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타 볼프의 r카산드라』와 『메데아』에 나타난 

이방인의 시각 

정 미 경 (서울대 

1. 서론 

크리스타 불프의 작품을 얽다 보면 한 가지 눈애 려는 것이 었다. 바로 

작품 속 대부분의 인물돌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 대해 낯썰옴올 느낀다 

는 접이다 r나누어진 하늘 Der ge뼈lte Himn뼈 .. (1웠)얘서 주인공 리타 

는 이미 동독 체재에 대한 소속감애 불안한 균열올 갑지하고 있고 r어디 

에도 쩔 땅은 없다 Kein Ort. Nirg없ds，ø(1979)에서 플라이스트와 권더로 

데는 소수 륙권충들이 모이는 차 모임에 참여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사랍들로부터 소외된다. 추볍 속의 인물 크리스타 T.는 동독 사회에서 자 

신의 정체성올 찾지 못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리고Ii'여름극 

Sommerstlick .1 (1쨌)에서는 동독체제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의 체념적 

일상이 그려진다. 이와 갈은 인물들의 소외감과 소속감의 상실온 『카산드 

라 Kas잃때ra.l(1웠)와r메데아 M어ea. S마m따1 .. (1웠)에까지 이어지는 

데， 이 점에서 볼프의 인물들은 일단 ‘국외자 A뼈ensei따’와 동일시될 수 

있는 넓용 의미의 ‘이방인 Fremde’으로 규정훨 수 있겠다. 하지만『카산드 

라』에서『매데아」로 옳아가는 동안 인종적 의미의 ‘이방인’도 주요한 문제 

로 부각되므로， 크리스타 볼프에게서 ‘이방인’은 두 가지 의미， 즉 국외자 

로셔의 ‘이방인’과 인종척 의미의 ‘이방인’울 모두 포활하고 었다. 볼프는 

작품과 별도로 에세이롤 홍혜 자신의 미학적， 정치적 입장올 드러내는 경 

향이 있는데， 00년대까지만 해도 미학적 입장을 중점척으로 천명하고 있 

는데 반해， 00년대애 이르러서는 한 사회의 소외계충이나 아웃사이더에 

대한 글올 많야 발표했다.1) 혹히 통독 직후 미국에 체휴하는 동안， 훌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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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많은 영 향을 받았음옳 확인할 수 1 았다 2)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방인의 이러한 낯설음이 볼프의 작품 

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다는 점이다. 볼프의 인물들은 대부분 자신이 

속한 사회와 거리를 취함으로써 즉 낯설음을 통해 비로소 이전에 도달하 

지 못했던 인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볼프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병들고， 

소외되고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난 인물들이지만， 동시에 - 혹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자들 

이다. 

볼프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이 이 글의 문제의식에 한 축을 이룬 

다면， 다른 한 축은 볼프의 비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다. 독일 통 

일 이전， 볼프의 체제 비판은 동독과 서독， 양 진영 모두를 겨냥하고 있는 

데 이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비판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볼프는 ‘양자택 

일 체제 Entweder-α)er-Sys따n’나 ‘혹백 논리 Schwarz-Weiß-뼈lerei' 

의 위험성에 대해 시종일관 경고하고 있으며， 이것은 작품 속에 나타냐는， 

대립되는 두 체제 - 사회주의 사회와 자본주의 사회， 부계사회와 모계사 

회 둥 - 모두에게 해당된다. 예컨대 작가는 “오늘날 인간이 겪고 있는 육 

체 / 영혼 / 정신의 분열올 알지 못하는 그런 분열 따위는 전혀 이혜할 수 

도 없는， 이성올 갖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Sind v，없lUnftbt횡abte 

W않ende빼벼r， 벼e nicht die Spaltung des 1뼈ltigen Menschen in 

1) r타보우로 가는 길에서 Auf d없1 Weg nach TaOOuJ(I994)얘 실련 글 중 
<Santa MOIÙca, Sonntag. den 'Zl. S앵tember læ2> (S.232-247)와 

<Abschied von Phantomen - Zur Sache: Deutschland> (S.313-339), 그리 
고 f이 나라 다른 곳에서 Hier찌lande. AndemoJtsJ(l앉꺼)에 수록된 

<&￥맹1버핑en π뼈 sσeet> (S.7-41), <Nirgends sein 0 Nirgends du 
mein Land> (S.61-68), <Geg메 이e Kälte 뼈 Herzen. Charlotte Wolff -
in뼈na디onale Jüdin mit britischem Paß> (S.HE-I22)를 그 예로 들 수 있 
다. 

2) læ2년 9월부터 9개월간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크리스타 볼프는 특히 이민 

자나 망명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올 보이는데， 빼컨대 독일계 유태인 의사인 
샤를로테 볼프에 대한 글에서 그 역력한 혼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작가는 
그녀가 “아무도 Ni없I8Ild" 아니었다고， “혈벗은 채 이민자들의 온갖 곤경에 

처 한， 보호받지 못한 사랍 잉n Mens다1 ohne Schutz, hautlos all밍 
Wìdrigkeiten des 당rugranter띠as잉ns ausgeseαt"이 었다고 적 고 있다. In: 
Christa Wolf: Hierτul없띠e. An<뻐norts， M.파lchen 1앉엉" S.l::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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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b/:엎Ie/G려st kennen, sie g없 nicht verstehen. können?"(V 88) 라고 
성찰하고 있으며 이것은 서구의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서구의 사고는 바로 아러한 길， 즉 분리와 환석의 길 

율 갔는데 그것온 이훤론과 일원론율 위혜， 또 째계상과 채계들의 완결성 

을 위해 현상들의 다양성올 포기한 길이자， 확고한 객판성을 위해 주관성 

을 포기한 길이었다. 

(…) eben diesen Weg ist doch, verl잉nfacht g잃agt， das abt표띠l하때sche 

Denken gegangen, den Weg dE잇r Sαldenmg， der Ana1yse, des Verzichts 

auf die Mannigf;떠디gkeit der Erscheinungen zl땅uns따1 des D뼈lismus， 

des Monismus, zl핑unsten der Geschlossenheit von Weltbildem und 
Systemen; des Verzichts auf SU비하떠vi태t zl땅unsten ge혀야뼈따 

Obj려떠vi없1. (V 139)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석과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러한 비판과 앞서 살펴본 ‘이방인’과의 관련성이다. 특 

히 볼프가 비판하는 이분법적 사고톨에서 ‘이방인’온 어떤 입지점옳 갖게 

되는 것일까 하는 물음올 던져볼 수 었다. 이 굴의 가껄온 이성에만 치중 

하여 편향되게 발달해온 문명 사회， 나아가서 남성중심의 사회 또는 서구 

중심의 사고방식에 대한 볼프의 비판이 ‘이방인’의 특성울 지닌 인물들올 

통해 형상화된다는 것인데， 그것온 바로 이방인이 양가성을 특성으로 하 

고 있기 때문이다. 

2. 이방인과앙가성 

영국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그의 저서 r근대와 양가성 

M어eme und Ambiva1enzJl (001)에서 이방인의 문제를 팡범위확게 다루 

고 있는데， 여기서 이방인은 근대의 문재률 함축한 것으로 고찰된다. 그에 

따르면 근대의 목적온 ‘질서’의 창출이고 그 과정에서 “법칙융 부여하는 

이성 die gesetzge밟nde V，없1Unft"3l이 결정적인 역할올 한다. 이 때 근대 

의 지배자와 철학자에 의해 계획된 인위적인 ‘질서’는 모든 것을 범주화 

3) Zygmunt Bauman: Moc없leUI피 Arnbiv~뼈Z， Fra피åurνM1앓，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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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노력에 다롬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의 질서란 바로 모든 것 

을 하나의 명료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시에 이중적인 의 

미를 갖는 것， 애매모호한 것， 즉 양가성을 배제함을 뜻한다. 하지만 질서 

를 부여하려는 근대 이성의 노력은 끊임없이 양가성을 부산물로 만들어낼 

따름이다. 그래서 결국 애매모호함， 모순， 다의성， 미결정된 것， 양가성 따 

위가 ‘질서의 타자 das Andere der Ordnung’로 나타나게 된다. 

바우만에 있어 이방인은 근대의 이분법적인 ‘질서’ 속에서 친구도， 적도 

아년 양가적인 지대를 형성하며 그 대립 구도 자체를 흐트려 놓는다. 그런 

데 바우만의 이론과 볼프의 이방인이 만나는 지점은 바로 이방인이 갖는 

특수한 기능에 있다. 바우만은 이방인들이 “어떠한 입장에도 감정이입할 

수 weil sie sich in alle Positionen ei파때en können" 있기 때문에， 이미 

한 사회에 뿌리를 내린 내국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선택의 가능성 

W빼lrnöglic바eit"4l을 가진다는 데에서 국외자의 특수한 기능을 보고 있 

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갖는 양가적 특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독일의 사회 

학자 짐멜도 주목한 바 있다. 그는 이방인을 ‘오늘 와서 내일 머무르는 자 

der heute komrnt und morgen bleibt’라고 정의하고 그 특성올 “가까움과 

밟 의 합 (合) Synthese von Nähe und Ferne"5l으로 정식 화했다. 즉 이 방 

인은 한 사회의 ‘내부’에 있으면서 ‘외부’의 시각으로 그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은 한 사회의 규범적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무비판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기존의 규 

범과 사고방식을 문제삼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은 한 사회를 평 

가하는 시금석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양가성에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 

이 근대 주체의 불확실성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우리가 

완전히 친숙하게 느낄 세계도 없고，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 주인으로 군립 

할 ‘주체도 없다 es gibt keine Welt, in der wir je völlig zu Hause si때， 

und es gibt kein Su비ekt， das je Herr im eigenen Hause wäre"6l는 발벤 

4) E벼.， S.læ. 
5) Georg Simmel: Exkurs über den Fremden, in: ders.: Soziologie. 

Untersuchungen über die Fonnen der Vergesellsch따tung， Gesamtausgabe 
BdJI, 2.A바1.， Fr.때m따1M. 1앞6， S.7f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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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스의 션언은 근대 주체의 불확실성과 근대 질서얘 대한 반성에 근거하 

고 있다. 발덴펠스는 근대의 질서률 ‘선태적’이고 ‘배타적’인 것으로 보고， 

그 질서로부터 벗어난 것에셔 ‘낯선 것 das Frl없뼈’7)이 생겨난다고 설명 

하고 있다. 

사회학적 방법론이 ‘이방언’의 역할과 기능올 양가척인 것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면， 정신분석학에서는 ‘낯선 것’이 사랍돌얘게 불러일으키는 

양가척인 감정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일찍이 ‘낯선 것’올 의 

식에 의해 “억압된 것 das V.뼈떠맹te"으로 보고， 이런 의미에서 ‘낯선 것’ 

올 “자아에 대한 외국， 즉 내면의 외국 찌r das Ich Ausland, inneres 

Ausland"8l으로 비유했다. 결국 ‘낯션 것’용 의식에 의해 감히 인식되지 못 

한 것올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면에서 무의식과 일치하는 부분야 

많고 곧 ‘친숙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낯선 것’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 

키는 양가적인 감정， 즉 불안감과 이끌립은 바로 여기얘 기인하고 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해당될， ‘낯선 것’의 두 가지 가능성올 보 

계 된다. 즉 “‘낯선 것’온 문화적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개재인올 자극할 수 

있는 유혹이 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상황을 보존하도록 강요하는 위험이 

되 기도 한다. Das Fremde wird entwE:Xltπ zur Verlo때mg， durch die 없S 

Individumn anger맹t wird, die kultu퍼len Verhä1t띠sse， (...> zu 

ver삶ldern， α놨 aber es wi며 zur Gef하π， die 없zuzwi때t， die 

besteh얹떠en V，려1ältnisse zu konservieren."9l 첫 번째 가능성이 이방인이 

갖는 긍정적 기능， 즉 정체된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접올 가리 

6) Ber바삐rd W~따mfels: T，야:x>gra아úe des Fren때en. Studien zur 
R뼈뼈nenol앵ie d얹 Frerr때en， 2.Aut1., Fra파dUrt/M. 1997, S.20. 

7) 독얼어 Fremde논 형용사는 h홉1년애셔 파생된 말로 우리말로는 ‘이방인’으로 
번역된다.F뼈떠에서 파생됨 다른 말들， 즉 ‘das Fremde’, ‘die FI1얹피빼t’와 
같온 경우 원래 형용사의 의미훌 살려 ‘낯선 것’， ‘낯셜옴’으로 번역필 수 있 
는 반면， Fremde 같은 경우 ‘이방인’으로 번역되어 어감상 ‘낯선 것’과의 관 
련생이 척어 보이지만， 독일어 훤어훌 생각해보면 양 자의 밀컵한 관계는 

분명히 드러난다. 
8) Sigmund Freud: Neue f，여ge .. der Vorles띠1gen 찌r Einführung in die 

Psych때lalyse， in: 짧'$.: ST A 1, Fra파d따νM. l앉뻐" S.49>. 
9) Mario Erd뼈im: Psychoanalyse UJ띠 Unbewußth밍t in der Kultur, 3.Aut1., 

Fra파&따세tl 1994, S.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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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다면， 두 번째 경우는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귀결된다. 크 

리스타 볼프에게는 물론 두 가지 측면이‘모두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양가성이 곧 이방인의 속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률리아 크리스테바는 『우 

리 자신이 이방인이다 Fremde sind wir uns selbst.JJ (1앉X:))에서 제목이 시 

사하는 바처럼 이방인올 내국인의 또 다른 자아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녀 

는 이방인을 “이데올로기적， 사회적 변화의 원동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 취해야 할 거리감의 메타포 die Metapher 

der Distanz, die wir im Verhältnis zu uns selbst einnehmen müß않n， um 

die Dynamik der idoologischen und sozialen Ve대nderung anz따rurb잉 

n"1O)로 정의하는데， 이는 볼프에게 나타나는 이방인의 모습과 여러모로 

상통하는 면이 있다. 

3. 0힘인의 A입: 키t.fC라 

볼프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낯설음이 이국에서의 낯껄음 이전에 이미 

자신의 나라애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동독에 대한 작가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r메데아』에서는 인종적， 문화적 차이애서 오는 이방인， 즉 외국인과 

동일시되는 이방인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면 『카산드라』에서는 자국내 

얘서의 ‘낯설게 됨 F따ndWI밍빼1’이 전체 소설의 긴장구조를 이룬다. 

이를 위혜 볼프는 카산드라라는 신화적 인물올 무엇보다 고향에 대한 

감정과 그것의 상실 속에서 조명한다i'카산드라』를 집필하기까지의 구상 

단계에 대해 보고하고 있는 『‘카산드라’ 이야기의 전제 Voraussetzungen 
einer Eπ때lung: Kas잃n이Cl.l를 읽어보면， 그리스로 여 행하는 볼프가 타 

국에서의 낯설음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카산드라의 인물 형성에 영향올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카산드라의 낯설음은 고향에서 이미 그 상실 

감을 맛보았다는 점애서 이국에서의 낯설음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 시점이 언재였던가 

하는 문제 Die Frage nach dem Zeitpunkt, 없1 d없1 Heimatgefühl 
verlorenging" (V 26)가 대두된다. 

“고향 상실과 의미 상실， 고향 획득과 의미 획욕， 고향의 결핍과 의미의 

10) Julia Kristeva: Fn떼XIe si때 wir uns selbst. Fra피빼야1. 1때， S.l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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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이라는 상관관계 Korrelation von Heimatverlust (-gewinn,. -defizit) 

und Sinnverlust (-gewinn, -defizit)"ll)에서 볼 때 고향의 상실감이란 개 

인이 한 사회 내얘서 겪게되는 방향 상실갑과도 관계된다. 혹히 이것이 

‘자기 나라에서의 낯셜융’으로 될 때에는 방향 전환의 문제가 된다. 즉 지 

금까지 받아들인 규범들이 새삼스레 문제시되고 개인들은 고향으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곳올 찾게 된다. 

동독사에서 볼 때 작가와 당과의 협조관계가 공고했던 초기 단계를 지 

나， 양 자 사이에 알력이 생겼올 때， 이것은 많은 작가들이 서독으로 이주 

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19'η년 볼프 비어만의 시민권 박탈 사건 이후로 

많은 작가률이 동독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사상 유례 없는 대이동 

beispiello앞 Exodus’에 합류한 것올 상기하면， 우리는 이 문재률 크리스 

타 볼프애게 비추어 생각혜 볼 수 있다. 훗날 작가 자신도 이 문제률 고백 

하고있다. 

접접 더 척박해지는， 점점 더 외부훌 향한 우리의 영향가능성이 채한받는 

여기 이 동독 땅에 - 그 당시 아래로부터의 저항운동은 아칙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 우리가 남아 었어야 할까， 그럴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동료 
작가들이 했던 것처럼 여기훌 떠나야 한단 말인가? 

S이len， 1φ，rmen wir hierbl，잉ben， in der DDR, die sich immer n빠r 
V엠austete， un똥re Wrrkungsm:펑lichk잉t n때1 auf농n immer π뼈π 
잉nschr삶lkte - eine ProteStbeWI맹ung von unten war d따nals noch nicht 

in Sicht -, oder müssen wir weggehen, wie andE뾰 Kollegen es taten?12) 

동독올 떠나는 대신 볼프는 두 체제 사이에서 겪는 긴장올 문학적으로 

숭화시키려 했다I!'카산드라」와 『메데아』에서 고국율 떠날 것인가 선태의 

기로에 선 주인공들이 각각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메데아논 조국 콜히스의 권력싸움에 환멸융 느껴 스스로 망명의 길 

올 택한다. 반면 트로야의 패망올 목전에 두고 있었을 때， 카산드라는 자 

11) Astrid Herhoffer: “…m피 밟matlos sind wir d<았I 왜e": . Sinnverlust w떠 
Sinnstiftw핑 in äl않rer wld [윈Jerer OS띠eut앙ler μteratur， in: Gennan 
üfe Let따s， Nr.2 <411없7)， S.lffi. 

12) Christa Wolf: Was tut die sσ얹ge Fec썼'?， in: φes.: 떼얹때없lde. 

Andem(πts， a.a.O., 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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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애인 아이네이아스로부터 함께 이다산으로 퇴각하여 새로훈 나라를 

건설하자는 제의를 받지만 거절한다. “왜 그와 함께 가지 않았올까? 

Warum 띠cht ich, mit ihrn?" (KA 7) 하는 물음은 작품 속에서 반복되는 

데， “하지만 어디로， 어떤 배를 타고， 가야 했단 말인가? Doch wohin 

hätte ich, mit welchem Schiff, noch f，삶πen 501ln?" (KA 41) 하는 체념에 

서 독자는 그 대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칼하스 

의 모습에는 조국을 떠난 ‘망명자’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투영되어 있 

다. 트로야를 등지고 그리스군으로 넘어간 칼하스에게서 가산드라는 “향 

수에 불타는 남자 einen Mann vom Heimweh ausgebrannt" (KA 95)를 

발견할 뿐이었다. ‘망명’의 길을 가는 대신 “증인으로 남겠다 Ich will 

싫19in bl잉뾰n" (KA 'lJ)는 카산드라의 다짐은 곧 동독 사회에서 볼프 자 

신이 스스로 설정한 역할올 말해준다. 역사의 중인으로서의 역할은 볼프 

에게서 바로 글쓰기 그 자체인 셈이다. 그래서 동독올 떠나는 대신 동독애 

남아 그 몰락올 함께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글쓰기의 추동력이 

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카산드라가 어렵사리 도달한 것과 같은 내적 

자율성이 전제된다. 

내가 글을 쓰거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종속으로부터， 당으로부터， 

당의 지시로부터， 또 어떠한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면， 그러 

연 난 그 곳을 떠나야만 했올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내가 생 

각하기에 난 이 긴장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내가 그 곳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봅니다 

Wenn ich es nicht schaffe, mich vollkommen von jeder Abhängigkeit. 

von der Partei, von ihren Instruktionen, von irgendwelchen Angsten 

beim Schreiben 여er im L뾰n zu befreien, daß ich dann wegge뼈1 

m피3te. Es hat 잉ne Weile g어au따， aber ich glaube. d외3 ich es 

geschafft habe, daß ich in dieser S야mnung 1허:>en kann und daβ ich 

dort gebraucht werde,l3) 

13) Christa Wolf: “40J삶lre Le밟lSChn뼈ßt man ja nicht so 야ule weiteres 
weg". Aus 엄nem G얹m김ch mit Schülerim뼈1 der Drei1inden-Qbe염ch버e 

Berlin-Zehlendorl am 30. November 1쨌. Zit.n.: H잉de von Felden (Hg.): 
…greìfen zur Feder und denken 버e Welt... Frauen - Literatur - Bìldung, 
Oldenburg 1991. 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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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프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잣에도 얽매이지 않는 관찰자의 자리는 바 

로 앞서 살펴본 이방언의 역할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카산드라는 트로 

야의 공주이자 여사채로서 얼핏 이방인과는 거리가 멸다. 확지만 트로야 

의 왕실로부터 떨어져 나와 스카만드로스 강가의 공동체로 접근혜감으로 

써 카산드라는 점차 ‘이방인의 시각’으로 자신의 나라훌 바라보기 시작하 

고， 이것은 그녀가 도달하게 되는 인식의 토대가 된다. 즉 낯선 써계률 접 

합으로써 카산드라는 자신이 원래 속한 사회에 대해 거리롤 취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상대화혜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카산드라가 자신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데에는 고흥과 

갈풍이 수반된다. 아버지 프리아모스 왕으로 대표되는 궁궐 셰계를 향하 

여 “하지만 날 믿어줘요! 나도 당신네들파 같은 걸 원한단 말이에요. Al:x풋· 

glaub mir doch! Ich w피 do하1 das gI밍che wie ihr." (KA lW) 라고 외치 

는 카산드라의 공허한 주장에는 자신이 속한 새계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 

그 세계로부터 추방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리워져 었고 동시에 배반 

에 대한 죄의식이 깔려 었다. 아버지의 새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은 카 

산드라에게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이방인의 불안감을 안겨준다. 그것 

은 질서로부터 벗어나 혼돈으로 들어섬올 뜻하기 때문이다. 

불안은 이방인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것에 

도 속하지 않고 불복정인이 된다는 것은 불안을 유발한다; 그것은 사채 판 

토스의 모습에서 역력히 드러난다. ‘트로야외 그리스인’ - 이 명청은 판토 

스 이륨 앞에 붙어다녀 그의 비소속감올 의식적으로 보여준다 - 판토스는 

바로 양가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불안율 느낀다. 그런데 판토스 자 

신이 이국에서 느끼는 불안과는 별개로， 이방인으로서 그가 갖는 ‘불확정 

성’은 트로야 사랍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 이방인에 대한 불안감에는 

이방인에 대한 공격으로 돌변할 폭력성이 잠재되어 었다. 펜태질래아의 

죽음에 대한 복수로 일군의 성난 여자들이 판토스률 사냥하여 처참하게 

죽이는 것이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카산드라가 이방인의 시각을 획득하게 되는 데는， 자신의 친숙한 세계 

와 거리륨 취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낯션 세계로의 접근이 결정척인 역 

활용 한다. 첫 접촉은 시녀 마르패사의 인도로 이루어지는데， 이단의 여신 

인 키벨래를 숭배하고 비밀스런 춤의 의식올 치르는 이 집단울 보고 카산 

드라는 ‘경외감’과 ‘혐오감’올 동시에 느낀다. 에르트하임이 ‘낯선 것’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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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적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당혹감’14)이 아 경우 점차 긍정적인 것으 

로 작용한다. “내가 유일한 것으로 생각했었던 냐의 현실 외에도 트로야 

에는 얼마나 많은 현실들이 더 있었는지 Wìeviele Wrrklichkeiten gab es 

in Troia noch außer der meinen, die ich ckχh für die einzige gehalten 

ha따"(KA 25) 하는 깨달옴처럼 이 새로운 세계는 카산드라에게 궁궐 밖 

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다. 

이질적인 소수민의 집합채인 스카만드로스 강가의 공동체에는 주지하 

다시피 작가의 유토피아적인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 여기서는 계급 간의 

위계질서도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은 자연과 친화된 삶올 누린다. 도구적 

이성이 지배적인 궁궐의 써계와는 대조적으로 이 곳에서는 인간 본연의 

‘감정’에 충실하며， 여성들의 격렬한 춤동작에서 보여지는 것처럽 리듬과 

톰짓이 살아있는 문자 이전 단계의 세계이다. 물론 판토스의 야만적인 살 

해의 예에서 크리스타 볼프는 감정이 제어되지 않을 경우 이것이 광기로 

흐률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계룰 하고 있다. 궁궐사회의 모렐이 문명화된， 

근대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면， 스카만드로스 강가의 공동체는 문명 이전 

단계의 삶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유럽 문명 사회에 대한 작가의 

진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점점 더 풀리 몰아가는 소용돌이의 이미지가， 그 중앙얘는 진공상태가 점 

점 더 커지는 반면에 더 이상 지탱할 곳이 없는 사랍둘은 소용률이 주변 

으로 돌아가다 결국에는 그 너머로 내팽개쳐지는 이미지가 내 뇌리롤 떠 

나지 않는다. 우리 체제의 불안한 옹호자들은 이 치명적인 현상을 아무렇 

지도 않게 계속해서 진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팔아먹는다. 

A따r 마힘핑t sich das Bild eines sich innner schneller drehenden 

Strudels auf, in dessen Zentrum das Vakumn irrurer 믿üßer wird, 
W젊1rend diejenigen, die kei뼈1 Halt πl앙π fm뼈1， an seinen 때놓'ren 

Rand, s하ùießlich 없rüber 비naus g'얹C비eudert werden. Die rastlosen 

Verfechter uns밍-es SYStems verkaufen uns die뚱s fatale Phänomen 

14) Vgl. Mario 암예뼈m: Das Fremde - T，야em UJ띠 Tabu in 뼈· 
Psych때때yse， in: Ulrich Str뼈‘ (HgJ: Das Fremde in der 
Psych얘nalyse， Mω때1en 1앉l3， S.168: “1m Gegensatz 겐m Anderen, das 
mir gleichg버디g s잉n kann, löst die Ka앵orie desFI1없1den immer eine 
positive α:Ier negative Betroffi빼뻐t 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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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따'hin ung없빼 als Foπschritt.l 5 ) 

크리스타 볼프가 보기에 이성 중심의 근대 사회는 진보라고 이롬 붙이 

기에는 미심쩍은 데가 많다. 볼프가 이성 중심의 사회를 비판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냐는 도구적 이성이 지배적인 

사회의 폐해와 자기 몰락의 길올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적 질 

서에 위배되는 인물， 즉 이방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i'카산드라』에 

서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한 궁궐의 모습이 전자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면， 궁궐의 세계와 스차만드로스 강가의 공동체 삶 사이를 부유하는 

카산드라의 시각은 후자에 속한다. 차산드라가 자신이 속했던 세계를 제 

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주변부 문화와의 접촉올 통해 새로운 시야 

가 트이면서이다. 그것은 가치의 전도를 말한다. 즉 이전까지는 유일하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 이제 의문시되고， 정상의 경계 바깥으 

로 밀려났던 것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것은 이방인이 갖는 “유동적인 특 

수성 den s뿜zifischen Ch따빼따 der Beweglic바eit"16)을 홍해 가능해진 

다. 

그런데 이방인의 시각올 통해 카산드라가 터득하게 되는 것은 “죽이고 

죽기 Töten und Sterben" (KA 138)식의 전쟁의 이분법올 넘어서는 제 삼 
의 가능성에 대해서이다. 

그리스인들에게는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숭리와 패배， 친구와 적， 삶과 죽 

음 사이에 양자택일만 있올 따름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다르다. 볼 수 

없거나 냄새 맡올 수 없는 것， 들올 수 없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은 존재하 

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구분 사이에서 으깨져버 

련 다른 것， 바로 제 삼의 것이 있다. 그 사랍돌 생각으로는 전혀 존재하 

지도 않는 것이지만， 항상 다시금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미소지으며 생 

동하는 것， 삶 속에 정신이 들어 있고， 정신 속에 삶이 둘어 있는， 나누어 

지지 않은 것이 었다. 

Für die Griechen gibt es nW' entweder W;하펴1잉t α:ler 디}ge， richtig 

15) Christa Wolf: Dünn ist die Decke der Zivilisation, in: dies.: Hierzul없xle. 

Anc뼈norts， a.aO., 5.211. 
16) 5inunel: Exkurs 빠~ 뼈1 Fremden, a.a.o., 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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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r falsch. Sieg oder Niederlage. Freund oder Feind. Leben αier Tod 

Sie de따en anders. Was nicht sichtbar. riechbar. hörbar. tastbar ist. ist 
nicht vorhar빼n. Es ist das andere. das sie zwischen ihren s대따en 

Unterscheidω19en zerquetschen. das 마itte. das es nach ihrer Meinung 
überhaupt nicht gibt, das lächelnde Leben에ge， das imstande ist, sich 

immer wieder aus sich selbst hervorzubringen. das Ungetrennte. Geist 
im Leben. Leben im Geist. (KA 124f) 

여기서는 비록 그리스인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올 말하고 있지만， 이 

진술은 그리스인과 트로야인을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크리 

스타 볼프가 비판하는 서구의 사고방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서구의 사고 

방식은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남성적 사고로 구체화되는데， 볼프는 “어 

머니 자연올 지배하고 자연으로부터 멸어진 정신세계라는 놀라운 건물을 

세우기 위해， 어머니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꿰뚫어보려고 하는 사고 das 

De따en， das d.ie Mutter Natur nicht lieben, sondem durchschauen will, 

urn sie zu 밟herrschen und das erstaunliche Gebäude einer naturfemen 

Geisteswelt zu errichten" (V 75)를 남성 적 사고라 말한다. 그리 고 이 러 한 

남성적 사고방식에 있어 양가적인 것， 즉 하나의 범주로 구분되지 않는 것 

은 폰재하지조차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올 수행하는 남성들과 

그 논리를 반복하는 여성들은 죽이고 죽는 전쟁의 이분법을 넘어서지 못 

하고 모두가 살 수 있는 제 삼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반면 어디에도 얽 

매이지 않는 카산드라의 시각은 이 이분법적 논리 자체를 흐트려 놓으며 

남성적 질서를 전복시킨다. 

4 문명 사회의 이방인: 메데아 

카산드라의 낯설음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가족 내에서 일어난다면， 

『메데아』에서는 이국에서의 낯셜음이 주된 테마로 자리잡는다. 조국 콜히 

스를 둥지고 코린트의 낯선 문화에 정착한 메데아와 그녀의 추종자들은 

코련트 사회의 기존 질서를 혼돈으로 이끄는 존재로 둥장한다. 코린트는 

미개한 콜히스와 대조되는， 이른바 ‘문명’ 사회의 외피롤 하고 있지만， 이 

방인들로 인해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 결국 그 앓은 외피 아래 감추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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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속쌓을 드러내고 만다. 그것온 이방인둘의 삶외 다른 방식을 인정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성올 재거하려는 근대의 야망과도 맞닿아 었다. 

크리스타 볼프의 메데아 재해석온 이 인물올 “두 가치체계간의 경계에 

선 여 인 eine' Frau auf 故 GJ1해ze zwischen zwei Wertesys따뼈1"으로 
보는 데서 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계’는 “당사자가 새로운 상황툴얘 

적웅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옳 경우 쉽게 섬연으로 

훨 l잉.cht zurn A바πund werden, wenn die Betroffene nicht bereit αier 
nicht f;값lÍg ist, sich den neuen Ve꺼lältnissen anzupassen "17)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불프의 『메데아』는 실질적인 고향 상실의 이야기， 이민자 

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여기서 두 문화외 차이는 ‘야만’과 ‘문명’이라는 대립항으로 묶어질 수 

있다. 모계사회의 혼적이 더 많이 남아있는 콜허스는 코린트 ‘문명’ 사회 

의 시각으로 볼 때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다. 여기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야만’과 ‘문명’이란 명칭이 인간의 풍성올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권력구조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코린트인률은 콜히스인들율 

‘야만인’으로 닥인찍고 그 사회로부터 배재시키는데 이는 자국민의 정혜 

성율 재확인하고 그 기득권율 공고허 하는 데 이용된다. 하지만 콜히스의 

여인들온 경채적， 사회적으로 열퉁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코련트 사람들에 

게 굴총적인 태도톨 보이지 않고 ‘머리롤 끗끗히’ 한 채 살아간다. 이로써 

이방인과 내국인 사이의 갈등과 반목은 더욱 더 커진다. 그런데 볼프는 이 

방인에 대한 적대감이 한 사회의 ‘자기 상’과도 관련되어 있옴올 보여준 

다. 콜히스인올 이주민으로 받아들인 관용도 코린트 사회가 위기에 처함 

에 따라 곧 그 한계률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내적 결속력율 다지기 위해 

‘낯선 것’이 ‘이질적인 것’으로 배척된다. 그렇게 해서 코린트안들의 ‘우리 

상 Wlf-Bild’온 ‘정화’되고 ‘자신의 것’만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라는 

집단적 환타지는 이방인에 대한 중오심으로 귀결된다. 이로써 불프는 푼 

명 사회가 보이는 이방인에 대한 관용이 얼마나 얄확한 것인가 항변하고 

았다. 

17) Christa Wolf: Von Kassandra zu Me:뼈， in: Marianne Hochg엉ch따Z 

(fJg끼 Christa Wolfs Me:뼈. Voraussetzung앙1 zu 잉.nem T，앉1. Mythos 
UI떠 Bild. Berlin 1앉용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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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인과 내국인의 대결구도에서 메데아는 묵별한 위치를 차자한다. 즉 

메데아는 ‘낯선 것’과 ‘친숙한 것’ 사이에서 제 삼의 시각으로 양자롤 바라 

봄으로써 양자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에 메데아는 새로운 나 

라에서 자신들의 본래적인 방식을 고집하며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동향인 

들과도 거리를 둔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비단 메데아에게만 해당되는 것 

은 아니다. 메데아와 대결하는 코린트의 실권자 아카마스는 ‘메데아의 눈 

으로 보기’를 통해 자기 나라에서 새로운 면모률 발견한다. 여기서 볼프가 

주장하는， 이방인의 긍정적인 역할올 엿볼 수 있는데， 마치 거울율 들이대 

듯 이방인은 내국인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재 하여 그돌의 화석화 

된 사고에 탄력올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메데아는 코린트에서 “아름다운 미개인 die schè뼈 Wllde" (ME 117)으 

로 불린다.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내국인의 양가적 감정올 말해준다. ‘아 

름다운’이란 말이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과 이끌림올 말한다면， ‘미개인’이 

란 말은 내국인이 갖는，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올 표시한다. 그렇게 해서 

메데아는 “반은 경외되고， 반은 무시되는 야만의 여인 뼈lb ge해rchtete， 

뻐lb VI없chtete Bar벼rin" (ME 113)으로 둥장한다. 

하지만 때데아의 ‘원시성’은 문명 사회와 비교할 때 전혀 열둥하지 않은 

것으로 그려진다. 일견 확고한 질서 속에 서 있는 듯한， 정체된 코린트 사 

회에 메데아는 삶의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쿄린트 사람들에게 

혼돈으로 다가온다. 우선 여성의 역할이란 측면에서 메데아는 “세심하게 

길들여진 애완동물 sorgf젊tig gez값unte 없:us디ere" (ME 18) 같은 코린트 
의 여자들과 달리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낸다. 코린트의 여자들처럼 

“산발한 머 리를 묶지 도 않고 bindet ihren wi1den 없arbusch 띠cht ein" 
“뇌우마냥 거리를 뛰어다니며， 화나면 소리지르고， 기쁘면 큰 소리로 웃어 

제끼 는 läuft durch die S때3e wie ein Ungewitter und schr영t，w<얹n sie 
zornig ist, und la하lt laut, wenn sie froh i앙" (ME õ1) 때 데아는 남성 적 

질서에 종속되기 이전의 본래적인 여성의 모습을， 더 나아가서는 가장 자 

연스런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런 메데아의 모습은 그 자체로 코린트 

사회에 충격이지만， 무엇보다 코련트의 공주 글라우케는 메데아로 인해 

급진적 변모를 겪는다. 메데아가 글라우케에게 되찾아 준 것은 자기 ‘몸’ 

의 발견과 억압된 욕망의 해방이다. 늘 검은 옷만 걸치도록 강요 받윤 글 

라우케에게 메데아는 화려운 옷을 지어 입히는데， 글라우케는 몰라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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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자신의 모습율 보고 스스로 놀란다. 검은 옷에 억눌린 육체가 상정 

하는 것처럽 육체는 정신과 대립되는 것으로 그 동안 억압되고 타부시되 

었다. 그때까지 시들고 병들었던 글라우케의 몸은 메데아에 의해 해방되 

어 기분좋은 유혹의 대상， 즉 욕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 억압의 대상으로서의 ‘몸’은 남성물의 몸올 “막힌 것 etwas 

Gestocktes" , “굳은 것 Verh삶뾰s”으로 만들어 그들의 몸에서는 “어떤 흐 

름도 k잉n Fli왜없 Strömen" (ME 111) 느낄 수 없게 된다. 그것온 인간의 

‘톰’이 이성의 타자로서 대상화되는 과정과 관계되는데， 이률 봐메 형제는 

다음과 같이 젤명하고 었다. 

이성의 타자， 그것온 내용적으로 불 때 자연， 언간의 몸， 환타지， 욕망， 감 

정들이다. 혹온 이성이 자기화할 수 없는 한에서의 이 모든 것이라고 하 

는 게 더 낫겠다. 왜냐하면 현상률의 합법칙척 연관관계로서의 자연， 해부 

학상으로 용찰가능한 육체로서의 인간 몸， “감성융 규정하는 한에서” 오 

성으로서의 환타지， 실제적 이성으로서의 욕망， 도덕적 규범들과 일치하는 

한에서의 감정들만이 허용되고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Das Ar떠ere der "VI얹nunft， das ist i따taltlich die Natur, 짧 πIeI1S뻐iche 

Leib, die pt뻐ntasie， das Beg，빼ren， die Gefü비e - αler 뾰S똥r: 외1 die똥s， 

insoweit es sich die Vemunft nicht hat ar뻐gnen können. Denn 
zugelas땀 und v，하iωlftig ist die Natur 머s g않etzrr녀ßiger 

Zu잃mme따펴I멍 der Ersch영nungen， der m앙lschliche 1갱b 머S 없tatomisch 

durchsichtiges Körperding, die Phantasie als d<<겼. Vers떠nd， “insofem er 

die Sin띠ic1파셉t 야잊S파runt"， das &:컨g당tren als praktische V，얹nunft， die 

Gefühle, SOWI잉t sie den sittlic1뼈1 Normen konform 잉nd，l8l 

이 인용문온 이성애 의한 자연의 지배 과정올 요약하고 있다. 즉 자연 

은 분리와 분석올 롱한 지배의 대상으로 축소되고， 인간의 욕망용 억압되 

며， 인간의 톰은 길들여지고 타부시된다 r때데아』에서 코린트인들의 뺏 

뺏한 톰은 그들의 억압된 감정과 충동에 기언하는데， 메데아식의 자연스 

런 감정의 발산은 그래서 그 사랍들에게 낯설게 느껴진다. 여기서 우리는 

18) H따tmut Böhme; Gemot Bö피ne: I얘s An<훨-e der V，없1unκ Zur 
Entwicklung von Rationalitätsstrukturen 없n Beispie! Kants, 3.A따1.， 

Fra파áurt깨1. 1900,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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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적 사고’에 대한 볼프의 비판올 다시금 엿보게 된다. 감정으로부터 

사고를 전개시키고 그 연관성을 잃지 않는19)메데아는 남성들의 경직된 

사고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여성적’이다. “물과 베일， 고정될 수 없는 것 

Wasser und Schl잉er und was sich nicht festl앵en läßt'’20)올 특정으로 

하는 바흐만의 운디네는 모든 것올 확정시키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남성적 

심판 기관에 경고의 목소리를 보낸다. 그것처럽 볼프의 메데아도 계몽주 

의가 걸어옹 길， 즉 “인간의 동질적이고 목적지향적인 남성적 성격 der 

identische, zweckgerichtete, männ1iche Charakter des Menschen"21)을 

지적하고 보완하려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메데아가 억압된 감정올 해 

방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이성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보다 크리스타 볼프가 가정해 보는 것은， 이성과 감정의 분리가 진행 

되기 이전의 인간， 지금의 문명사회 이전 단계에서 가능했올 조화로운 인 

간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메데아는 이상화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메데아가 문명사회를 모델로 하고 있는 코린트에 ‘미개인’으로 비치 

는 것은 이러한 인물구상에 의거한 것이다. 

그런데 ‘미개인 여자’ 메데아는 곧 “유럽의 문명에 의해 억압되고 배제 

된 타자 das von der abendländischen Zivilisation unt앙drückte und 

ausgeschlossene Andere", 즉 “여성적인 것 속에서 상정되어지는， 충동적 

이고 감각적이고 자연적인 것 das Triebh하te， Sinnliche, Natürliche, 

symbolisiert im Weiblichen"22)올 함축하고 있는 인물이 라 할 수 있다. 계 
몽의 역사에서 볼 때 미개인은 ‘유럽의 \ 백인 \ 남성’이라는 유일한 척도 

에 의해 이방인과 연결되고 그렴으로써 양 자 모두 타자로서 취급된다. 특 

19) VgJ. “Sie fand c.J die G어anken hätten sich aus den Gefl뻐en heraus 
entwickelt und sollten den Zusammenhang mit ihnen nicht verlie떠1." 
(ME 123) 

20) Ingeborg Bachmann: Undine g하1t， in: dies.: G려ichte， Eπ삶ùung밍1， 

Hörspiel, Essays, 2.A따1. ， Mω1chen 1997, S.188. 
21) M없 Hor념1려πler; 까1eodor W. Adomo: DiaJektik der Aufklärung, 

Ungekürzte Ausgabe, Fra띠며.rrtIM. 1~뼈， S.4O. 
22) Ricarda Schmidt: Das ausges대lossene Andere der aben배삶띠ischen 

Zivilisation. Zu Christa Wolfs Mec뼈， in: Axel Gαxlbody (Hg.l: Literatur 
und ÖkoJ앵ie (Amsterdamer Beiσäge zur neueren G잉ma피해k 43), 
Amsterdan1 1앉핑， S.'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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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분법척인 개념구분에서 여성에게 부가된 ‘자연 

성’은 ‘며개인’과의 연결고리롤 제공하여 여성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이방 

인의 영토 Territorium des Fremden in 따 N삶le"23l속에 갇히 게 된다. 바 

야겔은 다룬 대륙에 있는 이방인과 성의 타자로서의 여성올 다음과 같이 

연관짓고 있다. 

먼 곳에 있는 미개인온 유럽인이 역사적으로 관계를 맺는 이방인의 장소 

를 형성하는데， 여기서 유럽인은 진보의 입장올 취한다. 가까운 곳에 있는 

여성은 인간 (= 남성)이 도덕적， 정신적으로 관계롤 맺는 타자의 장소를 
형성하는데， 이 경우 남성은 보다 높온 자리률 차지하는 이성적 주체의 

입장을 취한다. 

Die Wilden in der F，없1e 바l뼈1 den ort des Frerr뻐:m， zu den1 sich der 

euro때ische Mens하 in 잉ne histα1s하1e B썽어1Ung seα1， er bese양t 

dab잉 버e Position des Forts하uitts. Die Frau in der Nähe bildet 뼈1 

ort des Ar피eren， zu 뼈n sich der Mens다1 rv없nn in eine 

mora!isch.，..g，잉stige Beziehung 똥따 wo벼 er die Position dE잊S 

hö뼈-ges뼈l뼈1 V'없1띠l펴gen SU:피하αs 영m파runt24l 

‘마재인’으로서， 또 동시에 ‘여성성’의 구현으로서 불표의 때데아는 이중 

적인 의미에서 권력으로부터 배제되는데， 이률 프리데리케 마이어는 “증 

가된 낯셜옴 po뼈짧te Fren빼1잉t"25)이라 칭한다. 하지만 볼프의 때 데아 

는 또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남성적 질서， 즉 남성에 

의해 규정된 여성 상과는 거리가 멀다. 한스 마이어는 자신의 저서 『아웃 

사이더 AuI썼lseiter ~ (1975)에서 계몽주의가 실패했읍울 선언하고， 그 증 

거로서 여성， 동성애자， 유태인올 예로 들고 있다. 즉 이들 국외자들은 남 

성과 여성， 인종의 획일적인 구분에 위배된 자들로 결국 ‘괴물’과 갈은 폰 

23) Sigrid Weigel: Die 때he Fremde - das Tenitoriwo des ‘Weiblichen’. 

Zwo Verhältnis von ‘Wilden’ m펴 ‘Frauen’ im Di않따s der Aufklärung, in: 
πlOIllaS Koebner; Ger뼈rt Pickδ며t (Hg.): Die ar피ere Welt. Studien zwn 
Exotismus, Fra퍼띠ntIM. 1987, S;173. 

24) Ebd., S.179. 
25) Friederike Mayer: Potenzi인te Frer벼i뼈t Medea - die w괴.de Frau. 

B않'8Chtungen zu Christa Wolfs Ror않m Medea S디mmen， in: Li따'3tur 

für Leser, Nr.2 (1007), s.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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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배제되고 추방된다. 메데아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는데， 그녀는 “남성 

들에 의한 작품 완성 die Vollendung des Männerwerks"올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존재 이 기 때문에 “마녀 Weibsteufel"26)라는 낙인과 함께 추방되 

지 않으면 안 된다. 한스 마이어의 이러한 해석은 볼프의 메데아에도 적용 

될 수 있다. 다만 볼프에게 있어 ‘메데아 (마녀) 사냥’은 내적 갈동의 탈출 

구로서 이방인올 희생양으로 삼는 데에 기인한다. 이로써 작가는 이방인 

에 대한 적대감과 그 실체를 고발하고 있다. 

5. 결론을 대ξ륭때 

볼프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구 사회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양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방인은 근대 ‘질서의 타자’이 ^t， 이성 중심의 문명 사회에서 억압 

되고 배제된 것을 내포하는 한에서 ‘이성의 타자’이기도 하다. 차산드라가 

터득하게 되는 ‘제 삼의 것’파 메데아가 분출하는 자연스러움이 이성 중심 

의 문명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었다. 

그런데 ‘흑백논리’에 지배되지 않는， 제 삼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작가의 

의도는 그 서술방식에 있어서 모순적으로 보인다. 인물들 사이에 존재하 

는 분명한 선악 구도는 여전히 그 ‘흑백논리’ 하에 있기 때문이다. 인물들 

의 다양한 목소리들로 이루어진 『메데아』에서조차도 독자는 결국 선악과 

우열의 도식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는 단 하나의 목소리， 즉 작가의 

교훈적인 목소리롤 듣게 된다. 이렇듯 작가의 의도와 서술방식의 간극은 

볼프에게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 편 두 개의 상이한 체제 사이에 선 이방인의 모습은 독일의 분단상 

황과 물론 무관하지 않다. 분단의 체험은 많은 작가들에게 문학적 과제 

로 되었는데， 예컨대 우베 용존에게 있어 베를린은 “두 질서의 만남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ein M띠ell 떠r die Begenung der beiden 

Ordnungen"27l이었다. 한 쪽만을 고려해서는 이 상황울 이해하는 데 충 

26) Hans Mayer: Außens밍ter， Frankfuπ1.1. 1005, S.137. 
27) Uwe 1<때nson: Ber에ler Stadt벼hn， in: ders.: Berliner Sachen. Aufsätze, 

Frankfuπ깨，f. 1975,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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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지 않고 또 양 편에서 다른 시각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볼프확] 

이방인과 같은 ‘제 삼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카산드라』에서 『메데아』로 이르는 십삼년의 햇수 사이에는 독일 통일 

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크리스타 볼프가 그리고 있는 이방 

인의 모습이 『차산드라』에서 국외자의 시각으로 나타나다 『메데아』에서 

는 실제 사회적， 문화적 이방인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은 이 맥락에서 이 

해될 수 있다. 자신의 나라와 거리를 두면서 관찰자의 시각을 획득해가는 

카산드라의 모습에서 동독에 남은 작가의 대응방식을 읽을 수 있다면， 

『메데아』에서는 작가가 새로운 독일 사회률 이질적으로 느끼고， 통독 후 

자신이 겪어야 했던 시련올 이방인의 ‘희생양’에 비유함을 알 수 있다. 결 

국 작가가 겪은 새로운 사회에서의 낯설음이 소수민에 대한 관심으로 이 

어졌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볼프는 교훈적인 내용올 잊 

지 않고 넣는다. 그래서 소수민의 다른 삶의 방식올 인정하지 않올 때에 

있게 될 (혹은 있어 온) 인류 역사의 퇴행올 『메데아』에서 보여주고 그것 

에 대한 열린 자세와 관용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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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er Blick der Fren떠en in Christa Wolfs 
Kassandra und Medea 

Mi Kyeung Jung (S‘:xlul National UnivJ 

In meiner Analyse erweist sich die Ambivalenz der FI1앉lden 머s 

Waffe, mit deren Hilfe Wolf die instrumentalisierte Vernunft kri디sleπ. 

Die Ambivalenz der Fremden stellt die Eindeutigkeit und die Or，마lUng 

derMαlerne in Frage, da die FI1앉빼n di밍enigen sind, die deren 

dichotomische Klassifikation durchbπ~h윈1. Sie befil1뼈1 sich innerhalb 

eines 양S마nm뼈 gesellschaftlichen Krei않s， s뼈 a뼈. nicht verbunden 

mit dem in ihm herrschenden Kodex. Di얹e geistige Beweglic바잉t 

잉n찌glicht es den Fremden, die bestehende Norm 낌 hinterfragen, 
ind많1 sie mit der Sicht von Außen her das ihnen fr，얹떼e System 

betrachten. 

Wolfs Kri바 an der Mod얹1e li앵t nicht nur in der Ges떠ltung der 

Fr，없뾰n， sondem auch in der Warnung vor der rnännlichen 

Aufklärung: Die machtbesessenen l\때nner gehen einen 

selbsαerstörerischen Weg. In Kassandra werden die Helden der Antike 

herabgesetzt; in MedE징 f젊1t das m섭nnliche I농따eπ das sich der 

instrumentalisierten Vemunft verschrieben hat, durch Menschenopfer in 

die Barbarei zl삐ck. Diese Enthüllungen sind durch 따1 beobachtenden 

Blick der F:뼈nden n따glich. 

Allerdings 와 nicht zll 디다$하1en， 없ß sich Wolf um eine 

Rela디vierung ihrer Kri따 bem비1t， indem sie auch vor der Bli띠heit 

warnt, die aus der V，얹n머nung der V메1unft folgen könnte: Die 

Enthenmlung des Unterchückten erz앉.tgt ihl판-seits Gewalt, wie im 

Beispiel von Penthesilea in Kassandra und der kl잉nen Gru야le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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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cherinnen in M ech겠 déu피해 wirdD행egen . bietet sich der dritte 

Blick als A1temative 00. 

In Kassandra entdeckt die Protagonistin unter Schwieriglç잉ten 이e 

frer떠e Stirrune, die als 다berg없19sfonn zum dritten Blick vers떠n뼈1 

werden kann. Die fremde S마nme st마t hier im Konflikt zwischen 없n 

Eigenen und dem Fren빼n. Erst in Medea gl하lt 버e ÍIi얹1de Stinune in 

den 따itten Blick über. Diesmal ist die Gv없ze zwischen dem Eigenen 

und den Frerr넘en klar und konkret, um so deutlicher verweigert 

Medeas dritter Blick diese GreIlZe. 

Dennoch scheint der Versuch der Autorin, die Denkweise des 

Entweder-Oder zu kritisieren, nicht ganz zu gelingen, 없 sie selbst 

noch 뼈n 벼chotomischen Urt겠1 in der Gegenübers떼lung von Gut und 

Böse vei뼈振t ist: 패e sch얹latische G앵enüberstellung der 믿l따1， 

unterl빼ckten Protagonisten und der schlechten S앙te der H없schenden 

ist bei Wolf typisch. Der Leser gewinnt 뼈1 Eir빼uck， sich von den 

B밍ehrungen der Autαin lei따1 lassen 찌 S이len und fühlt sich 

gezwungen, mit den Fi밍n헌1 rrnα띠밍d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