찌wntun! ambiguiJ( 1961)은 아프리카와 유럽 두 세 

계 사이에서 찢긴 한 남자의 비국올 표현한다 

1960년에 이루어진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옥립이 문학에 주 

목할 만한 변화률 초래하지는 않는다 주제적으로 주목합 만한 변화 

12) 한 g인 쇼인의 성장 과갱용 야용 이 소엉응 당승하고 영료한 요사로 이루어져 
었고 아프리카의 문화용 강 양 수 있게 해층다는 정 예문애 유영의 학;，.에서 가 
장 많이 다쭈어지는 아프리카 소설이다 그헌애 식인지의 ‘어우용’ 연실용 외연 
하고 식인 시대톨 너우 ‘쟁잇빛’으로 그었다는 "1딴융 앙기도 힌대 '1에률의 작 
가 용고 에티오 그러안 비안자융 종의 한 영이다 앤총악아프리카의 프랑스어 
쇼성 연구‘. ，윈t아프리카학~， r.얻국야프리'1여회지J ， 18, 2003, p. 20\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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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년에 두 작용을 흥해 나타난다 말리 작가 양보 월로갱 

Yambo Ouologuem (1940- )의 r폭력의 의무μ αvoir de η뼈=，는 

생고르와 그의 친구들이 찬양해 마지않았던 위대한 점은 형제애라 

는 신화흘 산산이 초각내셔 날려 보낸다 코트디부아르의 작가 아마 

두 쿠루마Ahmadou Kourouma (1927-2003) 13l의 I독립의 태양들 L<; 

SoIeib des ln쩌rπda=，은 활식민화가 가져온 회땅에 조종을 용린다 

이후로 아프리차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환멸의 시대로 정어든다 

독립 직전부터 독립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문학 전 

체를 초망하고자 할 때 유용한 주제어는 ‘사회 연동’과 ‘정재성 당 

구’라고 합 수 있융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독립 직후 아프리카의 정 

치적 상황은 혼온 그 자체였으며， 이러한 정치척 혼란 가운데 아프 

라카 인중들은 파괴된 전흥적인 질서와 서구 사회에 의해 유입된 새 

로운 근대적 질서가 충툴하는 가운대 갱신적 좌표를 잃고 방황해야 

했다 아프리카 인중틀이 그토록 열망하던 톡립은 그들에게 장잇빛 

이래 대신 흥동1 억앙i 좌절， 환멸만홀 가져다주었다 오랫동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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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융 지배했던 사회척， 갱신쩍 가치들이 용괴한 자리에 아직 새로 

운 가치들이 갱립되지 옷하고 이 균열 사이에서 방황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실존척， 사회객 의미용 찾기 위해 고군운푸해야 했다 이러 

한 사회변동에 기인한 갱체성 당구는 포스트콜로나얼 시대 아프리 

카 문학 전체올 관웅01-는 가장 중요한 주재라고 합 수 있융 것이 

다 1‘) 사회 연풍이 유발한 갱체생 찾기의 혼란스런 과정이 어떻게 

아프리카 문학에서 나타나는지 살여보자 

l 운화 연동 

7}용 오마르 용고 대학의 프레데릭 맘뱅가 Frédéric Mem야ngal51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 연동’이 어떻게 개인들의 성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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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 찾기와 밍접하게 판련되는가이다 그는 문학적 상상력의 공 

간에 어떻게 사회적 구조가 반영되는지， 그라고 문화이 어떻게 사회 

의 역사성과 중요한 연풍의 국연을올 드러내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특히 사회적 불안갱성이 어떠한 문화적 연동융 촉발하는가에 주목 

한다 그가 융 때 사하라 이냥 아프리카의 여러 부혹을응 식인지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서로 빈번히 이동했으며， 이러한 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문뼈 대한 객웅이 뒤따르곤 했다 

이러한 변화의 제협은 그 사회의 신화냐 구전 문학의 전풍 속에 반 

영되어 있다 그는 한 사회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 

회와의 부단한 접촉에 의해 연해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말하자연 한 

사회의 역홍성은 다양한 삶의 양식을과 언어가 섞잉으로서 발생하 

는 문화 연용 "c띠turatl.on 어1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앙앵가가 바흐친 

Bakhtine의 대회주의 di외，."'ne와 다생생 polyphonie의 개녕을 아프리 

카 문화 비앵에 적용하려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에 의하연 식인 사 

기와 식인 이후 시기의 새로운 문화적 혼합의 양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어떤 의미에서는 아프리카인틀에게 이미 익숙져 있었 

던 혼종성에 대한 의식의 연장에 불과하다 

아마두 쿠루마의 r모예， 모욕 그리고 도방 M~"ι outrages, défisJ 

( 1 990)16)은 13세기 이래 이올랍화 되었던 서아프리카 지역 만딩고 

Mandingol 7) 문화가 식인화를 용해 겪게 되는 위기용 보여준다 소 

바Sob.의 왕 지구이 머'l!W는 자신의 나라가 식민지가 되리라는 신 

탁올 받고 식민 칭략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거대한 성벽용 쌓지만 

16) 이 소생의 재용얘 있는 monnt 라는 알은 프랑스어로 언역 암가능하다 이 앙은 
알링체 nWinl<'어로 프랑스어의 outrages 와 1야'" 훌 웅시에 의이하지얀 어느 

하나료 완벽에 수명되지는 않는다 이 에의 제욕은 그 자제로 식민자의 언어외 

여식인자의 언어 *1애 용재하는 언역 융가능한 응아객 "이용 @혹하고 있다 
l끼 안영고Mmd띠go혹은 앙리 왕국융 건성한 사캉홉의 후손으오 셔야g리카에 상 

고 잉으여 웰리쪽이라고도 한다 안에어용 A 용히}약 사용히F는 앙언에 따라 할연 
에， 앙아랴， 다융랴의 써 우혹으로 나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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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왕국은 함락되고 식민지로 전락한다 생혼올 위해 소바의 인중 

들은 사회문화적 공존의 깅을 선택하고 아렇게 하여 새로운 홍종 문 

화의 언어가 탄생한다 에자 보토 Eza 8oto 1 8)의 소설 r잔인한 도시 

Ville C1Ut!씨(1954)와 세예갈의 작가 양툴라이 사지 Abdoulaye Sadji 

( 1910- 196 1 )의 소설 r마이우나 MafmounoJ( 1 95S)는 식민화 이후 전 

흥적 시골 마융의 문화와 새로운 식민지척 도시 문화 사이에서 발생 

하는 문화 충올과 변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 연동은 언어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식인 본국의 언어인 프항스어가 토속 

어와 충율하여 만틀어진 혼종적인 언어는 그대로 식민지 아프리카 

인들의 특수한 사회객 위치흘 보여주는 쟁체성의 표지가 된다 알리 

의 작가 아마두 함파테 바 Amadou Ham띠té 8' (1 900- 1 99 1)의 소설 

r왕그랭의 이상한 운영 L'ma.끼tge desrin de Wan잉rinJ( 1973)에서 요사되 

듯이 ‘프티 네그르’라 볼라는 이 혼종적인 언어에서 “동사들응 시제 

도， 통사의 엉도， 대영사도 형용사도， 수도， 성도 가지고 있지 않 

다 "19) 제대로 교육을 받지 옷한 사랑들에 의해 말해지는 이 언어는 

토칙민틀이 자신의 언어로부터 소외되고 있옹율 보여춘다 그런데 

앙앵가는 이허한 문화 연동이 두 문화 사이에 항상 갈둥과 왈화툴 

유뺑}는 것은 아니라는 점올 강조한다 피식민지 인중들이 식민지 

상횡에서 자발객으로 새로운 문화적 가치용 받아들이는 정우에는 

더 이상 조직적인 자기 소외가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식민지인 

18) 용고 에티 Mongo Beti의 갱영 r잔인안 도AI.는 그의 첫 소설이다 

19) “Les verlles D‘avaient ni leI며)S ni mode, p에noms el adjectifs, ni nombre ni 
gerue." Amadou Hamp싸 Bã, L'Eua，끼rgt dnti" dt Wangrin ω /es ROUeriD å'un 

iTJUrpriu ajrictIin, Paris, UniOD 야n_ d‘~ns， 1973, p. 29 쿠루아의 쇼껑 
r양라얘갱 의우가 없이j에서 주인장 비라이아8띠바'"는 스스호톨 프랑스어용 

잘 구사하지 옷하는 ‘!여 에그트악 규정한다 “ E' d’abord ... et un ... M‘i야.U， 

Birhima. Suis p’tit 04re. Pas para' φ~C' suis black et g∞.se. Non! Ma‘ , .• 
P‘tit rH:g:rC' 어= .. ' κ parle m피 le français. Cé cornme ça." Aμh n ’.", JX" 

oμ~， Paris, Seuil, 2이JO ，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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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세계에 주제객으로 장여하고자하는 긍정객이고 자발적인 의지 

가 문제된다 이러한 정은 특히 갱신적 영역，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 

두드러진다 몽고 에티는 r용바의 볼짱한 그리스도J에서 이러한 접 

올 보여주려고 하고 었다 2이 용고 민주 공화국의 작가 발랑탱 。l브 

뭐앵브 Valentin.yves M뼈imbe (1941- )의 r단어들의 영광스러운 옴 

μ - 잉onαx des molSJ(I994)에서 기독교는 띠식민 주체들이 영성 

올 실현할 수 있는 블로 제시된다 세네갈 작가 바카라 다알로Bakary 

Diallo (1892 - 1978)의 r힘-션의 F"α&n씨(1921)에서 서구 문화에 

대한 강혈한 열망융 가진 주인공은 자기를 소외시키고 있는 전통 문 

화 쩨계로부터 벗어나기틀 희망한다 가용의 작가 장 다맛사 니야마 

Jean Oivassa Nyama (l962 - )의 상부작 r마 상촌 Oncle MâJ( 1988), 

r디니태의 소영 μ voaJtion de α!gn씨(199η r유산 잡응 Le Bruit de 

l'héritageJ(2001)에서도 종교척 측연에서의 긍정적 문화 연동의 양상 

올 확인할 수 있다 소셜 속 인물들인 마 삼촌과 그의 손녀 디니태 

에게 기독교는 ‘희양올 말하는 종교로서 그들의 토속적인 종교 사 

상과 어긋나지 않는다 이 두 시장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타자에 대 

한 사랑올 강조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용합주의는 다른 문화 간의 

대화룡 용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문화 변동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언어툴 홍혜 표현된다 언어는 운 

화을 전달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독립 이후의 시기에 홍합 

주의객 다언어 구사plu미mg씨“m<가 작동하는 공간은 도시이다 우 

리는 도시인들의 다언어 구사를 용해 사회문화적 역풍성율 가능해 

볼 수 있다 콩고 작가 앙리 로예스 H=i Lo"", (1937 - )의 r융기

웃기 u Pk<‘rer--rireJ( I982), 가용 작가 위에르-프러1디 응용 음앵 Hubert 

20) 이 소엉에 대한 다응 얘석도 잉다 원홍익응 싹가가 이 작응융 용혜 종요라는 양 

속애 송어 있는 제국주의의 융흉한 오융융 &로한다고 용석한다 원총익， ’두 대 

욕의 께연옹 • 용고 에티의 ’용"1의 용쩡한 그리스도j와 융에르의 r캉디드". 
r외킥문히연구J ， 32, 2008,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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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dy Ndong Mbeng (l973 - )의 t아티티스 Les MatitisJ(l 992), 카에 
룬 작가 파트리스 용가냥Patrice Nganang (l970- )의 r고약한 날씨 

ηmps de chimJ(200 1)는 이러한 정융 잘 보여준다 정체성은 이질적 

요소를용 결합하고 절충하고 짜는 과정에서 생긴다 따라서 프항스 

어권 아프리카 문학은 이러한 문화적 혼종성의 과정올 고려하지 않 

고는 이해합 수 없다 맘앵가는 아프리카에서 문화적 갱체성은 계속 

건설 중이라는 정용 강조한다 

2 갱체성을 잦기 위한 방황 

자크 슈므리에")는 포스트흘로니열 시대 문학의 주요 주제 중의 

하냐로 정체성융 찾기 위한 방횡융 지척한다 소설 속의 인툴들은 

전흥적 사회 구조의 용괴， 가혹한 독재 갱권의 동장 동으로 인해 울 

질적 궁엽과， 존재적 볼얀 가운데서 스스로의 정제성융 찾기 위혜 

하영없이 방황한다 이촌향도의 가속화로 도시에는 노숙자， 설업자， 

경인， 거리의 아이들이 념쳐난다 기니의 소설가 윌리엉 사신 

21) 자3 슈프리에 j.여~a.ma 소료온 대학 영에 쿄수 사하라 이냥 프랑스어 
권 아프리카 용학 삭}용에 대안 다수의 저서가 있다 주요 져장으로는 혹아프리카 
전용 이야기용 당은 r갱자나우 L 'Arln ò P.ιlabn:sJ( I986， HatÎer), r업리엉 시신， 

연망의 작가 W“π StJSsiM, icrÎvain dι ".잉tgill4υ1ι(1995 ， ÉdilÎons du Gref), 
r아프리카인융이 혼 에인용LðBl~ ιs par /es AftimiIlSJ (l998, É이tions piefπ 
Mιccl Favre), r혹인 용학LtJ LinirOlUπ R썽"J(I984 ， Amω‘d Colin), r;겐 얘기 

프랑스어권 싹'1융&nvairu franaψ쩨'IeS du. XX Sikk，‘(1/져， 2001 , Armand 
C뼈1) ， r아프리카 운학 선징 Anrho.얘，~ afriCaiMJ(2어2. Hatier inlemation잉) ， 

r아프리카의 육자μ úamr d'A}1iquðJ(200S, Honoré Champìon), r혹아프리카 

프랑스어권 문학 Lð μ'nbarures franaψhones d'AfrUp“ ’win'J(2α~ ， E띠sud)가 잉 
다 그는 20 1 2앤 3월에 서용대학요에서 열린 국세 찌송 대회에서 '，"을냥 프랑 
스어권의 운야 사하각 이남 아프리카의 정우 La lînmrure fran∞pho~ au 
jourd'hui : Le cas Ik I'Afiique sub-saha꺼""，，，라는 제욕으호 앙g했다 r아프 

리카 상상혁의 흐고 L'Aftψ~， rrbm d'jl7l(Jginm’~" 학슬 대회 져표정， pp. 63-7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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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띠iams Sassine (1944 - 1997)의 r생자 발리 아세새 SaìT/J Monsieur Ba씨 

(1973)가 요사하는 도시 의 풍경이 그렇다 소성가의 눈에 이들은 ‘역 

사의 난파’의 희생자들이다 l세대 아프리카 소셜가틀의 인울들에게 

는 혜방의 쟁취라는 역사적 의식과 싸워야 합 분영한 적이 있었지만 

사신의 소설의 인툴듬은 정처없이， 공혀함 속에서 부유한다 갱체생 

의 지g 상실율 마주한 포스트콜로니얼 세대가 느끼는 이러한 방황 

의 감정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작가는 흥고의 시인 정 소설가인 치 

카야 우 탐시 Tchicaya U Tam’S ' ( 1931 - 1988)이다 시집 r덩불 화재 

Fα de Brou.s.seJ에 실련 시 r강제 노역자 ForçaLJ 에서 그는 조국의 상 

실을 노래한다 콩고 강은 초국의 대동액 역할을 하기는커녕， 노예 

무역 시정에는 노예들올 항구로 데려가는 역할올 하더니， 식민지 시 

절에는 서양의 상인들과 선교시틀， 그리고 군인들이 들어오는 용로 

가 되었다 이렇게 그의 갱신과 육재의 고향 콩고는 상실과 헝벗응 

의 상징적 장소가 되었으며， 동시에 공동제의 정제성율 도둑맞윤 장 

소가 되어 어혔다 시 r신부 안세 Vive la marié디에서 시인은 노래한다 

우리는 더 이상 토탱율 가지고 있지 않다 

설컷 아시기나 혜야 앙 알흘"1 

우 당시의 소설등 r바퀴영례 lL:S GmadarsJ( I980), r에두사1AMi<4δ~， 

(1 982), '자얼레 냐방IAPIψ""，，(1984)에는 정체성의 지표를 상실한 

인용을이 나옹다 인울틀은 갱영 송배의 아프리카 토속 신앙과 기독 

교율 절충하려고 시도하지안 거의 성공하지 옷한다 'Oß두사J에서 

소설가는 ‘애용없는 사랍들 hommes sans nombrils’에 대해서 알한다 

이 앙은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태반이 묻힌 곳율 모르는 사랍용 말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표현은 둥장 인웅들의 비극적 운영 

22) “α'"‘， ，1어 de tOlCmS/ Alcool à gogo ’ Tdúcaya U Tam'Si, ú mauKllS 10ng 
~ivi tk FØI æ ~‘ P. J. 0swa1d, 1970,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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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예감케 한다 근대화의 진행과 합께 가속화되는 전흥과의 단절 

속얘서 주인공들은 의미의 상성융 재협한다 그들이 느끼는 잡쟁은 

곧잘 사생아， 혹은 고아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그의 시집 r속이려는 

마음에 À triche.‘l'UTJ(1960)어1 들어있는 시 「이상한 고용」에서 한 고 

아와도 같은 아이의 고독은 영구차의 이미지톨 흥해 강화핀다 

내일융기다리연서 

톡액3J-è. o~이 

영구차 한 대가 지냐간다'3) 

치자야 우 당시나 그의 용료틀 윌리엉 사신 Williams Sassine, 부바 
카르 보리스 디용Boubacar Boriα Diop (1946 - ), 무딩에， 앙두라만 

와에리Abdoura’unan Waberi ( 1965 - ) 둥에게 아프리카와 서구의 만 

냥은 조화， 공존과는 거리가 먼 단절， 상실， 정체생의 방황 동융 의 

미한다 

마누바 대학의 파렐라 라우아니 Fadhila Laouani 씨도 방항의 주제 

가 아프리카 작가들에게 중요함올 언급한다 그녀는 특립 이전 시기 

부터 최근까지 역사의 소용흘이 한가운데서 방앙하는 아프리카인들 

이 어떻게 자신들의 문화적 정재성흘 찾으려고 노력해 왔는지， 또 

사회적 불의에 항거해 왔는지를 역샤적으로 살여보고 있다 우리는 

그녀의 시선이 사하라 이냥에안 어우는 것이 아니라 사하라 이북의 

마그레브 작가들에까지 향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녀가 주목 

23) “ En attendant dem.a în / lln enfant soI.iloqlle/ull ∞rbillard P잉X “ Tchicaya U 
Tam'$i, ú mau\'llis sang αivirk 타. ，<1"α<=， P. J. Oswa1d, 1970, p, 126 

24) 위니지 마누마대여 Uuniver.;ité de la Manouba 용용과 요수 1980년애 누앨 소 

르옹에서 ’표앙스어 쓰인 아그래브 소성애 나바남 가정파 사회j호 악샤 학위용 
양안다 그어는 2012년 3염에 셔융대따요에서 영린 국제 혀송 얘회에서 r묵시용 

의 시인툴 Les griocs de l'apocalypse，이라는 제륙으로 양g혔다 r아프리카， 상 

상력의 보고 L’4쩌uι rrtscr d'imaginai:πsι 여h융 대외 자효진， pp. 2442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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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사하라 이냥， 이북의 아프리카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식인 

지 경협이다 

50년대에는 식인 지배에 맞선 국가척 루쟁율 위한 우기로 문학이 

사용되었다 세네갈의 상엔느 우스만， 카메룬의 몽고 에티 풍은 사 

르트르적 의미에서 장여작가라고 항 수 있다 이들은 식민지적 착취 

를 고발하고 모든 비판적 운동에 대한 억압을 고발한다 다카르 니 

제르 Oakar.Ni양r의 철도 노동자들의 저항， 비창함， 인종 차별， 억앙 

둥올 다루고 있는 상앤느의 r신의 나뭇조각.J(l 96O)은 아프리카 문화 

의 r쩨르미날 GmnitUllJ이라고 힐 수 었다 그런데 라우아니는 이러 

한 투쟁의 문학이 순수하게 문학적으로안 머문다고 지쩍한다 왜냐 

하연 문맹이거나 프항스어블 충분히 익히지 못한 식민지 톡자들은 

이 문학에 접근할 수 없기 때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가지지 옷한 사랍들의 목소리를 틀려주겠다는 아들의 선의는 불행 

히도 자신의 역할올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자기 공동체와 단절 

된 지식인들은 언어적 이충성의 문제와 정제성의 운제릎 문학의 영 

역에서 계속 제기 한다 

세네갈의 쩨이크 아미두 칸， 튀니지의 양에트 맹미 AIbert Memmi 

(1920 - ), 모로코의 드리스 슈라이비 I기iss Ch.raibi (1926 - 200끼 동 

은 문화잭 정혜성을 고민한 작가들이다 모국어를 포기하고 프링스 

어릎 배워야 했던 그틀은 자신들의 복장한 언어， 문화적 쟁체성으로 

인해 고용스러워할 분안 아니라， 자기 국인플을 배반한 자괴갑에 괴 

로워한다 얄쩨리의 작가 카댐 야신 Kateb Yacine ( 1 929 - 1 989)의 

r네지마Nψ1JaJ(l 956)， 드리스 슈라이비의 r단순 과거 μ p‘lSSi Si"짜j 

(1954), 상앤느 우스만의 r신의 냐뭇죠각J ， 몽고 에티의 r용야의 가 

련한 그리스도」 등은 살인， 암살， 유괴， 강간 동 개인객이고 집단적 

인 억앙의 악용같은 무대룡 형상화한다 이들 50년대 작가를은 전 

세대 작가들이 조상들의 유산으로의 명화적 희귀블 역성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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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자신을이 체험한 용운융 표현하기 위혜 공간적， 언어척 방횡윷 

중심 주제로 상고 있다 이 시기의 문학은 톡립 후쟁의 집단적 비극 

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어서 분노와 고홍의 옥소리가 작용툴 속에 고 

스란히 올려 며진다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로부터 고아가 된 독립 

무협의 작가틀은 어디흔가 끝없이 혜애는 문화적으로 노마드적인 

존재들이다 그러나 갱세성의 분열과 용힐융 왕혹하는 이듭운 역사 

의 저주를 자신틀 문학의 혹색으로 전환시킨다 빌려용 언어로 자신 

의 운학적 공간융 구축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는 작가율애게 이 

러한 상황은 오히려 그률 작용의 모태이자 지명이 왼다 예이크 아 

이두 칸의 r모호한 모험.(1 961)은 독렵 무렵 아프리카와 서구 문화 

사이에서 방황과 고뇌융 겪어야 했던 작가율익 이러한 j모호한‘ 정 

셰성 탑구의 고용스런 과정융 노정하고 있다 

3 분노 불욕종， 고힐 

독링 이후 축제용 환멸로 바꾸어 벼련 새로운 흑재 갱치 세력융 

고발하는 작용플의 날카로운 외칭이 콩고로부터 모로코까지，>l드디 

부아르로부터 알제리까지 를려온다 작가툴은 이제 식인 지배지들이 

아니라 야로 자신과 당응 형쩨등이 그들이 꿈꾸던 나라흩 항예하게 

안드는 것을 고용스럽재 바라봐야만 했다 독렵 이후에 그틀융 맞은 

것은 빛이 아니라 눈물과 피와 재였다 작가들은 일째의 표현의 자 

유용 억압하는 새료운 권력의 혹암성에 강혈한 문학 작용의 생산을 

흥해 맞선다 식민지 지식인들이 그토혹 원했던 민주주의의 계획들 

이 불거용으로 율아가자 모로코의 작가 카이르-에딘 Mohammed 

K.hair-Eddine (1941 - 1995)는 이 역사의 충격융 지진파도 갈응 글쓰 

기로 기욕한다 1964년에 얼어난 지진으로 파괴왼 모로코 왕국 서냥 

부의 항구 도시 아가다르흩 모티프로 한 소설 r아가다르Agadiα(196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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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작가는 식민지 시가보다 더 억압적인 해땅 이후의 상횡용 따 

괴， 지진， 죽응의 주제등로 표현한다 지진은 카이르-에딘 뿐만 아니 

라 많은 마그에브의 작가들에게 독재 갱권에 대한 저항의 시도흘 억 

압하려는 폭력의 상징이 되기에 충분하다 소설의 주인용은 불확실 

하게 되어버련 자신의 존재흘 찾고자 지진으로 예허가 펀 도시의 잔 

해들 사이용 방횡한다 그는 잔해들 사이로 과거의 명화로웠던 시대 

의 조상들의 환영율 보기도 하지만， 초상을이 웅러난 자랴에는 다시 

현실의 가혹합이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의 고향이 산산 초각난 것 안 

큼이나 자신의 자아 역시 산산조각아 났다 주인공은 칙정적인 문제 

흘 용해 이러한 이중의 파열융 봉합하고자 애쓴다 

폭력올 고발하는 강혈한 글쓰기의 정정에 있는 작가로 라우아니 

가 주목õ\-는 작가는 용고의 소니 라부 탕시 Sony Labou Tansi (1 947 

- 1 995)이다 그가 설갱한 운학의 공간은 분노， 강갱의 폭발， 쓰라린 

경헝 그리고 격운이다 갱치적 반대자을율 억압하는 권력의 가혹함 

에 맞서 그는 꽁꽁연히 적의를 드러낸다 1979년에 발요된 그의 첫 

소설 r반쪽짜리 삶 La vie I'f demieJ에서 라부 탕시는 비깅데 없는 분 

노로 쭉대밭이 왼 사회의 비극율 표현한다 주인공 샤이다나0ωdan， 

는 자신의 아버지올 쭉인 권력자들을 같은 강도의 폭력과 고문으로 

축인다 살인적 독재에 대한 저항이 같은 방식의 폭력에 의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일상적으로 되어버린 야만과 중오의 악순환 

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카프카와 로트레아 

용의 계숭자라고 할 수 있는 랴부 당시는 칙혈한 알들올 흥해 재앙 

의 지형도를 그려 보이연서 박탈감과 광기로 방황하는 사랍들의 말 

할 수 없는 고홍의 혼척등융 추적한다 충언이자 풍시에 창작물인 

그의 소성들은 아프리카의 망 한가운데서 행해지는 앙정에 대한 대 

헝뽕이며， 인충의 삶올 짓밟고 권력을 쟁취하려는 권력자들에 대한 

용자화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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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대의 톡재자들 

슈프리에는 독립 이후의 문학에서 가장 큰 쟁정중 하나는 바로 

권력의 운제라고 하연서 ‘특재자’의 이미지가 문학의 충요한 주제로 

부각된다고 분석한다 이 시기에는 권력의 횡포용 고발하는 다룬 문 

학 작용이 주류흘 이룬다 기니 작가 알려융 땅루해 Alioum Fantoωe 

(1938 - )의 r열대의 송양Ù C=k '" Tropi"",,(l 972), 말리 작가 이 

브라히마 리 lbr.mima Ly(1936- 1989)의 r거이출 ToiJes d'araign<<sJ 

(1982), 앙리 로에스의 r옳기 풋기，(1982) ， 기니 작가 티에르노 모예 

냉보 Tiemo Monénembo(1947 - )2 5)의 r두꺼비 관용총Les Crapauds. 

Bnxι"，( 1979) ， 소니 라부 탕시의 r반쪽쩌리 인생j과 r부끄러운 나라 

L'Ðar hontetα，(1981)는 잔인한 톡재자들， 살생융 좋아.'SJ-e 어릿광대 

율을 소설 속에 퉁장시킨다 권력융 상징하는 인융률의 이용은 그틀 

의 직우애 걸맞은 과장핀 수식어툴율 닿고 있다 ‘Vénérable Maître' , 

‘Président du Conseil de résurrection nationale’, ‘Guide provi

dentiel’ 둥 권력융 장은 자율은 식인지 시갤의 실력가률의 조총융 

받는 욕두각시에 불과하다 이 ‘지푸라기 혹인률n'- de 어ill，’이 

영당 체제의 끔쩍한 독재용 행하고， 그의 하수인흩은 인충융 착취하 

고 공포에 떨게 한다 "1장， 혹력， 밀고， 타꽉， 천명은 일상객 악이 

되고， 독재에 저항하는 사랑들은 유애， 죽음， 순종 중 하나용 선택하 

지 않으연 안된다 밍고로 갑욕에 갇히는 r독립의 태양틀，(l9t잉B)의 

용운한 주인공 따마 F.ma에게셔 용 수 있듯이 취조， 일고가 만개하 

는 용안 나라는 거대한 집단 수용소가 핀다 용고 작가 엠마뉘앨 동 

갈라Emmanuel Dong외.(194 1 - )는 r재즈와 종혀추J= n vin CIe 

""1"，，， (1996)에서 맑스-레닌주의 시기 흥고률 ‘영대의 강제 수용소 

25) 그는 2아~년에 쇼생 r카엉외 잉 ÚRDjikKψfJtlJ(2008， Seu이으로 프노도 상k 

prix Renau야.1< 알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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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비ag tropical’로 비유한다 독재 권력에 대한 용자로 작가틀이 많이 

사용한 전략은 권력의 연극화와 요성이다 라부 당시의 r반쪽짜리 

인생j과 앙리 로때즈의 r율고 웃기j에서 그러한 것율 올 수 있다 

5 카니발객 글쓰기 

슈브리에가 톡재자의 이미지와 함째 프항스어권 아프리카 작가들 

의 문학적 창조의 공간의 두드러진 흑정 중의 하냐로 드는 것은 카 

니발적 글쓰기다 카니발적 글쓰기의 선구지는 바로 소니 라부 당시 

이다 그의 소설의 장소는 현실적 장소와 일치하지도 않으며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관습적으로 시용하지 않는 단어들이다 이러한 

정향은 부바카르 보리스 다융， 압두라안 와에랴， 코시 에푸이 Kossi 

Efoui (l962 - ) 동에게서도 발견왼다 그들의 글쓰기는 이야기의 해 

제를 흑징으로 하는데， 서슐객 연솜성의 원칙의 따괴， 목소리의 뒤 

섞임， 언어유회， 시정의 다양화 퉁이 나타난다 캉릭스트 에얄라 

Calixthe Bey외，(카메룬， 1961 - ), 데지례 봅리아 앵가않iréB이" 

Baenga (콩고， 1957- ), 소니 라부 당시 풍의 소설에서는 외셜생이 

두드러진다 현대 작가들의 이러한 과격한 글쓰기는 카니발객 흑정 

을 지닌다 이들은 진실융 드러낼 옥객으로 사회적 위계을 견복하고 

일반적 규범틀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랴부 탕시의 소성 전반에서는 

이러한 목적이 진지한 주제활 회극척으로 다루는 방식인 회화회용 

용해 성취된다 권력에 취해 있는 폭군을 조통하기 위해 이러한 회 

화화가 자주 사용된다 그의 소설 r확산의 눈 Les Yeux du ‘생"，(1988) 

에서 혁영은 한 인울이 앓고 있는 치질 때문에 끝없이 지연된다 r반 

쪽짜리 인생j에서는 성직자가 공격의 대상이 된다 샤이다나의 매력 

에 굴복해 용주에 률두하는 이 생직자가 자주 드나드는 슐집의 이릉 

은 ‘아티간에서 chez Vatican’이다 카니발적 글쓰기는 죽음융 희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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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식으로도 이루어진다 r화산의 눈j에서 에스대기E 햄바&ré

rico Pemba라는 인율이 혹는 곳은 회장실이다 상앤느 우스안의 소 

설 r살라x.씨(1973)애서도 카니방적 글쓰기용 판철할 수 있다 한 

냥자 주인공의 새 언의 절혼의 용운융 다루는 이 소성에서 주인용은 

자신의 남성성율 되찾기 위뼈 거지들의 의혜에 창여했다가 그률융 

모욕하는데， 이 거지들이 그의 호화 별장에 난입해 냉장고흥 비우 

고， 부부 정대에서 영굴연서 진갱한 카니망의 용융 훈다 낮은 자률 

이 농옹 곳으로 올라가연서 사회척 위계가 전육왼다 

6 예고왼 난파 

아프리카 대륙에서 혹엉 칙후 톡재 갱권의 층현애 의한 정치척 

혼란상은 이후 서아프리카 국가들과 얄제리 동얘서는 피비린내 냐 

는 시민 내전으로 나타난다 용표와 광기가 지배하는 사회 시스앵에 

의해 박상이 난 개인등의 상융 빼어냐게 요샤한 소설료 라우아니는 

‘옥립의 태양을’( 1968)의 작가인 아마두 쿠루마의 r알라에겐 의우가 

없다 AlJah n'ts.f po.s obJl쩨(2αXl)훌 용는다 리에리아 μ어피， 흥고， 시 

애라 혜옹Sierπ μ。n， 풍에셔 발생한 부촉 간의 전투툴 배정으료 

하고 있는 이 작용의 에극성용 더하는 것은 서슐자가 어린 아이라는 

점이마 리에리아에 샤는 。}이 이브랴히마""때ima는 아프리카의 현 

대사가 낳은 용질이 보충원 상용， 쪽 살인 기계이다 쿠루마는 이 

‘아이 군인’애게서 어떤 최의식도 지원버리연서 아이용 역사의 사혐 

정행인이자 희생자로 안든다 ‘아이 군인’은 아무형지도 않게 싱재 

우기로 전쟁놀이를 한다 아이들이 창여 하고 있는 시민전쟁은 이충 

으로 비극객이다 。}이듭응 자신의 손아귀에 툴어오는 사람융 닥치 

는 대로 축이고 있으며， 용시에 자기틀의 고유한 어린 시절융 혹이 

고 있기 때문이다 쿄트디부아르에서 리에리아홈 거쳐 시에라 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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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는 이브라히마의 여갱은 단태의 r신곡μ Divine comid，:εj의 

인물의 여갱과 유사하다 학살， 방화， 약탈이 반혹되고， 이프라히마 

가 지나가는 고장틀에 공포가 둡불처렁 퍼져냐간다 친구， 아버지， 

이웃이 척으로 몰려 올상당한다 사형 당하는 사랑율의 융부짖음， 

도시와 시공을 가리지 않고 흐르는 피， 죄없는 사랍률에 대한 쳐앵 

둥 쿠루마의 마지악 소설애 냐요는 폭력적 요소률은 카이르-에언이 

나 랴부 당시의 소설의 그것률융 능가하고 있다 그의 소성이 일종 

의 보고서쳐렁 느껴지는 이유는 소설 속의 가혹한 사건을， 인명， 지 

영흘이 실제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사싱과 허구가 절합된 그의 소설 

응 끔찍하고 야안스런 역사척 사건률에 대한 기억과 정험의 공간으 

로 바뀐다 이 공간 안에서 누구도 자신은 무고하마고 얄항 수 없게 

핀다 엠마뉘앨 동갈라의 소설 r고약한 깨 조니 Johnny chim mkh‘찌J26) 

(2000)도 소년 영사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르완다의 내션은 아프리카의 비극적 현대시툴 드러내는 가장 최 

근의 사건으로 많은 작가률의 작용에 영향융 주었다 코트디부아르 

의 작가 에로니크 타조 Véronique Tadjo (1955 - )의 r이마나의 그늘 

르완다 끝으로의 여행 L ’anbrt d'lrmna 찌ugt jusqu iu‘ bout du Rmm1aJ 

(2000)도 쿠루마의 작용쳐럽 순수한 허구로 얽히지는 않는다 왜내 

하연 첼저히 계획책으로 저질러진 르완다의 인종 학상의 그늄융 작 

용에서 어영지 않게 옐견합 수 있기 때문이다 랴우아니는 이 작용 

이 비극의 단순한 기록융 녕어서 사항률의 싱리적 충척과 흥동에 대 

한 일종의 '1료법져링 보인다고 알한다 가장 용찍한 악인 인총 학 

앙융 고발하는 소설의 언어는 사랍을의 우판싱융 깨뜨리연서 상처 

용 보등고 갱획하는 역항융 수행하기 때운이다 기니 작가 티에르노 

모네냉보Tîemo Monéncmbo ( 194 7 - )의 r고아들의 맏앵 L 'Aîni des 

o껴Il<linsJ(2α)()) ， 세예갈 작가 부바카르 보리스 다용의 r무랍"1. 익률 

Z이 이 소생용 2αg년에 ‘Johnny Mad oog.랴는 이용의 영억흐 각에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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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 M="ψI~ k li~ des 0SfmJmI'SJ(2000)을도 아프리카 대륙의 균앵 

융 위협한 이 부촉을 간의 상육융 증언하고 있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문학응 아프리카가 수싱 년 전부터 정험한 

집단척 비극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어는 않은 아프 

리카 국가에서 공식어지만 일상적으로 말해지는 소용의 언어는 아 

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아와 강다 그럽에도 율구하고 이 언어로 기 

륙원 문학은 살인과 억압， 폭력과 비장항이 난우하는 아프리카 사회 

에 대한 갱확한 이미지용 우리애게 제공해춘다 이미 보연적인 차원 

융 획득한 이 전투객인 운학은 검은 대륙의 실상융 세계에 계속적으 

로알힐 것이다 

7 미그리뛰드 

자크 슈브리에는 최근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문학에서 가장 주목 

할 안한 것은 이주 작가등기 측 ‘포스트콜로니의 아이들 enfants de la 

po5l<olonie’씨의 퉁장이라고 온다 량릭스트 에얄랴， 다니앨 비야용 

라 Danicl Biyaoula (용고 브라자빌， 1953 - )28), 양랭 마방쿠 Alain 

Maban야。이9) 사이 ~Sami TI마ak(토고， 1960 - ), 파후 다용 Fatou 

Oiome (세에갈" 1968 - ) 풍 일련의 젊은 작가률얘게 2000년대의 파 

리와 그 교외는 그들의 체험과 글쓰기의 무대가 된다 그등에게 아 

프리카는 정정 언 곳， 신화척인 곳이 되어버었고， 국외자인 그율응 

27) 지￥티 마""'" 흩신의 싹가 압우리안 와에리의 용어 “ Lc:s Enfarus de Ia pos( 

∞‘on.ie'’， ∞mmunìcation， Instiruf 야"'"찌:ais dt: paris. 1998 
28) 이야&킥에 대한 국내의 연구료는 싱셰충 ’이그리위드 흥종객 정세성의 '1" 

다니엠 이야을랴의 사혜톨 충성으호j 암국용어률용악회1 ’g어용용학연구" 
91 권， 2012융 올 것 

29) 양영 마앵쿠는 용고 브각자ι congo Brazza애k에서 1966녕에 태어냥다 그논 
소엉 ’고*도씨에 며한 기억 MlmoÎrn dt potr"킨"cJ(2006， Scu il)으효 2006녕에 
프노도상을수상g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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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문화척 다양성애 호의쩍이지 않은 프링스 사회에 적용해야 했 

다 아프리카와 유럽의 대연이라는 이 반복척 주쩨는 사실 1960년 

교양 소설율 흉해 익숙한 주셰이다 그러냐 그 당시의 교양 소설에 

등장하는 네그리뷔드의 주인공들과 오늘날의 미그리튀드의 주인공 

들은 아프리카가 그틀에게 가지는 의미에서 차이가 난다 60년대의 

교양 소설의 주인공들이 ‘모호한 모헝’의 주인꽁 상바 디양로 

Samba Di때。처럽 짧은 시간에 유럽에 체류하고 값진 학위흘 따 

고 나연 고향 아프리카로 다시 흘아갔던 반연 미그리튀드 세대의 작 

가들의 분신툴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럽율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결정한 사랍들이다 이 젊은 세대들에게 아프리카는 그을의 선배툴 

이 갖고 있던 의이흘 갖고 있지 옷하다 이틀에게 갱신성과 지혜의 

아프리카와 합리성과 효율성의 유럽이라는 이항적 대컵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틀의 중싱은 앨빌 BelIeville과 파리 순환도로 너머 사 

이 어딘가에 위치한다 셰이크 아미두 칸 같은 작가가 비난하곤 했 

던 혼종성의 개영은 이제 복권된다 이 개엽은 정정 지구촌화되어가 

는 현실과 장 부합하는 것처렁 보이기 때문이다 

m 권력과 젠더 

독립 이후 문학에서 가장 주목해야항 요소는 소설에서 여성 인울 

등의 비충이 중가했마는 시질이며， 나아가 그동안 한 번도 쩨 목소 

리를 내지 옷했던 여성 작7똥이 둥장했다는 사실이다 전흉척 가부 

장적 사회의 그늘에서 냥성들의 목소리률 용혜 간접객으로만 자신 

들의 존재훌 알려야 했덩 어성들이 이제 가정과 사회의 충추척 역합 

올 말기 시작하연서 제 목소리흉 내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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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함께살기 위한저항 

여잔 타넬라 보니 Suzanne Tanella Boni30)는 이 러한 젠더 문제가 

항상 권력과 연판되어 있용융 주옥한다 독립 이후의 프랑스어권 아 

프리카 문혁에는 영시척이지는 않지만 항상 정치권력이 무대로 동 

장한다 이 시가의 소셜융응 복수의 정체성융 가진 인풍들이 문화적 

으토나 갱치척으로 용안갱한 세계 속애서 살고 있는 모슐융 요사한 

다 많은 핵스트률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전흥적 역합용 하고 

있는 여성를융 묘사하고 있지만 사회적 코드와 갱치권력융 전복하 

는 여성 인물을도 방견항 수 있다 

타낼라 보니는 젠더와 정치권력의 문제가 장 드러나는 소설로 세 

네강의 여성 작가 마리아아 바 Mariama Bã ( 1 929-1981)의 r그처럼 

긴 한 홍의 연지 싸 si 11아fg~ letttrJ(1979)를 째시한다 마리아마 바 

는 아주 요혜 전부터 구비 문학이나 구슐 운학의 장에서 앨언융 뼈 

왔지만 보이지 않고 툴리지 않았던 여성을의 쩨보톨 잇는다고 힐 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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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화자인 라e뽑라이Ram뼈이'ye가 그의 친구 아이사투N=rou 

에게 보내는 연지 형태로 된 이 소설에서 라마훌라이는 자신이 처한 

불행한 현실융 친구에게 하소연한다 냥연과의 사멸， 그 후 시가에 

의한 재산 강탈.25년간의 절혼 생황 동안 12명의 아이들융 낳고 살 

연서 겪었던 고홍， 이혼항 수 없었기에 갑내해야 했던 일부다쳐계 

퉁 이슐랍 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모든 것올 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도밖에 없다 전용객 가치틀， 종교， 정치， 사회척 

규약틀이 여성을의 상올 총총히 용아애는 현실에서 젠더의 문제는 

사회 갱치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 모든 도덕적， 사회적 

규약들이 라마울라이를 계속 과부로 지내도륙 강요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올 지켜내기 위혜서 상상력과 알율 선택한다 그 

여애게 말은 상정객 권력인 생이다 라마용라이가 알아라는 상징적 

도구를 흉해 저항하는 인풀이라연， 면지의 수신인인 라마붕라이의 

친구 아이사투는 사회의 인융율 장지 않고 챙동으로 저항하는 인물 

이다 라마툴라이가 일부다처제툴 스토아척 인내심으로 창고 견디는 

데 반왜， 아이사투는 일부다쳐제라는 ‘지옥 강은 정쟁의 굴레 속에 

서’ 견디지 않고 이혼융 선택한다 

타넬라 보니는 이어서 균열된 독립 천후의 시기에 각자의 방식으 

로 어려운 시기를 혜쳐 나가는 두 영의 여성 인물을올 제시한다 첫 

번째 인물은 셰이크 아미두 칸의 유영한 소설 r오호한 모헝j에 나오 

는 그랑드 루아얄Ia grande Roy외e아라는 인물로서， 그녀는 갱치적 

권위용 발휘하여 혼란에 쌓여있는 자신의 부혹의 생존올 확보한다 

이 소셜은 지식， 언어， 제도 풍 서구 문화가 대량유입 되는 가운예 

모든 정신객， 정치적 지표가 흐려져 있는 상태에서 생존을 도모해야 

31) 타엠라 보니는 일예호 30년대 따리에서 잉어난 예그리위드 용풍에서 여성용의 

역잉이 재얘호 조영 양고 았지 옷하다는 정융 지혀한다 다아스와 세쩨르는 생고 
르에찌 앤영리스에서 온 나르양 NM.w 지얘.l!혜!!. Pa띠ctt<. 앙드헤 An_ 동 
융 쇼깨시쳐 주는예 。 l lí-옹 예그리휘드 응용애서 중요한 역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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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톡립 이전의 사회율 배청으로 한다 디알로에 OiaUobé라는 부 

측의 쭉장의 누이인 그랑드 루아얄은 아이율에게 서구식 교육융 받 

게 해야 앙지 알지의 문제로 부혹이 논쟁올 옐일 때 현실적 대안 부 

채응 이유로 내세우여 아이률융 서구식 학교에 보내야한다고 경흔 

올 내린다 그녀의 단호한 결정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옷한다 

그녀의 말은 이렇게 권위용 가지고 있다 그녀는 정치객 권위용 가 

지고 있는 강한 여성인 것이다 두 번째 인율은 아아두 쿠루마의 소 

설 r톡링의 태양훌」 애 나오는 살리마타Salimata라는 인율로서， 그녀 

는 수많은 개인척 상처룡 가지고 있으연서도 가난한 자들을 올용으 

로써 자기가 속한 용동셰익 생촌융 확보한다 이 소성옹 f모호한 모 

협j과 달리 독립 직후 연통이 심한 사회홉 배정으로 하고 있다 그 

랑드 루아얄과 달리 살리마다는 명엉한 여자이다 그녀는 할예， 강 

제 절혼 풍의 전용의 무게륭 견디지 웃하고 시끌에서 도시로 도망친 

다 거기서 주인공 따마올 안나 결흔히}지안 짤입 때문에 아이훌 갖 

지 옷하고 괴로워한다 주인공 파마는 그의 이륨이 말해주듯이32) 융 

락한 부측의 왕자이다 올락한 왕자가 용잉의 여자용 안났다는 것은 

전용과 근대가 충용하는 독립 직후 격용하는 사회애서 전흥적 가치 

들이 놓인 쳐지융 상징적으로 대연한다는 톨 수 있융 것이다33) 살 

리마타는 냥연융 억여 살렬 분 아니라， 부자와 쟁치인이 올보지 않 

는 가난한 사랍릅융 거둬 억인다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은 그녀는 

자기가 도와주는 사랍들로부터 공격도 받고 가진 것융 빼앗기기도 

32) 아아F.~는 앙린채어호 왕자 혹옹 위대한 사양이라는 옷이다 
33) 그는 세호 융어선 나라의 수도를 ‘이타르디즈b1w이X’라는 욕융 사용하여 ￥E 
는'1. 이것용 겨신이 혀용 왕기외 후손이고 욕링 후 톨어션 나라는 사생아입에 

훌킥하다는 것융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얘 그의 '1-인이 용잉이라는 사잉온 예정 
의 갱용 샤외가 어 이상 지용생 수 없융융 생갱암아요 용 수 있다 원종익， ’쿠'1-

아Ahmadou Kourounu.의 r혹림의 얘앙융 14 sokib des lndJpt’‘da_에 나타 
난 져야 m욕융 쩌tt .. 용의 여갱i 앙극아프리카야여 r한국.g~~리카억여져J. 34 . 
2011 . p. 56 정3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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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또 애틀 낳게 해달라고 일기 위해 자주 찾아가는 마라부 

marabout34)에게 강간의 위협융 당하는 훌운융 겪기도 하지만， 그녀 

는 혹혁적이고 방향을 상실한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가치 었고 

쟁당한 일틀이 무엇인지 장 얄고 있다 

타낼라 보니는 마지악으로 비인간적인 샤희애서 저항하는 몇몇 

여성 인물를옳 소개한다 첫번째는 소니 라부 당시의 소셜 r반쪽짜 

리 삶j에 나오는 여주인공 샤이다나이다 그녀는 폭앙객인 정치 권 

력자 기드 프로비당시엘 Guide Providentiel에 희생당한 아버지 마르 

살M.m꾀의 원수를 강기 위해 미인계로 남성적인 정치 권력자들융 

유혹하여 없애 버린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저항의 불꽃율 유지 

하기 위한 글쓰기에 올엽한다 육체에 의한 복수 끝에서 그녀는 글 

쓰기의 전복적 힘올 발견한다 라우아니가 말하풋이 샤이다나는 폭 

력척인 세계에 쪽력으로 맞서는 인물， 그리하여 폭력의 악순환으로 

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울이다 그러나 잊지 알아야 할 것은 그녀의 

폭력은 무엇보다도 살인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정이다 두 번째는 라부 탕시의 다른 소성 r로르사 로 

예즈의 일곱 가지 고옥"""'" 찌찌dðde μM μX깅(1985)에 퉁장 

하는 에스티나 브론자리오Estina Bronzario다 그녀도 자신의 존엉생 

융 지키기 위해 부당한 정치， 행정 권력에 저항한다 마지막으로 타 

넬라 보니가 제시하는 인물을은 앵마뉘옐 용갈라의 최근 소설 r강 

가의 단제 사진 P1wto de grαlpe au bord du jk‘ ’，(2010)에 나오는 일군 
의 여성 노동자등이다 싱여 영의 여성들이 자갈올 내다 딸기 위해 

강가에 모여 큰 을옳 깨뜨린다 그녀틀은 일하연서 자신들이 겪은 

육력， 가난， 질병， 실엉 풍에 대혜서 얘기한다 가촉의 생계용 책임 

진 그녀들은 자갈 값융 제대로 받기 위해 투쟁하다가 투옥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연대을 확인한다 강가는 그녀를에게는 한 사회의 

34) 이슐양교에서 흔정 양는 사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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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리， 냐아가서는 세계의 연두리를 의미한다 이 연두리에 있는 

자들이 자신과 가촉들의 생계용 위해， 그리고 서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쳐내기 위해 사회적 요드들융 전복하연서 단절한다 아어 

지의 권위가 부재하는 단절과 혼돈과 위기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자 

리툴 대신하여 가쟁을 부양하기 위얘 어생들은 옥승올 걸고 싸운다 

타엘라 보니는 문학의 의미는 그것이 남성과 여성들에게 항당펀 사 

회객 자리을 관창할 수 었는 특권적 장이라는 정에 있다고 본다 그 

벼가 보기에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에 문학은 현저히 갱치객이다 함 

께 상기 위한 규척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렇지 않은지흥 부단히 

감시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이다 

2 독럽의 딸 

세네갈의 압둘라이 랴신 생고르야do띠aye Racine Seng.horJS)와 프 

랑스의 자크 슈브라에도 프항스어권 아프리카 문뼈서 작가로서의 

여성의 옥소리의 퉁장용 주목한다 사쉴 작가로서 여성이 문학의 장 

에 동장하기 천에 아프리카에서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그리고 교육 

자로서 전래되는 이야기들의 전달자였고， 어린아이융이 융통하연서 

35) 새예질 용화부 요수 얻재 세예질의 학쿄에서 사용회는 여러 권의 프랑스어 쿄 

과서톨 져융했으여， 아이융융 위한 소성동융 쓰기 도 었다 저서는 다용과 강다 

r용앵고으 사냥 a.-, Mb얘OI'J ， Paris, Hatier Intematiooa1, 2Cα r가련한 

아우 ...，ι ι t띠'iMJ ， Paris, ‘iatier Intemationa1, 2004 ’이엉사의 요지 μ ro. 
nð dIl wrr:inJ , Paris, Hatier lntemationaI, 2α)4. '파란 강웅Ù~ .. ‘,. 
Paris, Hatier Intrntational, 201써 r에이즈익 슐칙 Å 1'0$S0Ul du $,“IaJ , Paris, 
HatiO' Intemational, 2005. r치과에 간 시쭈Sι7u dra k dmliskJ , Paris, Hatier 

Intemati。띠1. 2005. r앙二U료인느 M，갱Tr1I'innJ ， Dakar, Ed. Sagnanbne, 2011 

그는 2012년 5염에 서용대학쿄에서 영원 극제 학슐 얘회에서 r아프리카 연낙와 

소성융 용얘서 온 여성 이미지 L'image de Ia Femme à traveJS k Roman 히 k 

n“‘IR africains ， 라는 재욕으로 영g했다 ’아프리카， 상상력의 보고 L껴뼈t 
trisor d'im영"，at1l!5 J , 학융 예회 자료징， pp. 51-62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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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노래의 저자틀이기도 했다 여생들은 그러한 이야기， 노래， 

속당 속에 당긴 지혜의 전수자들이기도 했다 또한 관혼상제냐 농사 

와 관련한 축제 때 여성 그리오 griotJ61틀이 전혜 냥승을 하곤 했다 

레오폴드 생고르가 경의올 요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유모였던 웅 

가 Ngã였는데， 융가가 을려준 이야기와 노래는 그의 ‘유년의 왕국 

royaume d’이Jànre’융 매혹시키곤 했다 여성들이 문학의 저자로서 

퉁장한 것은 아주 늦은 시기에 이루어진 일일 분아다 프항스어권 

아프리카 문학에서 최초의 작가들은 남성들이다 지식인틀이 독립올 

위해서， 또 그들의 인간적 존엉을 찾기 위해서 강혈한 문화 운동올 

전개할 때도 좁처령 여성들의 목소리툴 틀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여성들의 목소리는 남성 소설가을 시인들， 희곡작가틀에 의해 대연 

되어 왔다 그 이유로 우선 아프리카의 가부장적 사회 제도를 틀 수 

있다 냥성을에 비혜 사회적 지위가 늘 일려있던 여성을은 제대로 

된 교육응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성툴의 옥소리는 독립 이후 

에냐 들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슈프리에는 여성 문학융 ‘독립의 

딸’이라고 부를다 여성운동가이자 유명한 기자였던 아네트 옹바이 

예르느일 Annette Mbaye d’Em'에" (세예갈， 1926- )은 1963년에 

r라이티률 위한 노래 Chants pour Lo)써라는 시집용 간행한다 그리고 

1966년에 키예 키라마 용ιnê Kirama FalI (세네갈， 1934 - )은 r신 

선한 강의 노래 Chants de Ia ri끼êrefraι:heJ와 r은총의 고양 Le< ι'ans Ilι 

_.을 발표~，는데， 이 두 시집은 례오융드 생고르의 칭찬율 받는다 

그러냐 여성들이 온칙적으로 발언하고 글융 쓰기 시작하는 것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이다 진정으로 최초의 발언권용 획득한 

선구자는 말리의 아프리카 민주연합RDA37)의 영컬한 당원이었던 

아우아 케이타 Aoua Keïta (1912 - 1980)이다 그녀는 1975년에 자전 

36) 아프리가의 션용쩍인 구송( 1J.liIi) 시인 
37) Le Rassemblement Dém∞alÎque Africain 써6년에 바아.:i!.Bamako애서 창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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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이야기 r아프리카 여성 아우아 케이타가 양하는 자신의 삶 

Femmt d끼Ifri<'ι @ η't d'Aoua Kefta m:∞mte par tlle.mimeJ융 발표한다 

여기서 그녀는 산파로서의 정험， 아프리카 민주연합 당원으로서의 

경헝， 프랑스 행갱에 대한 불신， 전통객 륙권융 지키려는 마융 공중 

인들의 유보객인 태도 풍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이 최초의 증언애 

뒤이어 여성 문학의 안개톨 압리는 것은 아와 티앙A‘써 Thiam의 자 

전격 이야기 r혹인 여성의 말Lß ParoIe aι n갱"""，( 1978)과 마리아 

마 바의 서간채 소설 r그토혹 긴 연지，( 1 979)이다 티앙은 아프리카 

여성들이 전용이라는 이용으로 알없이 감수해야 했엄 항혜， 일부마 

쳐제와 같은 인슐률융 고방하고， 혹인 여성들의 예속성의 사회척， 

문화척， 종교객 기원융 분씩하연서， 여성들이 인간적 존업성융 인갱 

받융 수 있도륙 연대하여 루쟁합 것율 강조한다 마리아마 바의 소 

셜은 앙서 언급했듯이 영부다처째 사회애서 고통받는 두 여인의 고 

용스러운 옥소리훌 률려훈다 사회주의척 리얼리증 째열의 소성로 

분류될 수 있는 r얘맞는 자률의 파업 μ grt:w des &tttuJ(1979), r모혜 

정기장의 신호 L'Apptl des ødnesJ , r가장의 대추나무Le Jujubitr du pa1 

=πh"를 쓴 아미나타 소 융Arninata Sow F허1 (세네강， 1941- )도 

애우 중요한 여성 작가이다 소 융은 r매맞는 자융의 파업J에서 매 

맞은 채 교외로 추방되었다가 다시 도사로 툴아오기융 반혹하는 대 

도시에 사는 거지률의 비극격 상율 요사한다 1972년에 오볕어진 충 

판사 ‘Nouvelles 닮itioos Africaines’는 여성 작가률의 앙동 우대를 

제공한다 위에서 언급한 70년대 후안의 작가들응 이후 쉬잔 타낼라 

보니 Su:tannt: Tanella Boni, 에로니크 타조 VeroniQl야 T얘jo ， 파루 케 

이타Fatou Keita, 쩨혜째혜 리킹 Werewae Lilring, 웬 부굴 Ken 

Bo양1 ， 소케냐 앵7. Sokhena Benga, 파마 다안느 샌느 Fama Diagne 

Sξ"'， 마리아마 인도이 Mariama Ndoye, 라마루 섹 상브 없hmatou 

sock Samb, 나띠사후 디아 디우프 Nafissatou Dia DÎo‘.f 둥과 정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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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틀 여생 작가율은 대부분 소셜가라는 갱이 육기함만한 

데， 소설의 자유로운 혐식이 그듭의 목소리용 생생하게 동려주는데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의 여성 작가들 중에서 슈료리에가 특히 주목하는 작가는 급 

진적 여성운동가인 랑릭스트 에양라이다 그벼는 여성 해방옹 완억 

한 언어의 자유률 용혜서안 성휘힐 수 있다고 생각하여， 판슐척 문 

학 표드률융 위반하연서 새로운 소셜척 당화들융 안률어 앤다 이러 

한 그녀의 급진성은 초기의 세 작용 r냐블 예께 한 것은 태양이다 

C’'tsf l~ 50ω qui m'a b찌/hJ( I 987) ， 떠l 이용은 탕가일 거야 Tu t 'Q~I. 

leras Ta끼뺑，(1988) ， r악마만이 그걸 알고 있었다 &ψ k α"ablt It sa잉씨 

(1 990)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소성률에서 그녀는 사회가 여성률의 

신체에 가하는 정열과 요지를& 고방한다 즉 할혜， 처녀성 태스트， 

지창금 제도 둥을 비판한다 그녀의 비판은 여성들이라고 예외로 하 

지 않는다 ‘울얄의 톡재 dictarure des ∞uilles’툴 행사하는 가부장적 

사회의 관슐에 복종하는 여성올의 앙욱척 풍조용 비판힌다 r네 이 

용용 탕가일 거야」얘서 융 수 있듯이 탑욕 때운에 옐률토 하여금 용 

용 앙도륙 하는 어어니듭도 에얄라의 비난올 비격가지 뭇한다 그녀 

의 소성에서 이러한 경멸항안한 여성의 이미지와 대조용 이푸는 것 

은 전후적인 여성등의 형상이다 게떨라전은 한연으로 납성 인융등 

융 쩨계척으로 깎아내리고， 다흔 한연으로 여성틀의 권리톨 요구하 

는 이충격 전략애 의해 이루어진다 그녀의 소설플에서 납성 인툴풍 

은 어셜프게 향학이냐 즐기1l， 앙싱의 가책도 없이 기풍서방 노옷이 

나 하고， 성적 당닝애 빠져 있다 이률올 묘사하기 위뼈 에양라는 은 

어나 분뇨와 관련원 어휘톨 샤용하기융 주저하지 않는다 1992년에 

양표한 r앨빌의 어린 왕자μ Pait Prina de lklkvilkJ는 남녀 사이의 

새로운 용리의 가농성옴 압잭하는， 에l얄랴의 작용에서 전환정이 되 

는 작용이다 r아프리카 소녀 아세즈AWU I'Afi*aineJ( I 994), r엉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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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애인이 생졌어 Mam:m Q un OM21IIJ (I993), r잃어버린 명예'" H""""" 

쩌따，，( 1996)와 갑옹 파리용 배정으로 • • 는 일련의 작용률은 이주가 

납녀 역할융 어떻게 바꾸는가용 보여준다 이주에 의해 륙권쩍 션흥 

과 단절된 채 왈안갱해지고， 나약혜져 있는 냥성 인올들과 우월한 

적용 능력용 가진 여성 인융틀이 대조률 이룬다 이민은 여성을에게 

새로운 자유와 주도권의 공간융 확보해주었다 r엄마애재 애인이 생 

겼어j라는 소설의 재옥이 용연적으로 충영하듯이 앙이다 에양라처 

럼 이인 제헝융 소설로 형상화하는 새로운 세대의 입군의 여성 작가 

을도 주목항 만하다 나혈리 에토케 Nathalie Etoké (프랑스， 1977 - ), 

에소라Bessora(벨기에， 1968 - ), 따투 디옹이 그톨이다 

3 인습에 대한고발 

앙툴라이 라신 생고르는 여성 작가들에 의혜 다루어지는 주요한 

주제로 샤회의 인슐얘 대한 고발읍 든다 그 충에서도 가장 엔언히 

풍장하는 것은 바로 영부다쳐계에 대한 고발이다 일부다처쩨는 강 

제 컬혼이라는 쪽혁의 문제와도 절부된다 앙선 언급한 마리아마 바 

의 r그토록 긴 연지j에서의 두 인툴 라마용랴이와 아이사루는 그들 

의 의사와 상관없이 좋은 사회적 배경융 가진 냥자와 경혼시키려는 

그들 부모의 결정에 의해 절혼융 하게 되었다 웰흔 다소 예외적이 

긴하지만 여성작가 센 부굴 Ken BUgJ미I(세네갈. 1947- )응 일부다쳐 

제에 대한 별다른 고앨융 하지 않는 작품을 썼다 그녀가 1999년애 

발요한 자전적인 소설 r리완 혹은 모래의 길 Riwa.끼 ω lt Chmtin tk 

&bltJ애서 화자는 이미 여릿의 부인을 거느린 이슐량교용 신용하는 

냥연과 기혼 앙으로 결혼한다 아마도 여주인공이 냥연의 총얘률 받 

는 입장이어서 그혈지도 오흔다 아무를 강제왼 결혼에서 ‘사량’은 

본래의 의미플 잉고 얀다 가부장적인 아프리카 사회에서 여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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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큰 고용 중의 하나는 할예 excision (혹은 음핵 절쩨마10ν 

ridectomie)이다 티앙은 그녀의 자전적 이야기 r혹인 여성의 알j에 

서 아프리카 소벼들이 겪어야 하고， 어쩔 수 었는 운영으로 여기는 

이러한 전흥적인 고운들옵 고발한다 여성들융 ‘순수한 생식 기능 

상태’로 되돌려 보내려는 이 할예는 여성틀의 신제에 툴리적 폭력을 

가함으로써 그틀애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율 가한다 쿠루마의 r 

독립의 태양을J에 나오는 살리마타는 음산한 숲 속에서 그녀의 친 

구들과 함께 비위생쩍인 방엉으로 할예툴 당한다 그녀는 출혈올 많 

이 혜서 기절하고 사악한 우연허 치료사에게 인도되었다가 강간당 

한다 이후 그녀는 불임이 왼다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강간， 

매훈은 대부분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애 인중들의 실정객인 삶율 강 

당할 수 없었던 무능한 정권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표류하는 사회에서 수난 당<，는 여인들의 모습이 소설 속 

에 많이 풍장하는 반연， 적극적으로 올의한 사회에 저항õJ-e. 여인들 

도 소설 속에 퉁장하고 있응을 주목해야 한다 상앤느 우스안의 r신 

의 나웃초각j에서 철도 노동자등의 투쟁에 힘융 보댄 것은 여성틀 

아었다 여성틀은 혀리띠용 쏠라매고 냥자율을 돕는다 그을이 직접 

시위대률 조직하여 항의 행진옳 한다 이 여성을의 운동융 지도한 

것은 사회의 벼립받은 겨l충에 속하는 엔다 Penda라는 장녀와 맹인이 

연서 구경로 먹고 사는 마이우나Mψnouna라는 두 여인아었다 할 

럭스트 에양랴의 소설 r냐흩 데게 한 것은 태양이야j에서도 장녀는 

더 이상 도덕적으로 타학한 사랍으로 그려지지 않고 인간적으로， 긍 

정적으로 그려진다 앙선 언급했던 엠마뉘옐 통갈라의 r장가의 단체 

사진J에 나오는 여인들은 냥자들이 만들어 놓은 부정의와 그틀의 

전핑에 맞서 싸운다 세네갈 여성 작가 알리우네 바다라 에이 

Alioune Badara Bèye(l94S- )는 희곡 작용 r올타는 은데르Nd8 m 

꺼h끼ηIðJ( 1988)에서 낭자들이 없융 때 쳐들어온 우어인들에 맞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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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지 않고 장렬~I 용타 축는 여인을융 그린다 앙툴라이 라신 생 

고르는 비인간적인 사회에 저항히는 이러한 여생인융률이 있다는 

사생은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이 있다는 것융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 

한다 

W 세계화 시대 아프리카 작가의 정체성 

지금까지 우리는 아프리카 문회써1 대한 역사적 초앙융 다양한 주 

제에 걸쳐서 살여보았다 아프리카 문학의 현재는 바로 한 세기도 

안 되는 비교적 쩔은 시기에 걸쳐 축적왼 - 그러나 그 시기 동안 아 

프리카 대륙에서 알생했던 업청난 사회척 연동용 고려한다연 결코 

쩔지 않은 시기애 걸쳐 축적왼 수많은 작가율의 작용률 위애 서 

있다 수많은 고통과 확컬과 획앙의 기록갇을。l 지금 아프리카 문학의 

현재률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연 톡립 후 50언 이상 지난 지 

긍， 식민지의 기억도 가물가툴한 이 21세기에‘ 더 이상 거대한 당흔 

률융 용잡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아프리카분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더 이상 전용적인 출판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다0"한 애 

쳐l룡 용해 작용융 발g하고， 그러나 여전히 식인자의 언어인 프링스 

어로 작풍을 쓰고 있는 젊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작가률에게 ‘포스 

트콜로나얼’이란 무엇이고， ’아프리카’라는 영사 혹은 ‘아프리카의’라 

는 형용사는 그율에게 우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영까? 이 젊은 작 

가들은 이제 어떤 쟁정을융 마주한 채 그들의 삶과 미래용 준비하고 

있는 것일껴?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 문화의 이래에 대해서 생각해룡 

차혜이다 이러한 문제률애 대한 생각거리흘 제용해주고 있는 사랑 

은 바로 무g레노와 양베르틴 치벌홍디다 

리디 우덜레노 Lydie Moudi1en녕8)는 오능날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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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당용 하기 워혜서는 작가율을 툴러싸 

고 있는， 혹은 작가 자신과 판련왼 여러 가지 다양성융 우선척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정융 강조한다 그녀에 의하연 ‘아프리카 문학’은 

하나의 단일한 총에로 지시함 수 없는 ‘아프리카 문학율이’다 그여 

는 일용 가지로 이 다양생융 정리한다 l 출판의 다양성 애우 적 

온 자본으로 운영되는 아프리카 현지의 충판사가 있는가 하연 대규 

모 자온으로 운영되고 잘 조직원 유용앙용 가지고 있는 융판사가 있 

다 2 작가가 속한 나라의 다양성 세예갈， 묘트다부아르 풍의 서 

아프리카의 나랴부터 홍고， 카에훈， 지부티 풍의 동아프리카까지 다 

양한 국적융 가진 작가들이 있다 3 작가의 다양한 연모 식인지용 

채험한 작가가 있는가 하연， 그렇지 않은 작가가 있고， 륙립 이후에 

태어난 작가도 었다 4 작가의 앙똥 무대의 다양성 아프리카 국가 

에서 태어나서 아프리카에 어우는 작가가 있는가 하연 프랑스애 어 

우는 작가가 있다 이충 국적， 이충 거주지용 가진 작가도 있다 일 

때문애 아프리카나 프랑스가 아님 이국이나 독일 강응데서 활용하 

는 작가도 있다 5 작가의 다양한 경제적 사쟁 에휴중이 없는 작 

가가 있는가 하연 외교판인 작가도 었다 6 장르의 다양성 소설， 

시， 희곡 둥 다양한 장르홉 창작하는 작가들이 있다 7 젠더 %년 

대 이후 여성 작가들이 남성 작가툴 옆에 나란히 자리융 장고 있다 

이 강응 복수성 때문에 포스트칼로니얼 시대 아프리카 작가톨 규 

38) 이극 !싱에니아 대학교 요앙스어와 Dcputment or Rα~ 니째""" 요수 
져서로는 r포스트식민 식기외 어에이드 용고 소성에서의 갱에성외 세죠 p"""" 
~ μ~dnitk에riús dans & rOmatI o;mgok며'J(2006 ， Paris 
K>rth피.)와 r아프리카 흩t/" 1980‘ lκ~ li~ africoi‘eJ. Dts Qnnm 1980 -

I990J(2ωl， Dakar : C여e:sria Pubücatic삐이 있다 그녀는 2012 \'1 S1ll에 서율 

예학교에서 열린 혹세 아~ 얘m에서 ' !l.스르올로니얻 시얘 {아프리카) 싹가연 

쭈엇인개 Qu 'est ce qu’un auιur (afiicaln) posl∞kmi피7，랴논 세욕으로 양요g 

다 r아프리카， 상상혁의 보고 L’4쩌‘~， ~d'in앵""""， , 악* 대회 자 .. 징， 
pp. 7ι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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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하는 일은 어렵다 이러한 다양성애도 용구하고 우덜혜노는 포스 

트콜로니얼 시대 아프리카 작가들， 혹은 문학융 특정짓는 몇 가지 

꽁흥정이 었다고 지적한다 첫째 포스트콜로니얼 시대 아프리카 문 

학에서는 작가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정이다 융째 포스트콜로니얼 

시대 아프리카 작가흩은 어떤 식으로든 가시척인 무대에 퉁장하기 

용 원한다는 점이다 셋째 포스트률로니얼 시대 아프리카 작가을은 

아프리카라는 g지 없이 인갱받기를 원한다는 갱이다 

l 작가틀의 ‘살아있는V1vant’ 목소리 

60'경대 알 파리에서는 이상한 상횡이 펼쳐진다 용땅 바르트나 미 

셀 우E 둥의 구조주의자률이 저자의 축용융 알합 때， 대학 비명가 

툴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작가툴의 ‘살아있는’ 욕소리륭 세계애 소 

개하기 시작한다 구조주의 사상가들은 저자가 상정객으효 ‘죽어야 

핵스트가 다양한 의미로 열힐 수 있응융 역생한다 그률과 달리 아 

프리카 문화 비명가흩은 작용보다 작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작 

가 자신의 목소리， 셰험， 신체， 경험에서 글쓰기의 새로용이 나오기 

에 때문이다 그융은 아프리카 문학의 진정성은 펙스트 뒤에 숨어 

있는 작가의 용과 형상으로부터 나옹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은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여전히 ‘쟁재성’이라는 태마가 중요하다는 것 

융 용연'f는 것이다 아직도 쟁에성이 충요한 이유는， 무딜해노가 

강조하듯이， 아프리카 문학율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성이 아 

프리카 문학 내부에 존재하고， 그것이 아프리카 문학의 톡흑성율 구 

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응 또한 아프리카 문학이 상대 

적으로 젊다는 것융 말한다 1%3년 비앵가 힐리안 키스윌훗 Lilyan 

""'re1∞t의 책 제옥 r프랑스어 혹인 작가를 문학의 탄생 EcrillOins 

"'"π tk úl langue fmn;aist : naissaNa d'une linirarul?J이 보여주듯이， 아 



표스트왈g니영 시대 프앙스어권 아프리카 운악의 현재와 이얘 181 

프리카 문학은 서구에 의혜 총생 종명서 acte de ruùssance를 교부 받 

응 지 져우 50년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 파훗파릇한 이 아기가 도대 

혜 어디서 옹 아기인지， 아기의 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율까?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문학은 ‘살아있는’ 자틀이 죽은 사랍들을 대 

신혜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아마두 함파태 

바는 ”우리나라에서는 죽어가는 늙은이， 그것은 불타는 도서관입니 

다‘'39)라고 알한다 션조들이 후손들에게 냥겨 놓은 말뿐만 아니라， 

하'"자 했으냐 미처 하지 못한 말들융 후속 작가들이 이어받아야 한 

다는 말이다 이러한 문쩨의식은 카라므의 작가들에게서 많이 발견 

왼다 마르티니크 출신의 파트릭 샤우와조 Patrick Chamoiseau ( 1953 

- j40)의 소설 r위대한 송리보 SoIibo Mt영n째씨(1988)에서 ‘이야기하 

는 사랍∞oieW"’의 축응융 마주하고 있는 작가가 그형다 역시 마르 

티니크 충신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에두아르 글리상당()uard Glissant 

( 1 928 -2011)의 ‘판계 re1ation’이흔도 이러한 문제의식과 닿아 었다 

포스트콜로니영 시대 작가는 구어에서 문어로의 이행융 책임질 의 

우가 있다 그는 역사를 ‘말해야t버.Ie’항 분만 아니라 ‘연결해야Ie

laie, rel ie’한다 가야타리 스피박Gayatri Spivak ( 1942 - )이 그의 유 

영한 저서 r하워 주제는 말할 수 있는개 Ûln the subaιe끼 "'"씨에서 

보여주었듯이 포스트콜로나얼 시대의 하위 주체들은 이중의 의우가 

있다 첫째 미학척 차원에서 그들은 세계용 말로 그려야 한다 툴째， 

정치적 차원에서 그을은 역사적으로 말을 박활당한 다수의 사람들 

융 대변해서 말해야 한다 안토니 아피아Anthony Aw빼 (1954 - )4 1) 

39) “ Dans mon pays chaque fois qu ’'0 이t버ι"d meurt, ç’est une bibliothèque qui 
• b띠ι ·‘ AI’UNESCO en 1960 

4이 그는 쇼성 t에샤오 TaßCtlJ(1992, G잉ωn잉찌로 1 992년에 용쿠르 상 Le prix 
Gonc。ω1융 앙tt다 

41) 가나 충신의 정악자 그는 용히 정치 이혼， 도억 이용1 언어 청학 그리고 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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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했듯이 포스트오던의 포스트와 포스트콜로니영의 포스트는 같 

지 않다 스스로를 표상힐 수 있는 륙권올 박탈당했던 포스트콜리니 

얼 시대의 작가들은 자신이 ‘현존 présent’합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정에서 프랑스에서 황동하는 아프리카 작가들에게 충요한 휩통 무 

대를 제공하는 출판사 이릎이 ‘아프리카의 현존 P<é=야 africaine’이 

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프리카의 에올가들은 아프리카 문 

화가 생생하게 살아 있응올 파리의 지식인틀에게 소개힐 책무를 지 

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아프리카 작가들이 스스로의 현존융 보여 

줄 수 있는 우대로는 P1ume noire, Fest’Afiica, Encres noires와 같 

은문학축제들이 있다 

2 무대 위의 작가들 

자신의 ‘현존’올 중영하고 싶은 포스트흘로니얼 시대 아프리카 작 

가들은 대중에게 노출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누구나 똑갈이 미디어 

에 스스로블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나 퉁장하는 스타 

작가가 있는가하연， 좀쳐렁 볼 수 없는 작가들도 있다 여기에는 어 

디서 작용을 출딴하는가， 어떻게 자신의 작풍올 흥보하고， 어떤 주 

쩨툴 다루는가， 혹은 작가가 미디어와 어떤 관계용 유지하고 있는가 

와 갈은 비미학적 요인이 작용한다 정치적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 

다 비자를 받지 옷혜 국쩨우대에 자기를 드러낼 수 없는 작가들도 

었다 문학 축제， 문학상， 책 전시회 등의 중가는 작가들이 영게 대 

중에게 노총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영성에 있어서 위계 

를 초생하기도 한다 대중 매체에 과도하게 노출될 정우 부작용도 

있다 너무 자주 노출될 경우 작가틀은 자신의 이미지릉 조절하는데 

실패항 수도 있다 오늘날 시장에서 작가툴의 상용성융 높이기 위혜 

카 운0; 역사에 완성용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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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용로니얼 아프리카 작가’라는 상표를 훨용하는 문화 지본률 

이 혼재하며 작가을 또한 이러한 과정율 모르고 있지 었다 그렇다 

고 하더라도 작가흘 이국적 상용으로 포장하는 이러한 시스탱과， 또 

그러한 시스탱에 자기용 화려하제 드러내기릎 주저하지 않는 작가 

율에게 눈융 감는다는 것도 융옹 일은 아니다 

포스트콜로니얼 시대 아프리카 작가을은 자신의 명성이 외부적 

상엠 의빼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얘슐 때문에 얻어진 것이라 

고 생각하고 싱어한다 아프리카라는 표지 없이 안정받기홉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중총 자신융 수식하는 ’아프리카의’각는 앵용 

사용 계거하고 ‘그냥 tout ∞un’ 작가이기블 원한다 자신의 명생이 

‘아프리카’라는 상표융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출판사에 의해 얻어진 

경우에라도 알이다 물론 이러한 작가들의 태도는 갱당한 연이 있기 

도 하다 왜냐하연 "1명가나 문학 전문 기자들은 자신의 문화 권력 

융 유지하지 위해 작가들에재 그률의 뭇과 상관없이 자기률이 원하 

는 정예성융 작가들에게 부여하기도 하지 때문이다 용고 영화 감혹 

이자 작가인 레앙드르 압랭 바얘르Léanrue-씨ain Bakcr(1960 - )의 

r여기서 여행은끝난다 Jci sψ7ite k lØ.)'Qg<!'J (l989)나 마리 인디아이 Marie 

Ndiaye42)의 대부분의 소설툴에는 자신의 아프리카인으로서의 갱체 

성융 부인하는 작가의 분신툴이 풍장한다 토고 출신의 작가 코시 

에푸이의 경우 자신의 아프리카생 africanité-융 강하게 부인한다 자신 

융 수석하는 어떤 형용사도 없이 그냥 작가이기플 원하는 이훌에게 

그툴의 피부잭쩔은 온집적 가치의 보판소가 아니다 이툴 작7많은 

역사의 산파들이었던 이전 선배융과 닿리 자가들의 작용이 그 자체 

42) 아리 인디아이는 프랑스 어어나와 셰네강 아에쳐 사이 에셔 1967언에 E링스 부 
。}에 l져야!의 피티비에 Pithiviers에서 태어냥다 2001년에 스영 '''-지 카프프 

.... 。껴야'J(200 1 ， Minuir)로 에이나 상 k prix Femina융 앙있고. 2α%에는 

소성 r셰 영의 강한 여자융 Troh Fnnma pu.‘용씨f:SJ(2009， Gallimard)로 동우르 
상1e pru: Goncourt-i- 안앙야 



184 훌어운화원연구 제22호 

로 영가받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혹인’은 부수척인 의미만융 가질 

뿐이다 

무딜레노는 표스트콜로나얼 시대의 아프리카 작가의 정제성을 역 

사적 차원에서 찾은 다음， 그틀의 생존 방식융 분석한 후 쳐응의 질 

문으로 툴아가서 과연 포스트흘로니얼 시대의 아프리카 작가란 어 

떤 존재인가를 자문한다 그는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의 아프리카 작 

가는 그의 존재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젓이 아니라， 그의 작용이 g 

현하는 j포스트올로니얼리테 post，∞lonialité’에 의해서 규정됨올 강조 

한다 쪽， 생산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왼 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택스트가 식민지 역사의 흔적용 간직하고， 그러한 

역사의 진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한 그것은 애우 포스트콜로니얼하 

다는 것이다 이 경우 포스트1'0<1는 반드시 시기상으로 독립 이후안 

올 지칭할 멸요가 없다 쿠루마의 r독립의 태양듬j응 작풍이 나온 

시기상으로나 작풍의 주제로나 매우 포스트콜로니열한 작용이다 그 

러나 칸의 f모호한 모헝， 01 독립 이전 시기를 다뤘다고 해서 덜 포 

스트콜로니얼한 것은 아니다 아르키 Harki 딸의 이야기플 다루고 있 

는 알제리의 여성 작가 자이아 라마니Zahia Rahmani (1 962 - )43 )의 

r프랑스， 어린 시절의 이야기 Fronce réâ“ d'une e7!βnce，J(2006)는 알랭 

마방쿠의 r깨진 잔 V"" α，，;，(2005)이냐 레오노라 이아노Uo，αa 

Miano(카애를， 1973 - )의 r엘리즈율 위한 블루스 Blues pour EliseJ 

(2010)보다 더 포스트홀로니얼하다 왜냐하연 주인공의 갱재성은 식 

인지 사기의 사건들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 

연 알에르 카위의 r이방인，(1942)이나 뒤랴스의 r연인L껴η"""， ( 1984), 

r태명양의 방파쩨 Un bamJge rontre le PacîfiqueJ( 1950) 혹은 르 플레지 

오의 r오니샤@뼈，(1991) ， r로드리게스로의 여행 Voyage à RocMguesJ 

43) 그녀는 지긍끼지 이 소성 외에 r오즈 M~ι'J . r.“우융링” 소성 , 씨빼 ?잉" . ro쩌끼j 

(2005)융 얀"었는애 소성 ’R즈 λIOU'J(2003 ， Sabine Wespieser)료 2003년에 에 

이나상용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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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r아프리카인 L꺼Ifrica씨(2004) 퉁운 모두 포스트흘로니얼리태 

를 드러낸 작용으로 간주합 수 있을 것이다 우딜레노는 이런 점에 

서 ‘아프리카’ 작가흉 활신성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올 강조한다 

아프리카 출신의 작가라고 해서 절대적인 진실융 말하는 것은 아니 

다 이제 작가의 순수한 정체성에 대해 논쟁하기보다는 작풍의 미학 

적 차원에 대해 얄해야 한다 어떤 작가도 ‘그냥’ 작가일 수는 없다 

작가는 자기 시대에 대해서， 그리고 문.0f0I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올 알려주는 그런 역사객 존재들인 것이다 

얄베르틴 치 벌롱디 용끄이 Albertine Tshibi10ndi Ngoyiμ)는 세계화 

의 거샌 울절 앞에서 작가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인들 션체가 어떻 

게 대웅해야할 것인지블 매우 거시적인 시각으로 논하고 있다 그뎌 

에 의하연 일반적으로 언흔매체가 보여주는 것처링 아프리카는 그 

형게 비판주의가 지배하는 땅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곳도 

아니다 오히려 문화척으로 자연적으로 용요로운 대륙이다 유럽인 

들에 의해 300년 이상 지속된 노예무역과 식인화가 아프리카의 알 

천융 충단시켰옳 뿐이다 유럽인률은 흥히 사하라훌 경제로 아프리 

44) ~쩌생 아프리카학 잊 상호운찍 연구소 CEAF&R1’ 소장 흥고 엔주 공화국 킨 

Aμ1 '1용역 대학표 Univen;itt! Cuholique$ de Kinshasa에서 용띠& 가프졌다 
앵기애 우앵 '1용릭 대여jl Uruπ'ersité Cath여띠미 e de Louvain에서 영't 악사학 

위용 받았다 저서는 다용과 강다 ’아g리'1에서 여성 교욕의 쩡갱흩 '1사이 지 
역 풍고 여자올의 정우 Enjmx ck l'édut;<Jlion ck III fomrnt ffl Ajriqw. C& des 

fommes cvngolai5es du KQSQfJ. Paris , L’""""띠n， 2005. r풍용셰칙 장여와 용리 

냥4와 그의 운영 Ðh어~ rt mgagemml COη1mUrumlai". L 'homme n SQ destin… 
Éditions UniversÎtaites du Kasayi , Kananga, 2002. r기호학혀 해석의 때려다입 
어스의 싱용객 기호흔에서 얘석자 이용에 대안 소요 P.κIdigmr de I'interpritα'/on 
sbniotiqr.ι Esqllisse rk la théori~ ck rinurptirant rt이nsla sbniq.pr영'mßIiqut' tk CJr. 

S. PeiruJ , Munich .Kinshasa , Publications Universitaires Africaines/Afiican 
Universiry Studies , 1997 그녀는 2012년 5생에 셔용대학교에셔 영련 국세 학승 

대회애서 r아프리카의 시각에서 온 새계약 도전과 정셰성 양구 La mondialisa 
tion vue d'Afrique. Quête identÎtaire et défisJ라는 제혹으g 안Il.flt:J-. r아프리 

'1. 상상력의 보고 L'Ajiiq;ι 찌.dνmglnatl1$J 찌용 대회 자효징， pp. 123-J35 앙a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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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륭 양분.'1-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남북 교류의 역사적 사실융 

왜곡하는 것이기도 하고， 갱치적인 읍모가 슐어 있는 것이다 즉， 복 

아프리카흘 ‘지중해 연합 Union Méditerranéenne’으로 포섭함으로써 

북아프리차를 사하라 이냥의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으로 이인 오지 

옷하도록 하지 위한 방패로 상으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아프리 

카는 언어객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웃이다 예률 들어 

콩고얘서 시용되는 언어만 400여개에 이른다 45) 

세계화는 정계 교류의 효율생이라는 미명아래 문화의 영역에서마 

저도 획일성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각각의 문영마다 가지 

고 있는 고유갱올 따피하는 것이다 툴혼 오늘날 기술 운영의 발달 

로 국가 간 경제， 문화 교류가 매우 활발해지연서 이타성에 개방되 

지 않은 채로 고정왼 정제성올 유지한다는 것은 올가능하다 따라서 

타문화와의 교류를 지속하연서도 이러한 세계화의 재앙스러운 결과 

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갱신객 가 

치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리카는 오래천부터 관계적 가치， 

사회적 홍합 퉁 비뭉질적 가치를 중시해 왔다 아프리카인등은 우주 

에， 타자에， 초윌적인 것에 항상 영혀 있었다 아마두 항따태 바가 

얄하듯이 아프리카인들에게 “모든 것은 연철되어 있다 모든 것은 

살아 었다 모든 것은 상호 종속척이c다t 

계회애 대쳐6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새로운 연대가 멸요하다 치빌홍 

디 옹고이는 인터넷율 용한 소용망의 확대， 문화 교류률 위한 연구 

소의 설치， 다양한 학문적 교류 퉁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융 것이라 

고전망한다 

45) 언어가 않다는 ̂K낭이 나라의 얀션을 양해.~ 장얘용호 여져갱 수도 있겠지안1 
이껴 생각하연 그 또녕 용화척 풍요호용융 냥융 수 있는 가능성융 제용힌다고 >l 
수도 있응 것이다 

46) ‘Tαut esl tì‘ T out est vivant, T，어 t esl inlerdt야ndant " Origines : J6j Pmshs 

'" mg<> 야tο ‘ι Éditioru; de la Martinière, Pari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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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포스트콜로니얼 작가란 그의 태생적 갱혜성으로 판단항 것이 아 

니라， 그가 어떤 식민지척 경힘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주제척 판갱에 

서 파악해야 한다는 우딩레노의 앙은 ‘포스트콜로니얼리즘’과 관련 

혜서 않은 것융 생각하재 한다 포스트란 무엇인가? 포스트는 단지 

식인지 이후라는 시간격 의미안융 갖는 것일까? 그형다연 식인주의 

혹은 제국주의는 오칙 과거 욕에서안 존재하는 것일까? 포스트용 이 

렇게 시간객 의미로안 본다연， 세계화라는 이영하에 새로운 방식으 

로 아프리카에 촉수용 얻치는 옹흉한 자본주의의 탑욕이 예고하는 

새로운 식민주의흩 어영게 이해양 것인가? 이러한 정애서 에투아르 

글리쌍이 ‘포스트콜로나얼리증’이라는 용어애 대해서 부정쩍인 견해 

융 피력하는 것은 충운히 이혜항 만하다 그는 다음과 잡이 말한다 

“우리가 식민주의라 용리는 과거의 현상융 관죠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다는 시실 때문애 이훌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라고 부흔다연， 

냐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다 우리는 아직도 식민지 시기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영태용 취한 식민주의다 그것은 다국적 

거대 세력이 지배하는 식인주의다 식민화하려는 냐라는 더 이상 식 

인화하기 위혜 다를 나라융 정형항 영요가 없다 내가 거부하는 포 

스트훌로니얼리즘이라는 용어에는 요약하고， 종합하는 그리고 철흔 

융 내리는 뭔가가 있다”끼 포스트용 회고쩍인 의미로안 여낀다연 

4끼 ‘ Si on appelle postroloni피.isme Ie fai! que I‘00 '" 여띠 UDe póiodc où ]'on 
pt:ul rffi<<:bir sur 1.10 이"""""'" ""‘ qui s'a~잉lerait Ie ∞10ni잉isme， ~ dis 

que ce n'cst pas vraì.. N。띠 """ ... """’e en période ∞Ionialistι mais c'esl 
"" ∞ @뻐isme q이 a pns unc au야 forme. C'est un ∞Ion.ial.isme de: domi 

.. "。띠 """"녕es multina t.ionales. Un pays col。띠잉"띠 "’ •• 1여 """"' 

d'en occuper un a \.lm: pour Ie ∞，Ionm. 11 Y a q'얘~ 뼈，，" 아capituJatif， 

de synthétique et de ∞oou.sif dans Ie Iame α""，，1m비lisme que je récuse." 

Lise Gauvin (éoivain et a빽ucli~π q‘l&écois), ‘당""‘IC av<< Édo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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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식민주의용 한융간 옛날 얘기로 간주하재 되으로， 형태률 바 

꾸어 둥장하게 영 새로운 식인주의의 위협에 대쩌 합 수 없게 휩 것 

이다 식민주의 갱산의 문제는 비단 아프리카에만 국한됨 문제가 아 

니다 제3세계 인구의 상분의 이가 식인지용 경험했다 우리가 시기 

상으로 식민주의가 끝난 시정애 있지만 그 시절이 냥긴 상쳐에 대해 

성창하ci!.， 그러한 상쳐용 반육적으로 입지 않도혹 세계용 바꾸려는 

노력융 하지 않는다연， 우리을 중의 누군가는 또 다시 새로운 혐태 

의 식인주의가 용러융 재앙의 희생자가 되고 알 것이다 포스트는 

따라서 시기척으료 ‘후’가 아니라 일종의 ‘에타1로 이혜혜야 할 것이 

다 즉， 자기 앞에 있는 욕쟁 대상융 ‘뒤’에 서서 바라보는 성창적 

태도호 이해해야 합 것이다 48) 포스트용 에타로 이해힐 때 식민주의 

용 용도 처분된 과거의 유산으호 파악하지 않고 식민주의의 현재성 

을 째대로 파악합 수 있융 것이다 식민주의에 대한 ‘애타’쩍 태도는 

아프리카인툴툴안 아니라 우리훌 포항한 식민지홈 경헝한 모든 이 

툴애깨 식민주의의 혼척과 상처얘 대혜서 문학융 포항한 다양한 방 

엉으로 성장하고 그 상쳐흉 치유tf 수 있는 기회용 제공해 줄 것이 

다 포스트롤로니얼 시대의 프랑스어권 문학에 대한 이뼈와 건망이 

지금， 여기용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요한 이유가 아것이다 우리는 

G lissaDt : Faiπ \e guer du moode"‘ ú Dnl()jr, Livres, 2001 , p. D6 

48) ’이상학"""꺼.""，이라는 V에 률어가 있는 에다·랴논 잉용 얻예 그리스어호 
나층에’ 혹온 ‘위에‘악는 쩌앙혀 의이를 가져고 잉었다 아리스호영예스외 저작 
률에 에타여혀이라는 이톨이 톨용 이유는 기엔전 l세기에 안드호나표스ια。 

@잉 (지원전 280년경)라논 샤g이 아리스토엉예스외 갱징훌 연앙...， 펴정에서 

자연의 세 l엔리톨 는하농， 세욕이 업는 잊몇의 논용흩융 ‘자연학 physic:a ' 위에다 
깅다 두연서 ·자연” 위에‘라고 이톨율인 예서 유혜얻악 에타농 ‘예다 소성 에 

악 언어’와 강응 용해에서 요웃이 ‘ 에 예얀이려f 생앙혀 외"ltt 가지고 있다 
어잉 얘생 ‘위’에 셔서 그것흩 싼장;J-e. 의미훌 강고 있는 것이다 M ;utin Heide-
1Ø!f, ús ~~ de 10 mitop/f)싹Æ ..... 에，."."..，“‘It (1929--1930)’ 
trad. D. P;mis‘ Paris， G‘@α"d， 1992, p. 68 깅흉충， ’근대혀 생갱생의 풍껑 
파 성창혀 주세의 압예고리" 한국사회아여안국샤여여J ， 41씨， 2007 장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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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포스트흘로니얼’ 시대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갱신척 에 

타콜로니얼‘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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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첼 r성화객(짧3짧~) 아이러니와 설화객(짧옆B'J) 유머에 대하여 

- 용어권 아프리카 운획을 중싱으효심，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r人文셈쩔. ， 저@집， 1991 

오생근 r생고르의 시에 나타난 아프리카와 예그리뷔드의 의미IJ ， 한 

신문화사 r현대비명과 이흔'J ， 13 ， 1997 

민경숙 r프란츠 따농과 포스트콜로니얼 문학" 용인대학교 인문사 

회과학연구소 r인문사회논총'J ， No. 2, 1998 

이건우 r영원한 타자의 상상력 앤 쩔롱의 경우'J ， r프루스트와 현 

대 프랑스 소설. ， 민응사， 1998 

깅회영 r불어권 혹인 운학 생고르와 세계르흘 충싱으출， 프랑스 

학회 r프항스학연구'J ， 19, 2이j。 

이복냥 r네그리뷔드와 유년의 왕국의 추구 - L. S 생고르의 시를 
중심으-'lJ， 프랑스학회 r프랑스학연구 .• , 19, 2000 

깅영욱 r프랑스어권 제 3세계의 민촉정제성 추구 에에 쩨쩨르와 

49) 앙g 연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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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혐民초앓 談옮. L . 한국프팡스학회 r한국프랑스학논집'. 

제36집. 2001 

김명욱 r프항스어권 제 3세계의 민혹갱체생 추구 - 에에 째제르와 

r뼈民主흉 용용. II 언어와 문제J ， tb국프랑스학회 r한국 

프랑스학논집' . 쩨40집. 2002 

김인숙， rSen8hm 시에서의 혹인의식 연구J. 한냥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 논운， 2002 

송진석 r크레용리태 혹은 왈어권 서인도제도의 문화정제성J . 한국 

툴어올문학회 r용어올운학연구'J ， 56권， 2003 

원종익 r아프리카의 프랑스어 소설 연구J. 한국아프리카학회 ，한 

국아프리카학회지J ， 18, 2003 

유호식 r카위의 r양제리 연대기J와 과거 청소Þ. 한국불어불문학회， 

r불어볼문학연구J ， 2003 

이복남 r프량스어권 카리므지역의 운화 정체성 - 크리올 운학과 크 

에융리태 운동을 중심으출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 

구샌터 r국제지역연구'. 쩨7권 2호， 2003 

이송회 rFran∞.phonie와 양쩨리J. 한국프항스학회， r~국프랑스학 

논집 •• 제42집. 2003 

이영옥 r샤기억으로서의 문학 모하며1드 답 Mohanuned Dib의 r누 

가 바다툴 기억하랴'JJ ， r불어불운학연구J ， 55권. 2003 

십재충 r갱체성 당론과 이데올로기 - 아이티와 마르티니"，"， 한국 

라틴아메리카학회 ，라틴아애리카연구 .• • 17(2). 2004 

원종익 r.상실과 회복의 글쓰기 용고 에티의 r잔인한 도시 ... 한국 

아프리카학회 r한국아프리카학회지 • • 20. 2004 

김정희 r이중의 문화， 이충의 부재 ‘외르Beur’ 문학용 흥해 용 프 

랑스 사회용합의 이상과 현실J.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i 

r프량스어문교육 .•• 제20집. 2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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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익 r，독립 이전 아프리카 프랑스어 연극 연구'J ， 한국외대 아프 

라카연구소 r아프리카 연구J ， 18, 2005 

앤총익 r，욕립 이후 현대 아프리카의 프랑스어 연극 연구J ， 한국아 

프리카학회 r한국아프리카학회지J ， 22, 2005 

원종익 r，공존얘서 저항으로 프랑스어 혹인 시문학의 여갱( 1930-

1960)J , 한국아프리카학회 r한국아프리카학회지J ， 24, 2，아l6 

이영욕 r갱째성， 기억， 역사 아르키와 그 자녀를의 경우; ， 한국훌 

어불문학회 r용어용문학연구'.1 ， 66권， 2006 

김영옥 rr갱은 오르에우스」와 예그리뷔SJ ， 한국프랑스학회 r한국 

프랑스학논집J ， 제59집， 2007 

앤종익 r거짓 일기와 진실의 소설 - 용고 에티의 r용바의 용생한 

그리스도". 프랑스학회 r프랑스학연구'J ， 39, 2007 

원종익 r집단애서 개인으로 특립 이후 아프리카의 프랑스어 시문 

학J ， 한국아프리카학회 r한국아프리카학회지J ， 26, 2007 

이규현 r소셜에서의 역사의 활용과 글쓰기 - 김훌의 r냥한산성j과 

앗시아 저1바르의 'Vastt' esl {o prisonJ융 중싱으출， 셔율대 

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r용어문회권연구'.1. 1 7호， 2007 

갱지용 r，타하르 앤 쩔흘의 r모래의 아이j에 나타난 쟁쩨생 왕쿠와 

이야기의 미료J ， 서융대학교 률어문화권연구소 r블어문화 

권연구J ， 17호. 2007 

김현숙 r，마다가스카르의 문학과 정째생 시인 랴에아리앵료의 작 

용율 중심으~， 한국아프리카학회 r한국아프리카학회지J. 

V이 27, 2008 

싱재충 r풍고의 인촉주의와 문학 루뭉바 세제르 우당시J ， 서용대 

학교 왈어문화권연구소 r，용어문화권연구'J ， 1 8호， 2008 

원총익 r예그리뷔드의 태동 항앵 르네상스로부터 네그리위당}지J. 

한국아프리카학회 r한국아프리카학회지J ，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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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익 r두 대륙의 깨달옵 - 용고 에티의 r용바의 불짱한 그리스도j 

와 올테르의 r캉디드JJ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1 

r외국문학연구'J ， 32, 2008 

잉기대 r다언어국가로서 알재리의 언어 사용 갱책에 판한 연구" 

한국프랑스학회， rtF국프랑스학논겁J ， 쩨62집， 2008 

정지용 r，져서전융 씀 수 없는 이유 - 타하르 앤 쟁용Tahar Ben 

Jelloun의 r대휠가'JJ . 서윷대학교 용어문화권연구소 r용어 

문화권연구'J ， 18혹 2008 

진종화 r회곡 r한 태풍j에 나타난 예그리뭐E.I， 한국용어용문학회， 

r볼어용운학연구J ， 74권， 2008 

김용현 r이주와 쟁에생 - 타아르 앤 쩔룡의 r떨구어진 시선JJ ， 한국 

왈어용문학회 r불어용문학연구"J ， 80권， 2009 

김정숙 r，마그레브 프랑스어 문화， 그 모호한 갱얘성과 위상J ， 서올 

대학교 용어문희권연구소 r툴어문희권연구'J ， 19호， 2009 

깅갱숙， 안화진 r앗시아 쩨바르Assia 마ebar의 글ξ기 - 타인의 언 

어로 역사쓰기J ， 한국용어용문화회 r용어용문학연구'J. 80 

권， 2α)9 

원총익 r프랑스어로 왼 아프리카 최초의 문화 학용률'J ， 한국아프리 

카학회 r한국아프리카학회지J ， 30. 2，이)9 

원종익 r혼동의 문학사， 프랑스어로 원 아프리카 문학의 역사J ， 한 

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r외국문화연구"J. 35, 2α)9 

진인혜 r외르 문학 속애 나타난 사회흉합과 자기정쩨성J ， 연새대학 

쿄 유럽사회문화연구소 r유럽사회문화'J ， Vol. 2. 2αR 

진중화 r에두아르 글리상과 헤엑J ， 한국용어용문학회 r홉어왈문학 

연구"J ，8O권， 2009 

깅갱숙 r‘프랑스어권문op - 혈식인화 기획과 싱천의 가능성J ， 한국 

왈어왈문학회 r흩어용문학연구J ， 83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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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갱숙 r모하메드 딩의 '3부작 알제리j 탈식민 이녕의 성득J ， 서 

올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불어문화권연구J ， 20호， 2010 

검쟁희 r방리외에 대한 새로운 시선 - 문화정변의 관정에서 바라본 

따이자 겐 Faα:a Guene의 r내일은 카프키프 Kiffi kifli dff. 

ntO.tnJ , 한국불어왈문학회 ，불어올문학연구J ， 83권， 2010 

싱재중 r에두아르 글리상 카라브 탕식민의 과제와 그 너어 r혜 

자르드 강j올 중싱으호 1 서올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r용어문화권연구"J ， 20호 2010 

원종익 r네그리뷔드에서 미그리뷔드로 새로운 세대의 아프리카 

문학」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외국문학연구" 

39, 2010 

원종익 r아프리카 작가들과 언어 문제 - 프랑스어 사용 작7많을 

중싱으출， 한국아프리카학여 r한국아프리카학회-^lJ ， 32, 2이。 

이규현 r앗시아 제바르와 손창성의 비교 연구 r프량스어의 실종j 

과 r낙서촉」을 충섬으출， 서울대학교 올어문화권연구소， 

r불어문화권연구"J ， 20호， 201。 

이송이 r정계의 글쓰기와 활식인적 여성의 자아 앗시아 제바르 

Assia 마<b"，의 r사랑， 기마앵진 L’Amour, la fantasia...용 중심 

으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외국문학연구" 

40, 2010 

이송。1 ， r경계와 활경제의 해항도시 알제A1양r • r사랑， 기마행진 

L 'Amour, 10 fonJasiaJ. r거처에 있는 양쩨의 여인툴F.，.，.， d ’'Al", 

dans Imr appa끼-써어1 나타난 도시 이미지 분석， , 한국프랑 

스학회，한국프랑스학논징" 제72집， 2010 

이송이 r식인과 해방， 역사와 신화‘ 현성과 환상의 크에용 해항 도 

시J ， ~댁프랑스학회，한국프랑스학논집" 재69집， 2010 

진인혜 r프랑스어 알셰리 문학의 흐홈과 경향 및 다문화적 특생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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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õt프랑스학회 r한국프랑스학논징J ， 제 70집， 2010 

진총화 r애두아르 글리상의 시와 영론에 나타나는 앙티아니태용 충 

심으로 한 서인도혜 갱체성 추구"J ， r프땅스문화예슐연구J ， 

제32집， 2010 

진종화 r에에 세계르의 r귀향수정j에 나타나는 반식민척 의식화융 

위한 현실 고발"J ， r프랑스문화예슐연구.J ， 제31집， 20 10 

진종화 r에얘 세쩨르의 r귀양수갱j에 나타나는 파토스적 수사 전략.J ， 

한국프랑스학회 r한국프랑스학논집J ， 재69집 ， 2010 

김병욱 r해요용드 세다르 생고르의 언어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의 언어 문제에 대하여J ， 한국프랑스학회 r한국프랑스학논 

집J ， 제75집， 2011 

검숭민 r프랑스 이민자 소요사태의 발발 원인 운석J ， 한국프랑스학 

회 r한국프랑스학논징J ， 쩨74집， 2011 

김갱숙 r문학의 장올 흥해서 온 양제리 프랑스어문학의 미래 전망J ， 

한국용어용분학회 r용어용문화연구J ， 88권， 2011 

깅대회 r.서아프리카 구슐매체의 의미와 현대성J ， 프랑스학회 r프 

랑스학연구"J ， 57, 2011 

문보배， r A. Kourouma의 A/klh n 'est 야S 이뺑쩌 푸영원 아프리카 

인의 갱제성 혼동 내용분석 기엉의 객용.J ， 한국외국어대 

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1 

심재중 r흥고의 작가 치카야 우당시 쪽력적 현실과 의식의 착종 

rot주 달콩한 항나무 열매j흘 충심으료J ， 한국붙어불문학 

회 r용어불문학연구"J ， 87권， 2011 

심지영 r표과서흩 흥해 온 세예갈의 프랑스어 교육 문제J ， 서용대 

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r올어문화권연구J ， 2 1 호， 2011 

오은!t， r식민주의， 언어， ‘프량스어권’ 혹아프리카.J ， 서융대학교 용 

어문회권연구소 r용어문화권연구'.1， 2 1 호， 2011 



g스트용로니엉 시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운여의 언찌와 이예 199 

오쟁숙， μ}하라이냥 서아프리카 구전용화 속에 나타난 여성의 이미 

지J ， 프량스문화예슐학회，프랑스문화예슐연구.J ， 쩨3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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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 

La littérature africaine francophone postcolonia1e 

voix du présent et voies d'avenir 

YEE Choonwo。

(Université Nationa1e de séo띠) 

La quête identitaire des Africains qui ont ∞nnu les crises so. 

n띠esd’avant et après l'indépe떠ance constitue un des enjeux les 

plus importams de la littérature africaine francophone. Dans 

l'éα)(}ue précoloniale, les personnages romanesques sont des 6g. 

‘ues qui résistent au régime colonì외 。u qui sont déchirés enb'e 

delα αltures : cel1es de 1’Occident et de I’Afrique. Cette figure.o 
de I'africain, 00 la trouve dans les romans de Sembène Ousmane‘ 

de Mongo Beti et de Ferdinand α。00. Dans )'야X예ue de la dé 

∞ 。nisation， en revanche, c'est un africain qui perd ses repères 

entre tra이tl.on et m여ernité dans un monde qui voit rout à la 

fois l'instauration de régimes dictatoriaux, et une urbanisatioD 

a생lérée. Cette figure-lå de I’errant ∞nfrontée à la perte des re

야res identitaires, on la trouve 따ns Saiπl-MansÎt?W' &Jy de wi띠iams 

Sassine, dans Feu de Brousse de Tchicaya U Tam'Si et dans Les 

SO/，뼈 des i，빼'N!rIdances d’Ahmadou Kourouma. Mais la mutarion 

'00띠e n'est pas toujours néfaste ; en effet, elle αnnet souvent 

l’apparition de nouvelles αIlUres ‘hybrides’ dont témoigne un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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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de Mongo Beti, Le pauη chrisJ de Bomba. La rés잉tance aux 

pouvoirs dictatoriaux q뻐nt à elle est fréquente ; le roman lA vie 

etáδnie du Congol띠s Sony Labou Tansi I’띠잉tre remarquable 

ment. On retiendra aussi avec attention les deux auteurs ivoirie떠 

dont les romans témoignent de 1’histoire tragìque réαDte de 

l’Afrique Alunadou Kourouma qui, avec son roman A//ah n’'esr 

pas ob!igé, dξnon∞ la tragìque guerre civile se déroulant d깅lS des 

pays de 1’Afrique de 1'0uest, et Véronique Tadjo qui, avec son 

romanL’'ombre d싸'Ulna Voyage au boω du R“",mt. , ‘exhume’, 
poumut-on 이.re ， avec 띠deur le génocide du Rwanda. L’émer 

gence d’une nouvelle génération d ‘écrivains, qu’on appelle “ en 

fants de la ∞st-colonie )) et qui habitent à Paris ou 따ns ses ban

lieues en s’adaptant à la vie parisieIUle qui n'est pas en∞，re fa. 

vorable à la diversité cultureUe, constitue une des cara이'éristiques 

remarquables de la littérature afìicaine fr잉1α끼phone. on SOI명e à 

C허ixthe Beyala, Daniel Biyaou1a, Alaìn Mabanckou, Sami Tchak 

。u Fatou Diome 

Un autre enjeu princi쩍1 dans la littérature africaine franço. 

phone se focalise sur le pouv1。σ et le gen.re. La qu엉tion du 

genre relève de ceUe du pouvoir dans la mesure ω 1" ∞nrr. 

mtes a야" 이verses que les codes s∞iaux ， la religion et les va

leurs traditionnelles conditionnent ∞mplètement la vie des 

femmes. on renconσe dans des romans postcoloniatα des per

sonnages féminins ∞urageux et sages quì savent se débrouiller en 

péri여e de crise sociale, tels que ’la grande Royale’, figure du ro

man L 'aventure ambiguë de Cheikb Hamidou Kane et ‘Salimata’, 
figure des SI이때 deslnó<쩌dances de Kourouma. Au m피e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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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ées 70, 00 entend enfin les voix d ’auteurs féminins qui furent 

trop longremps absemes de la scène Iittéraire. Les femmes écrÎ. 

vains dénoncent les tortures trad.itionnelles ∞mme I’excision (la 

clitoridectomie) dans La Parole a“x négres.양 d’Awa Thiam, d킹，. 
Femme d'Afriφæ La Vie d'AαUl Keïta racontée par e//e-même de 

Aoua Keïta ou dans Une si longι fettre de Mariama Bã. La ro

mancière sénég.외깅se ， Aminaæ Sow F.허1 ， auteur d’une série de 

romans La Grève des Battu, L 'Appe/ des arènes, Le Jujubier du palri. 

arche mérite aussi notre attention. L’écrivain-phare panni les 

jeunes écrivaînes est sûrement C혀αthe Beyala. ses romans, car

actérisës par la subversion des codes littéraires habiruels ct I’élab

。ration d ’un nauveau φs∞UIS romanesque, dénoncent le patri 

arcat, accusé d‘exercer à 1’enCQntre de la genr féminine une véri

table ‘ dictature des couilles ‘ 
Qu’en est-i1 de 1’écrivain africain, aujourd'hui , en pleine mon

이외isation ? L’tσivain africain a la responsabilité de φre au nom 

de ceux privés de droit à la parole ; il “ relate ,) non seulement, 

ma>s ‘ relie ‘ et ‘ relaie )) les histoires. C ’est pourquoi la ‘ prës 

en∞ )) des voix d’écrivains africains est si importante. C야:lendant， 

Ia posl∞lon i외ité d’un texte n ’est pas due à 1’autcur, mais à son 

produit. Un auteur est un auteur post떠onia1 par excellence dans 

la mesure où il s’efforce de refléter dans ses rextes les traces du 

coloni잉isme . Son origine ethnique n‘est pas importante. On doit 

désacr허iser ’&미vam ‘ africain >> . Le ‘post’ dans I’cxpresSlon 

posl∞ 。nialisme ne doit pas être ∞nsidéré d’un point de vuω 

chronologique, mais comme meta, caraα:érisξ par la rétle잉on. La 

rétlexion conrinuelle sur le colonialisme qui n'est jamais révo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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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s permettra de retracer la blessurc du colonia1isme afin de la 

guérir 

주제어 포스트흘로니영， 아프리카， 프항스어권， 사회 연통， 정체성， 

젠더 

Mots-clés postcoloni따. Afrique, fran∞phonic ， mutation soci따e ， 

idenrité,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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