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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와다 요코의 글쓰기와 글읽기 
 

이 글은 최근 일본과 독일에서 동시에 화제가 되고 있는 다와다 요코(

, Yoko Tawada, 1960~)의 작품을 탈경계적, 탈민족적, 탈문화적으로 분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다와다는 일본어와 독일어 2개 국어로 글을 쓰고 

                    

* 이 연구는 2011년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1    다와다는 일본에서 태어나 러시아문학을 전공하고 스위스에서 독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독일에

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로서 새롭게 배운 낯선 언어로 글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언

어를 통해 언어의 틈새를 파고들어가 글을 쓰는 작가다. 다와다의 문학적 수월성은 수많은 수상 경력

에서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93년에 아쿠타가와상, 2000년 이즈미교카( )상, 2002년 분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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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崔允瑛)    현재 서울대 독문과 교수다. 독일 본(Bonn)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독

일 사실주의 소설과 이민문학, 소수자문학, 문화이론 등이 주요 연구 분야다. 최근에는 주로 독일어권의 

외국어로 글을 쓰는 이민작가들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독일어권의 유대인 작가들에게도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사실주의의 침묵하는 개인들』(독문), 『한국문화를 쓴다』, 『서양문화를 쓴다』, 『카프카, 

유대인, 몸』이 있고, 다와다 요코의 작품 『목욕탕』, 『영혼 없는 작가』를 우리말로 번역하였으며 그 외 다

수의 독문, 국문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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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에서 모두 활발하게 출판을 하며, 두 나라 모두에서 인정을 받는 특

이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지적이고 전통을 많이 반영하면서도 경계

를 넘나드는 독특한 글쓰기 특성 때문에 전문 문학연구자들도 관심을 보이

지만 낯설고 이색적이며 읽히기 쉬운 언어적 특성 때문에 일반 독자도 적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다와다는 독일과 일본의 경계에서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문학의 범주에도 온전히 포함되지 

않아 그 세계적 지명도나 중요성, 문학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독문학계나 일문학계에서 연구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현상을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다와다의 작품은 

두 나라 문학 모두에서 동시에 논의할 공통분모라고 생각할 수 있고, 무엇

보다도 포스트콜로니얼, 포스트내셔널한 문학의 살아 있는 예라고 할 수 있

다. 최근의 예들에서 보듯이 그의 문학에 대한 연구도 두 나라의 경계를 벗

어나 각국의 독일문학 전공자와 일본문학 전공자가 만나 문학을 논하는 다

성적, 다문화적 공간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2 때문에 이 글에서는 주로 독일

문학의 입장에서 다와다 요코를 다루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문학 전문가와 

대상 작품들을 같이 비평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3 

라( ) 드 마고문학상, 2002년 다니자키 준이치로( )상, 2009년 쓰보우치 쇼요(

) 대상을 수상했고, 독일에서는 1994년 레싱문학상, 1996년 샤미소문학상을 수상하고 MIT Max 

Kade Distinguished Visitor로 체류하였고 2005년 괴테 메달상을 받았다. 우리나라에는 두 권의 작품

집 『영혼 없는 작가』, 『목욕탕』이 2011년 최윤영에 의해 을유문화사에서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서경

식과 나눈 대화집 『경계에서 춤추다: 서울-베를린, 언어의 집을 부수고 떠난 유랑자들』이 창비에서 

2010년 출판되었다. 

2    최근에 나온 『독일문학사』에서는 현대 독일문학의 중요한 작가로 빠짐없이 언급이 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미국에서 심포지엄 결과를 모아 Douglas Slaymaker(ed.), Yoko Tawada, Voices from 

Everywhere, Lexington Books, 2007를, 2010년에는 프랑스 최고 권위의 Études germaniques가 특집호

를, 2011년에는 권위 있는 고전작가만을 다루는 Text + Kritik 시리즈가 작가 특집호를 내기도 했다. 

또한 일본에서도 『유레카』(2004), 『 』(2007) 등이 특집호를 꾸몄고 그의 작품은 일본과 독

일 두 나라에서 각기 20여 권 이상이 출판되었고 또한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미국의 MIT 등

을 위시하여 많은 대학의 문학 창작과의 강의도 담당하였는데, 2011년에는 새로 설치된 함부르크 대

학의 상호문학과의 첫 번째 초청교수로 임명되었다. 국내에는 세 편의 논문이 나와 있다. 최윤영, 「매

체로서의 언어, 매체로서의 몸. 요코 타와다의 『목욕탕』과 『벌거벗은 눈』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99, 

2006, 85~106쪽; 박정희, 「카네티, 외스다마 그리고 타와다의 작품에 나타난 언어도구로서 혀」, 『독일

문학』 120, 2011, 195~210쪽; 정윤희, 「요코 다와다의 『목욕』에 나타난 타자성의 문제」, 『뷔히너와 현

대문학』 31, 2010, 297~301쪽이다.

3    이 글은 원래 독일문학자와 일본문학자(윤상인)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지원으로 공동으로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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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50여 권의 다와다의 작품집 중 세 작품[『오비드를 위한 마약』(Opium für 

Ovid, 독일 2000; , 일본 2001), 『벌거벗은 눈』(Das nackte Auge, 독일 

2004; , 일본 2004), 『보르도의 매제』(Schwager in Bordeaux, 독일 2008; 

, 일본 2009)]은 유독 작가가 직접 독일어와 일본어로 같이 집필

했다. 즉, 다른 작품들은 독일어나 일본어로만 집필을 했고 때로 전문 번역

가가 번역을 했지만 세 작품은 작가가 독일어로 먼저 글을 쓰고 작가가 직

접 다시 일본어로 옮겼다. 그러나 이 텍스트들은 작가가 직접 두 언어로 글

을 썼고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 하더라도 작품을 분석할 때 보통의 원본

과 번역본의 관계에서처럼 고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원본 없는 번역’

(Übersetzung ohne Original)이라는 다와다의 개념에서도 보듯이 작가는 번역본

의 기본 출발점이 되는, 혹은 토대가 되는 ‘원본’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있

기 때문이다.4 또한 스스로도 밝히듯이 두 언어의 차이 때문에 처음 쓴 글과 

다른 언어로 번역된 글은 쓸 때마다 매번 다른, 변신한 글이 되며 작가는 번

역은 항상 새로운 문을 “여는 출구”(Öffnung)라고 생각한다. 즉, 그 어떤 기준

이 되거나 해석의 근본이 되는 원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번역은 새로운 

글쓰기라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직접 두 언어로 번갈아 

글을 쓴 이 세 쌍을 이룬 작품들을 다른 시각에서 비교 고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글은 이 세 작품을 월경( )이라는 주제로 

살피되 신화, 언어, 민족 및 국가라는 경계를 중심으로 논한다.

 

2. 신화와 기원의 한계를 넘어서

다와다는 작품 속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주 신화를 다루고 있다. 이때

프로젝트 중 일부인 독일문학 부분이다. 윤상인은 일본문학의 시각에서 같은 텍스트들을 분석했으며 

차후의 논문에서는 비교문학적 견지에서 각자의 독자적 논문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비평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4    Yoko Tawada, Verwandlung, Tübingen: Konkursbuch, 1998, S.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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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작가의 독특한 기본입장이 드러나는데 이제까지의 신화와 신화 인물, 

신화 관념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지평을 깨뜨리는 글쓰기를 보여주기 때문

이다. 신화는 인간과 세계, 사물의 기원과 생성을 밝히고 생명체 본연의 원

초적인 경험을 전달하며 그러한 가운데 근대 이전의 독특한 융합적 범우주

론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혹은 근대에 들어와서 민족국가들이 성립되면서 

신화는 다른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국가나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

는 데 지주가 되는 기원신화의 역할을 행하였다. 일본의 이자나기 신화나 

한국의 단군 신화의 수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작

가는 신화의 이러한 전통적 기능과 의미에 대하여 거리를 두고 있다. 무엇

보다도 작가는 신화가 근원 혹은 정체성의 지주로 작동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화를 재수용하되 서로 다른 이질적인 신화를 섞는 

혼종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러한 신화의 기능에 대한 물

음표를 던진다. 니체가 계보학을 통해 통시적으로 기존의 철학체계와 그 권

위, 기원을 문제 삼았다면 다와다는 공시적으로 섞음을 통하여 변형된 모습

을 보여주면서 기원과 기능을 문제 삼는다.5

1) 『오비드를 위한 마약』(Opium für Ovid)

『오비드를 위한 마약』도 이러한 다와다의 신화관과 혼종적 글쓰기를 잘 드

러내는 수작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변신은 인간 세계와 동물 세계, 주변의 

5    『오르페우스 혹은 이자나기』에서는 일본의 이자나기, 이자나미 신화와 그리스의 오르페우스 신화를 

서로 섞어 결합시킨다. 이 두 신화는 연인을 찾아 저승까지 간다는 공통점을 지녔을 뿐 아니라 각 문

화권의 대표 신화라는 특징이 있다. 섞은 결과 이미 그 주인공들의 이름(이자나기 + 오르페우스 = 오

기, 이자나미 + 에우리디케 = 이나케)에서도 드러나듯 일본과 유럽의 가부장 신화는 그것이 대변하는 

개별 정체성이 흐트러지고 새로운 혼종 신화가 탄생한다. 삶과 죽음의 매개, 빛과 어둠의 매개, 인간과 

짐승의 소통을 대변하는 여신 이나케의 세계와 이분법에 바탕을 두고 그 중 빛, 시각, 질서, 이성, 힘을 

내세우는 근대적 이성을 대변하는 오기의 세계는 대립 속에서 형상화되며 이때 시작되는 근대 가부장

제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그러한 점에서 이나케가 신화의 세계를 대변한다면 오기는 소통과 매개, 혼

종을 거부하고 명증적인 정체성을 정립하려는 근대의 세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와다에게 신

화는 일본의 신화와 유럽의 신화를 혼합시켜 한편으로는 개인적, 민족적, 사회적 기억을 재생하지만 

그 의도는 — 이제까지의 신화작업에서 보듯 — 순수성과 자기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 아니라 모

든 기원이 사실은 유사하며 뿌리부터 혼합과 교류 그리고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데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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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세계가 서로 교류하면서 소통하고 있어 서로의 영역으로의 왕래, 변

신이 가능했던 고대 혹은 근대 이전의 융합적 세계관을 대표하고 있다. 그

러나 이성을 강조하는 근대 이후 세계가 탈마법화되면서 모든 것이 분화되

고 체계화, 과학화되어 점차 신화는 그 의미를 잃고 잊혀졌다. 그러다가 최

근에 자연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공상과학소설이나 모험소설, 또는 새로운 

미디어들을 중심으로 다시 주목을 받는 주제가 되었다. 신화적 세계는 무엇

보다도 미래 세계의 구상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점이 부각된

다. 다와다는 이 변신이라는 주제를 놓고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데, 한 인

터뷰에서 동아시아의 문화, 종교, 불교와 신화, 민담 등에서 변신이 늘 중요

한 주제였었던 데 반하여 유럽문화에서 오비드와 카프카를 제외하고는 변

신 주제를 다룬 작가가 드물었던 점을 지적하고 그 이유는 바로 유럽의 ‘자

기동일성’(Identität)을 강조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유럽에서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문화는 지속적인 정체성(자기동일성)을 가지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문화”나 “일본문화”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일본에 있는 내 복잡스런 방을 보면 “아, 저기에 유럽 물건들이 

있군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과

연 무엇이 유럽이고 무엇이 일본일까하고 말입니다. 여동생의 야마하 피아노는 

그럼 일본이라는 걸까? 유럽이라는 걸까? 저는 이렇게 분리를 해본 적이 없습

니다. 정체성의 문제가 관건이지요.6

 

변신 주제의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지속적인 단일한 ‘정체성’(Identität=

자기동일성)을 거부하는 데 있다. 자연이 끊임없이 변하듯이 신들과 거인들과 

동물과 자연의 육체는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바뀌고 변모한다. 변신은 인

간, 신, 자연의 영역을 넘나들며 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서 한 단일 생물체의 몸이 늙어가며 변화하는 것도 의미한다. 즉 변신은 시

6    http://www.migration-boell.de/web/integration/47_2015.asp(최종 검색일: 201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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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차원을 반영하는 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변신 문학은 고정적 주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주체를 상정하는 사고와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다. 작가가 

작품들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 모티브처럼 ‘나’의 정체성과 나를 형성하는 

요소들은 계속 변한다. 바우어 식으로 이야기하면 고체 정체성이 아니라 액

체 정체성을 다루고 있다. 

『오비드를 위한 마약』(Opium für Ovid)은 제목부터 이러한 혼종과 변신, 

변화의 계기들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제목에 사용된 어휘들도 중요한데 우

선 제목 중 ‘오비드’는 변신 문학의 기원이 되는 로마의 시인 오비드를 가리

킨다. 신화가 보여주는 전근대적 세계의 다양성 가운데 오비드의 신화는 제

목 『변신』에서 보다시피 다른 무엇보다도 몸이 바뀔 수 있다는 변신의 계기

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인 오비드는 “오비드를 위한 마약”이라는 제

목 속에 위치함으로써 그 기존 이미지가 깨뜨려지고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우선 어휘적 차원에서 ‘오비드’(Ovid)와 ‘오피움’(Opium)은 ‘오’(O)라는 

동일한 모음을 사용하여 두운을 맞추고 있어 그 철자 자체가 즉물적으로 강

조되고 있다. 명사를 대문자로 쓰는 독일어에서 O를 연속해서 사용해 강조

하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이러한 O의 반복은 독일의 극작가 하인

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유명한 단편소설 『오 후작부인』을 상기시킨다.7 이 

단편은 후작부인의 정절에 대한 이야기로서 독일 독자들에게는 여성과 성, 

정절의 문제와 연결된다. 또한 O는 정신분석가 프로이트의 대표적인 유명 

정신분석 사례인 ‘안나 O’의 사례도 연상시키는데 소설과 프로이트의 공통

점은 철자 O가 이미 그 모양과 연결되는 전사( )에서 여성의 열린 몸과 

성기, 성에 대한 담론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출입구, 빈자리, 아라

비아 숫자 O, 부재( ) 등으로도 연결되어 글자 자체만으로도 구체적으로 

새로운 열림과 소통의 가능성들을 보여준다.8 무엇보다도 『오비드를 위한 

7    이바노비치는 O와 일본어 구( )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입구와 출구로서의 열린 가능성이라는 점

에서 공통점을 보며 그 외에도 O가 의미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표면, 객체, 귀, 희생자, 마약, 원본, 

부가어, 장소 등 O로 시작하는 개념들)을 지적하고 있다. Christine Ivanovic, “Objekt O/ ? Bekett, 

Kleist, Tawada”, in Études Germanisques Nr. 3, 2010, 598f. 

8    『오르페우스 혹은 이자나기』에서 무엇보다도 열린 몸은 이나케와 뱀의 동침에서도 즉물적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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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제목에서부터 오비드의 가부장 남성 신화가 이 텍스트에서는 여성

들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여성을 위한, 여성에 대한 신화로 탈바꿈하고 있

음을 드러낸다. 

두 번째로 이 제목에 쓰인 단어인 마약을 뜻하는 오피움은 카를 마르크

스가 “종교는 민중에게 마약”이라고 했던 유명한 구호와도 연관을 맺는다. 

이 마약이라는 단어는 신화 세계의 주인공들이 이 텍스트에서는 현대의 경

제세계라는 새롭고 낯선 환경으로 배치됨을 보여준다. 작가 스스로도 다프

네 편에서 이 단어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는데, 마르크스를 언급하면서 “행

복”이라는 말 대신에 “마약”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다.9 마르크스에게서 

종교는 민중에게 현세와 다른 세계를 약속하여 행복과 유토피아를 보여주

지만 다른 한편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과 그 고통을 망각시키는 마약으

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다와다의 신화에서 마약과 도취 상태는 한편으로

는 간접적으로 현대 자본주의의 경제와의 관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비유적 의미를 넘어서 현대사회를 비판하며 저항하며 극복하

는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신화적 이미지와 과거의 흔적을 가진 인

물들은 새로운 세계를 자신들의 신화적 관점에서 다르게 바라보며 다르게 

반응한다. 다른 한편 작가는 이 단어 자체에 주목하게 만드는데, 마약은 한

편 약이라는 점에서 보다 즉물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실에 기능하며 또한 환

각 상태를 불러오는 약으로서 그 취한 상태에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

든다. 또한 꿈, 상상, 초현실적인 세계와 연결되는 문학적 기제가 되기도 한

다. 오비드를 위하여 바쳐지는 오피움은 고대 신화의 여신들을 완전히 이질

적인 현대 경제의 세계에 편입시키되 현대 세계 속에서 신화적 여성성이 가

지는 새로운 면모들을 속속 드러내 대안적, 혼종적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두 

어휘 모두 근대의 이성적 세계와는 대치된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오비드와 오피움에서 고대와 현대가 시간적으로 매개되고 경제와 신화

난다. 

9    Yoko Tawada, Opium für Ovid, Tübingen: Konkursbuch, 2000, S.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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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맺어지고 있다면 동시에 공간적으로도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오피움

이라는 마약은 독일 독자들에게는 중국의 아편전쟁을 연상시켜 동양이라

는 부가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다른 동양적 함의는 부제로 사용되고 있

는 22명의 “베개책”(Kopfkissenbuch, )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

문이다. ‘베개책’은 일본 중세 헤이안 시대에 황녀의 시중을 들던 궁중 여인

이었던 세이 쇼나곤( )의 책을 말한다.10 서양에는 없는 이 ‘베개책’

은 궁중의 황녀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일상생활, 사생활의 이야기를 담은 

독특한 궁중이야기 장르로서 일본의 고전문학의 대표작이자 수필문학의 효

시로 꼽히고 있다. 베개책이란 도자기 베개의 가운데 빈 공간에 넣어둔 책

으로 궁중 여인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재 당시의 생활을 보여

주는 문화사적 자료로도 중시되고 있다. 가이젤은 이 베개책의 언어가 격

정을 모르고 일상성을 강조하며 체험하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정확하고 세심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와다의 언어도 그러한 전통에 서 있다

고 본다.11 니오베 편에서 작가는 이러한 자신의 글쓰기 양식에 대해 스스

로 설명하고 있다. “주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가장 자그마한 기억의 그

어진 금들을 모으되 보편적인 주제와 연결 짓지 말고 심화시키는 것을 거부

하며 절정을 회피한다. 도취 상태에서만 가능한 의도 없는 집중을 끈질기게 

한다.”12 다와다는 유럽의 사고가 정체성을 추구하고 남자와 여자, 삶과 죽

음, 선과 악 등 이분법적으로 대립되는 세계에 기초하고 있어 명사의 세계

로 상징화한다면 이와 달리 신화의 세계와 베개 이야기는 다양하고 다른 현

실을 보여주는 형용사적 세계라 부른다: “그러나 일본의 중세문학, 예를 들

어 베개책은 대립을 형성하지 않는 형용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의 독

일어에도 “무시무시한”(unheimlich) 혹은 “마술적인”(magisch) 등 대립을 형성

하지 않는 많은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형용사들입

10    베개책과 다와다 텍스트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Siegrid Geisel, “Kopfkissenbuch der Verwandlung”, 

in H. L. Arnold (Hrsg.), Text + Kritik, Yoko Tawada, Göttingen, 2011, p. 047 이하 참조. 

11    Siegrid Geisel, “Kopfkissenbuch der Verwandlung”, S. 48. 

12    Yoko Tawada, Opium für Ovid, S. 134.



336 일본비평 12호 

니다.”13 다와다는 자신의 관심사를 언어의 품사 중 ‘형용사’에 빗대어 자주 

서술한다. 즉 명사나 동사가 아니고 관건은 형용사인데 바로 실제로 그 대

상이나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른 친구’

라는 묘사에서 ‘친구’라는 명사가 — 이는 ‘예술가’, ‘어머니’, ‘납세자’와 같

은 명사도 마찬가지인데 — 아니고 바로 ‘마른’이라는 형용사가 중요한 것이

다. 명사가 가정이나 사회 등에서의 지위나 역할과 관련이 있다면 형용사는 

그 대상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태를 나타내준다.14

『오비드를 위한 마약』에서 등장하는 22명의 인물들은 레다로부터 디아

나까지 모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들의 이름을 갖고 있고 그들의 특

성이나 상징과 연결점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등장하는 맥락은 고대의 신화

세계가 아니라 현대 독일의 후기 자본주의, 복지사회다. 다프네, 테티스, 이

피스, 아리아드네나 디아나와 같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여신들도 등장하

지만 헤라, 아르테미스, 아테나, 아프로디테와 같이 거의 그리스 신화의 대

표 격인 여신들은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고, 절반 이상의 여신은 이제까지 

신화 연구나 후속 문학에서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잊힌 여신들이다. 

즉, 오랫동안 그리스 신화가 남성 위주로 서술이 되고 수용이 되어오면서 그

리스의 여신들은 많은 경우 남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즉 주로 성( ), 미( ), 

사랑이나 질투, 출산, 모성, 복수 등의 관점에서 고찰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

근에 젠더 및 페미니즘 연구에 의해 새로운 여성성, 주체성 등의 시각에서 

그리스 신화를 읽게 되고 그 관심이 주체적인 여신인 아테나, 아르테미스 등

으로 옮겨져 왔다면, 다와다가 묘사하는 여신들은 이 두 수용사 모두와 일정 

거리를 둔다. 작가는 그들에게 이제까지의 이러한 명사적 수용사와는 다른, 

‘형용사적인’ 삶을 부여하여 새로운 여신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

서술자는 이 22개의 이야기에서 매번 다른 “나”로 나타나 이야기를 하

면서 22개의 ‘나’의 이야기를 서술한다. 한편으로는 22명의 나의 이야기이

13    http://www.migration-boell.de/web/integration/47_2015.asp.

14    Yoko Tawada, Opium für Ovid, 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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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나의 22개의 이야기다. 또한 이 “나”도 이야기 내에

서 하나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고 없

이 3인칭으로 나타나 “나”를 지켜보기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작가는 서구

의 ‘자기동일성’ 개념을 비판하면서 신화 수용에서도 단일성, 동일성이 아

니라 복수성과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체성의 인식

은 언어의 특성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작가를 언어가 만드는 현실의 

구성성 혹은 언어의 수행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희하고 있다. 

“나는 어떤 멜로디를 듣기만 하면 그 멜로디를 따라 연주할 수 있어.”라고 레다

가 말했다. 내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말이다. 이 마지막 문장은 말로 

밖으로 내지 않았다. 멜로디를 듣는 나, 그 멜로디를 따라 연구하는 나, 음악가

의 삶을 꿈꾸는 나, 이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나, 나라는 것은 날마다 수가 늘어

난다. 모든 문장에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탄생이 있는 것이다.15

이 여신들은 그 신화의 독특한 특성과 개성을 가지고 현대의 경제세계

의 맥락 속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현상할 수밖에 없다. 현대

의 여신들은 때문에 장애인이기도 하고 또한 세무 신고도 해야 하고 약국에

서 일을 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관공서에 영화 제작 지원서를 제출해

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여신들은 현대식 자본주의 체제의 원칙을 자신의 

시각에서 다르게 보고 이의 맹점을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고 분

노하며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복지사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회의 이

방인으로 남아 있다. 

변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변신을 하게 되는 대상인 몸, 육체다. 현대사

회에서 몸이 가지는 의미는 고대 여신들의 시각으로 재조명된다. 이 말은 신

화의 세계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여성의 몸은 다양한 형용어의 세계에서 묘

사가 된다는 뜻이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어떤 위상을 지니고 있는가? 

15    Yoko Tawada, Opium für Ovid,  S.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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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미디어의 비약적 발전과 대도시 군중들의 익명성, 인간관계의 가벼움 

속에서 더 이상 진정한 깊은 인간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순간적이고 표피적

이며 시지각에 의존하는 인간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모지

상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특히 여성의 몸은 결국 건강, 다이어트, 운동, 성형

수술 등과 관련된 병원의료 시스템, 건강관리 시스템, 보험 시스템, 혹은 주

민등록 시스템 등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타자의 시선에 의해 결정되고 관

리되며 동시에 경제적으로 계산되고 지불된다. 다와다의 여신들은 이러한 

사회체제에 저항한다. 그의 여신들은 날마다 변모하고 새로워지며 수많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 여신들은 

그러한 과정에서 나이를 먹어감도 재해석하는데 기존 사회에서 점차 타자의 

시선과 특히 남성들의 갈망하는 시선에서 해방되고 자신이 여성임을 즐기게 

되고 더불어 유쾌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작가는 현재 전 세계에서 신자유

주의의 물결 속에서 획일적으로 확산되는 아름다운 몸, 젊은 몸, 마른 몸에 

대한 일방적 정향성에 저항하는데, 이러한 ‘하나의 아름다운 몸’에 대한 예

찬은 배후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몸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상적인 몸으로 예찬될 뿐 아니라 경제 담론과 의료 담론

을 넘어서 성실하게 관리한 몸으로 해석되어 도덕 담론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화장, 성형수술, 다이어트, 운동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

게 된다. 그에 비해 작가가 서술하는 몸은 이러한 하나의 몸에 대항해 다양

한 몸의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작가는 늙어가는 몸의 의미를 재발견한다. 

그렇지만 제멜레는 재교육되고 싶지 않았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랑에 빠진

다는 것과 같이 들린다고 제멜레는 생각했다. 배가 아프고, 마음이 편치 않고, 

잠이 오지 않고 눈물이 난단다. 그러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쉬지 않고 사랑에 

빠진다는 것 아닌가.16

16    Yoko Tawada, Opium für Ovid, S.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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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갱년기를 위한 약, 혹은 노화방지 약 설명에 자주 나오는 어

휘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어휘들과 동

일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노년’이라는 어휘는 ‘사랑’이라는 개념과 연

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작가는 재치 있게 서

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영역들의 어휘를 혼종적으로 연결시켜 나

이 들어가는 몸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아픈 몸, 부

상당한 몸, 추한 몸, 늙은 몸, 마비된 몸, 비대한 몸 등이 등장해 제각각의 가

치 속에서 묘사된다. 사실상 인간은 유한한 수명을 가진 생명체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한 상황에 따라 늘 변신하는 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와다는 카프카를 잇는 계보

에 서 있다. 카프카 역시 그의 많은 작품들에서 기존 사회가 예찬하는 몸과

는 다른 몸들, 즉 병든 몸, 갇히는 몸, 폭행당하는 몸, 고문당하는 몸, 죽어가

는 몸, 단식하는 몸, 동물로 변신하는 몸, 맞아죽는 몸, 강간당하는 몸, 고문

기계로 글자가 새겨지는 몸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몸들을 묘

사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몸들로 느끼는 새롭고 다양한, 때로는 끔찍하고 고

통스러운 감각, 인지 등을 다룬다. 엄격한 즉물성, 현실성 속에서 묘사되는 

카프카의 몸과는 달리 다와다가 묘사하는 몸은 글쓰기의 특성상 보다 유희

적 성격이 강하며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레다 편을 보면 다와다의 변신 글쓰기 원칙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다. 레다는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하는 여신이고 많은 이

본의 신화가 존재한다. 레다는 아버지 테스티오스와의 관계, 틴다레오스

의 아내로 알려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우스의 사랑을 받아 백조로 변신

한 제우스에 의해 알을 낳았고 각각의 알에서 두 쌍의 아이들, 폴리데우

케스와 글리타임네스트라, 그리고 헬레네와 카스토르가 나왔다는 이야기

가 핵심이다.17 그러나 다와다의 레다는 두 팔과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

17    이에 대해서는 피에르 그리말, 최애리 옮김, 『그리스 로마 신화사전』, 열린책들, 2003, 111~112쪽; 오

비디우스, 천병희 옮김, 『변신이야기』, 숲, 2005, 2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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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육체는 더 이상 “볼 만하지 않고”(9쪽) 혼자서 욕

조에 앉아 어렵사리 목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첫 풍경은 바로 현대 독일

사회의 풍경으로 전환되는데 “어제 의료보험이 더 이상 하반신의 의료 처

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면에서 레다의 달력이 나오는데 오늘의 할 일은 사회보장국 방문과 투

명 테이프 사기로 메모되어 있다. 다음으로 레다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면

서 현재와 비교되는데 이제 오십이 넘어서야 육체가 특별해지는데 육체

의 모든 지점에서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찾을 수 있다고 전한다.  

변신도 다와다의 텍스트에서는 신이 동물로, 인간이 동물로 변하는 것이라

기보다는 현대사회라는 배경 하에서 보다 유연하게 진행된다. 즉, 이오는 하

얀 소로 변신하지 않고 하얀 소에 대한 꿈을 꾸고 아리아드네는 괴물을 무

찌르는 테세우스를 미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세상을 기호처럼 관찰하다가 결국 스스로가 미

로가 된다. 중심이 없는 자아정체성은 자신을 잃어버려도 이상할 것이 없다.

아리아드네가 이 도시의 산책에서 돌아오면 마치 조용한 골목들 중의 하나인 

것같이 느낀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몸을 통과해 가고 때로 그들은 사용할 수 

없는 형용사를 그녀에게서 빼앗아 거기에 쓸모가 없어진 생각들을 남겨 놓고 

간다. 사람들을 이들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나도 이 도시의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통행자들 중의 한 명이

다. 어느 날 나는 사람들이 장갑을 잃어버리듯이 나를 잃어버렸다. 그 이후부터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더 이상 모른다. 어쩌면 나도 골목으로 변해버렸을

지도 모른다.18 

위에서 보듯 22명의 여신이 자의식이 확실치 않은 나, 마약의 도취 상태

에 빠진 나, 불구의 나, 자의적이었던 나, 경계가 모호한 나였다면 이제 드

18    Yoko Tawada, Opium für Ovid, S.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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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나를 잃어버리는 단계로까지 바뀐 것이다.

3.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다와다가 다루는 새로운 경계성, 혼종성은 무엇보다도 언어적 차원에서 두

드러진다. 오랫동안 다와다의 문학과 언어는 전반적으로 독일문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낯선 일본적(혹은 아시아적) 색채가 두드러지는 독일어로 쓰

인 독특한 문학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다와다를 일본 작가로, 그의 문

학을 일본적 색채가 짙은 문학으로 보는 관찰은 두 가지 측면에서 피상적이

고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다와다 자신이 일본과 일본어에 대하여 거

리를 취하는 자세에서 알 수 있다. 다와다에게 아무런 비판적 혹은 창의적 

사고 없이 자동화되어 나오는 유창하고 매끄러운 모국어는 언어 그 자체를 

보더라도 의미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언어가 먼저 인식에 개입하여 현실의 

사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을 방해하기까지 한다. 때문에 다와다에게

는 모국어인 일본어와 일정 거리를 두고, 혹은 일본어와 독일어 사이를 오

가면서, 혹은 또 다른 새로운 언어들 사이를 오가면서 세계를 전달하는 매

개체로서의 언어 본래의 의미와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와다

를 일본작가로만 보는 시각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작가가 외국어에 대해 취하

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낯선 외국어를 배우고 말한다는 것은 모국어와 다른 

가능성, 하나의 언어에 고착된 제한된 사고에서 벗어나는 해방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새로운 외국어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하나의 관계 맺기가 아닌 다

양한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해주고 기존의 관계 맺음을 의문시하는 계기를 

선사해 주기 때문이다. 즉, 낯섦, 이방성은 작가에게 글쓰기의 창의적이고 

자극적이고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목

표는 모국어처럼 유창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흔히 말하듯 외국어를 ‘정복

한다’(beherrschen)는 의미에서는 더더욱 아니다. 언어의 익숙함의 상실은 낯

선 세계 혹은 이제까지 인식에서 배제된 세계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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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거벗은 눈』(Das nackte Auge)

『벌거벗은 눈』에서 언어와 익숙함/낯섦의 문제는 웅변가인 주인공에게서 

익숙한 언어(베트남어)를 빼앗아 점차 언어가 통하지 않는 여러 낯선 환경 속

에 배치시키고 그 가운데에서 세상과의 새로운 소통 가능성을 찾는 가운데 

드러난다. 끝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주인공은 베트남 출신의 여학생으

로 언어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 모국어인 베트남어와 외국어 러시아어를 유

창하게 구사할 뿐 아니라 두 언어가 표현하는 사회주의식 이념에 투철한 사

고를 지니고 있다. 다와다 텍스트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 마찬가지로 그러

나 이러한 유창한 언어 구사는 기존 사회의 통념과 지배 이데올로기를 그

대로 반영함을 의미한다. 다른 작품에서 이러한 유창한 언어가 주로 경제적 

연관성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드러내준다면 이 텍스트에서는 정치적인 맥

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녀는 베트남의 학교에서 우수한 러시아어 

실력 덕분에 웅변대회에서 우승하여 포상으로 “미국 자본주의가 베트남에 

남긴 영향”이라는 연설을 하러 같은 사회주의 동맹국인 동베를린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주인공은 동독에서 사회주의 동지와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의

사소통에 계속 실패하고 환경에 낯섦을 느끼게 된다. 그러다가 이 동독 호

텔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정’과 ‘선의’에서 그녀를 납치한 서독의 

대학생 외르크 때문에 갑자기 서독의 도시 보훔으로 가게 된다. 사회주의 

언어와 사상으로 무장된 그녀만큼이나 자본주의 레토릭으로 무장된 서독의 

대학생은 제1세계 자본주의의 우월함에 대한 확신과 오만으로 제3세계의 

어린 여학생을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제공한

다는 환상에서 서독으로 납치한다. 

여기에서 다와다의 텍스트에 자주 반복되는 포스트콜로니얼적 상황이 

나타난다. 현재 현대사회 속에서 이제 정치적 식민지는 없어졌지만 여전

히 서구와 제3세계 혹은 남녀 관계는 식민지 관계처럼 지배하는 자, 지배당

하는 자의 관계로 구조화되어 있고 다와다의 텍스트에서 주로 동양 출신의 

여성 인물들은 서양의 남성 인물들의 지배를 받는다. 더군다나 이 상황들

은 무엇보다도 언어를 매개로 지배 관계가 성립되는데 여주인공들은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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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낯선 땅에서 해당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남성의 보호라는 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 “오늘날에는 식민지

도 없고 노예도 없지만 그 대신 문법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19 주인공

의 모국어는 낯선 땅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직 새로운 외국어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인물들은 주변 세계와 고립된 상황, 즉 언어로 세계

와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신체 감각이 언어에 지배당하고 있으니 

언어의 경계를 넘는 순간 육체는 혼란에 빠집니다.”20 이러한 상황은 『목욕

탕』에서처럼 언어를 가르치는 독일어 남선생에게 종속되어 식민화되거나 

『벌거벗은 눈』에서처럼 언어를 빼앗긴 상황에서 서독인 외르크나 베트남인 

아이반의 호의의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술된다. 남성 인물들은 현대 자

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물질적, 정신적, 실제적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

함을 기대하지만 여성 인물들은 이러한 도움이 본인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

고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체제의 시각 하에서 제공된 것이기 때문

에 이를 거절하고 남성 인물과 독자의 예상 지평을 넘어 자신의 길을 찾아

가려 노력한다. 여주인공들에게 서독과 프랑스는 안락하고 풍요로운 서구 

복지사회가 아니라 그들의 우월성에 대한 오만으로 자신들을 무능력한 불

구자로 만듦으로써 불안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사회다. 『벌거벗은 눈』의 여

주인공은 독일어를 모르기 때문에 언어적 소통의 계기를 상실한 상태에서 

서독인과 서독인의 삶을 자신의 몸의 감각으로만 관찰하고 체험하게 된다. 

처음에 주로 시각적으로 관찰한 결과들은 베트남에서 학습한 공자와 호치

민의 언어와 논리로 해석되다가 점차 그 이데올로기의 색채가 옅어진다. 다

와다의 작품에서 말과 시각은 자주 소통이라는 맥락에서 같이 사용된다. 이

때의 시각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본다라는 의미에서의 ‘시각’(Optik)이 아

니라 이미 학습된, 문화적으로 굴절된 ‘시각’(Perspektive)을 의미한다. 벌거

벗은 눈은 문화라는 후자의 시각과 의상을 벗어버린 눈이며 다른 한편 보

19    Yoko Tawada, Schwager in Bordeaux, Tübinger: Konkursbuch, 2008, S. 63.

20    서경식 · 타와다 요오꼬, 『경계에서 춤추다: 서울-베를린, 언어의 집을 부수고 떠난 유랑자들』, 창비, 

2010,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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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 줄 눈꺼풀이 없는 눈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호와 지배가 없는 

새로운 낯선 상황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신체의 감각을 이용하여 새로운 상

황과 소통할 수밖에 없다. 주인공은 주로 방 안에만 머물며 창밖으로 세상

을 관찰하고 자신을 납치해 온 대학생 외르크와 그의 주변 친구들의 모임

을 통해 자신의 주변 세계를 보고 경험한다. 주인공의 눈은 점차 벌거벗게  

된다. 

어느 날 주인공은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파리-모스크바를 왕복

하는 기차에 무임승차를 하게 되는데, 반대방향의 기차를 타게 되어 파리

에 내린다. 또 다시 주인공은 프랑스어도 모르고 비자도 없이, 즉 언어와 시

민권 없이 새로운 낯선 사회에 들어선다. 이번에는 중산층의 물질적으로 안

락한 생활조차 보장되지 않고 자신을 받아준 창녀 마리의 지하실에서 생활

하게 된다. 이제 눈은 더욱 더 벌거벗게 된다. 그녀의 베트남식 사고는 점차 

옅어지고 나중에는 낯설어진다. 이 파리 생활에는 보훔 생활과는 다른 결정

적 변화가 생긴다. 주인공이 세상과 소통하려는 새로운 노력을 하기 때문이

다. 이는 시각 매체인 영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제까지 주변 세계가 언어

를 통해서 그녀의 시각을 지배해 왔다면, 이제 그녀는 언어 없이 세상을 보

는 법을 배운다. 이 세상도 있는 그대로의 바깥 사회현실이 아니라 영화 속

의 만들어진 현실이다. 주인공은 영화를 이해하거나 영화를 통해서 프랑스

어를 배우거나 영화 속의 주인공을 알려는 관심 없이 현실로서의 영화와 대

면한다. 주인공은 영화의 주인공을 3인칭으로 부르다가 2인칭으로 부르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2인칭의 관계가 항용 나와 너의 대화의 관계라면 다

와다는 이 관계를 대상만이 있고 ‘내’가 없는 관계로 정의한다. “나”는 하루

의 대부분을 영화관에서 카트린느 드뇌브의 영화 시리즈를 보면서 영화의 

주인공과 혼자서 대면한다. 

나란 사람은 극장의 어둠 속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는 화면을 반사하는 나

의 타는 듯한 망막만이 남았다. ‘나’라 불리우는 여자는 없었다. 왜냐하면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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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나에게는 유일한 여자이고 나는 없었기 때문이다.21

영화 속의 주인공이 말하는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주인공은 오로

지 영상만을 보면서 관찰과 체험으로만 영화의 내용과 세계를 자기 나름대

로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완전히 ‘개인적’ 이해를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묘

사를 하게 되면서 ‘나’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러한 주인공의 벌거벗은 눈

으로 본 새로운 세계와의 소통은 기존의 세계관이나 이해와는 다른 오로지 

자신만이 만든 것이다. 중간 매개체로 언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언어를 통

한 지배 관계에서도 벗어난다. 이때 영화와 맺는 관계는 기존의 도식을 깨뜨

린다. 영화의 압도하는 시각적 청각적 효과 때문에 관객은 수동적으로 대응

할 수밖에 없다는 일상적인 통념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드뇌브 영화는 언어

를 벗어난 의사소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고 영화라는 시청각 매체가 

가진 본래의 열린 계기들을 보여준다. 영화에서 언어가 배제된 세계는 이해

나 의사소통의 장애가 아니라 거꾸로 새로운 열림, 이해, 자유를 가져온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모든 표현에서 자유로운, 잘 작업된 평면이었다. 그 어떤 단

순한 사명도 나를 이해의 좁은 속으로 강제로 밀어 넣지 않았다. 특히 큰 화면

에서 그녀의 얼굴은 영화 상영 전의 영사막처럼 그렇게 매혹적으로 열려 있었

다.22

이러한 열림과 해방은 낯선 외국어를 배울 때 느끼는 열림과 해방과 일

맥상통한다. 외국어의 경우 배워야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수동적이 되기 쉽

다면 영화의 경우 주인공은 주변의 영향 없이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묘사한다. 

작품의 말미에서 주인공은 장님이 된 이후에도 영화관에 가는데 이번에

21    Yoko Tawada, Das nackte Auge, Tübingen: Konkursbuch, 2004, S. 54.

22    Yoko Tawada, Das nackte Auge, S.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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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각조차 버린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묘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극을 보러 가길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것은 

극장에 가는 것이다. 특히 내가 목소리들과 나의 여차친구의 손가락 운동에 집

중할 수 있는 지금 말이다. 나의 여자 친구 카티는 나에게 영상들을 손가락 언

어로 번역해주고 나의 손바닥 면에다가 타자 쳐준다. 나의 손바닥이 나의 영사

막이고 카티의 손가락은 작가들이다. 왜냐하면 카티가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당히 바꾼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 춤을 추는 여자

들의 얼굴을 나는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적어도 경찰이 얼굴을 보고 누군가를 

확인하듯 그렇게는 아니다. 여권의 얼굴처럼 보이는 얼굴들은 나에게는 더 이

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춤을 보고 싶다. 나는 사람들의 드물고 의미 없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다.23  

파리의 지하생활을 하는 주인공에게 일반적 의미에서의 사회적 ‘구원’

의 손길은 망명한 베트남 친구인 아이반을 통해 두 번 오게 된다. 그녀는 주

인공의 파리 행 무임승차에서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파리에서 우연히 

재회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시 학교로 보내고 직업을 구해주어 시민

사회의 질서 속으로 편입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주의적 도움은 주

인공에게는 다시금 베트남 난민을 불법체류자로서 유럽 시민사회와의 지

배 관계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격분을 불러일으킨다. 주인

공은 자신의 일상생활이 다시금 식민지화되는 것에 저항한다. 아이반의 남

편은 변호사로서 주인공의 불평등한 신분을 이용하려 한다. 한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 출신으로 주인공은 파리에 와 있지만 두 세계는 극과 극

을 이룬다. 식민지와 피식민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제1세계와 제3세계의 

대립, 남성과 여성,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대립은 이제 세계화된 시대에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프랑스는 외관상으로는 대혁

23    Yoko Tawada, Das nackte Auge, S. 18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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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을 내세우지만 그 뒤에서는 식민지 과거와 식민 

관리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계속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관계는 주인공이 자주 보던 영화의 내용과도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주인

공이 보는 영화 <인도차이나> 속의 어머니, 양녀, 남성으로 이루어지는 인

물들 간의 삼각관계는 바로 식민적 관계에서, 즉 프랑스 어머니의 품을 떠

나 자립하려는 양녀가 바로 식민 프랑스에서 독립하려는 베트남의 모습을 

패러디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와다의 작품에는 정치, 사회, 경제라는 거대 연관 관계가 도외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종종 제기되지만 이 작품에서 보듯 거대한 세계가 작품의 배

경을 이루고 있다. 베트남과 동독의 공산주의, 서독과 파리의 자본주의 같

은 정치 시스템뿐 아니라 빈부의 격차 같은 자본주의의 문제, 그리고 지식

이나 자본의 지배 구조를 다루고 있고, 또한 시대의 흐름도 반영하여 동구

권의 몰락, 동서독의 통일도 배경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러한 거대한 외부 세계의 변화는 주인공의 일생에 큰 변화나 의미 있는 전

환을 가져오지 못하고 주인공 또한 이러한 큰 변화에 일조하지 못한다는 점

이다. 작가의 관심은 이보다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의 개개인의 구체적 개별

적 삶의 변화에 있다. 이때 시각과 언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다

양한 정치 시스템과 자본의 문제는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다. 동독과 서독

의 비교에 있어서도 동독이 사회주의의 틀에 박힌 언어를 구사한다면 물질

적으로 풍요로운 서독 역시 자신들의 레토릭과 논리가 담긴 언어를 구사하

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파리에서 베트남 이주민이나 불법체류자들은 사회

의 상류층과 다른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있고 언어를 박탈당해 오히려 자유

로워진 주인공은 주변 세계의 인물들이 모두 자신의 틀 안에 갇힌 언어를, 

자동화된 언어를 구사함을 관찰한다. 다와다 텍스트의 사회적 차원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즉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적, 자본주의적, 민족국가적 집단

주의를 언어와 일상 삶과 매개시켜 미시적으로 비판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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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족과 영토의 한계를 넘어서 

다와다의 문학은 일본-독일-유럽, 그 어느 하나의 민족이나 문화에 귀속

시키기 어려운 새로운 경계 영역에 서 있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서술한

다. 『 』(용의자의 야행열차) 와 『유럽이 시작되는 곳』에서 작

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경험, 또는 유럽 각국의 경계를 탐험하고 결국

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탈국가적 경계의 장소에 도착한다. 이러한 

경계가 의미가 없어지고 문화가 소속성을 상실하는 다와다의 글쓰기는 한

편으로는 호미 바바 등의 탈식민이론과 혼종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고, 혹

은 탈구조주의자 가타리나 들뢰즈의 ‘리좀’(rhizome)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혹은 보다 적극적으로 ‘초문화성’(Hyperkulturalität) 개념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한병철은 문화는 원래의 장소에서 벗

어나고 “글로벌한 초공간” 속에서 순환하는 것이며 이제는 경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과 혼종을 통해서 이러한 문화의 초공간이 생겨나며 이때 병

렬성과 동시성이 이러한 초문화의 특징이 된다고 주장한다.24 

다와다의 문학은 내용적으로도 양 문화, 양 지역, 양 민족의 경계선에 

놓인 상황으로 생긴 경계 문화를 창조적으로, 또한 긍정적인 시각에서 적극

적으로 만들어내고 관찰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볼 때에 글쓰기 방식으로

도 그러하다. 이 점은 특히 다음에서 다룰 작품 『보르도의 매제』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1) 『보르도의 매제』(Schwager in Bordeux) 

이 작품의 탈경계성, 탈소속성, 탈장소성은 우선 제목에서도 뚜렷이 드러난

다. 독자들은 보르도와 매제라는 두 단어에서 우선적으로 프랑스의 포도주 

명산지이자 휴양지인 보르도와 연관된 상상을 하게 되고, 매제라는 단어와 

얽힌 친척 관계를 상상하면서 책 읽기를 시작하고 기대 지평을 만들어간다. 

24    Vgl. Byung-Chul Han, Hyperkulturalität. Kultur und Globalisierung, Berlin: Merv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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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특정 장소과 인물에 대한 표상과 기대는 작품 전체에서 계속

적으로 불일치와 일탈을 경험하게 된다. 즉, 보르도라는 특정 지명은 독자

들에게 프랑스의 해안가 휴양지와 포도주의 명산지라는 표상을 일깨우지만 

실제 작품에서 거의 그러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작품의 주요 배경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며 내용을 채워주지도 않는다. 주인공은 꼭 원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그러해서 프랑스어를 배우러 우연히 보르도로 갈 뿐이고 첫날 이미 

이 도시에서는 프랑스어를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텍스트 내에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도 보르도에 간다는 말을 들을 때 유사한 낭만적 상상을 하지만 

주인공은 매번 이에 거부감을 느낀다. 작품에서 더 많이 언급되고 연상되는 

장소도 함부르크이고, 후반부에서 보르도의 풍경이라고는 실내 수영장이 

언급될 뿐이다. 텍스트 전체적으로는 언어와 대상, 세계가 어긋나는 것처럼 

주인공은 계속 무엇인가를 놓친다. 사건도 매우 간단해서 주인공 유나의 보

르도 기차역 도착과 수영장에 가기뿐이다. 그러나 자잘한 사건들은 역에서 

모리스 찾기, 여권 찾으러 다시 온 모리스, 실내수영장에서의 독-불사전 도

난사건과 라커룸 비밀번호 잊기 정도로 모두 무엇인가를 찾아야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소설 전체에도 큰 중심적 줄기는 없고 함부르크에서 보르도로 이동하

는 유나의 회상과 기억이 주가 되고 있다. 이때에도 사물이나 단어들을 통

해 연상들은 서로 서로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이어지고 계속적으로 가지를 

쳐 나간다. 작가는 『경계를 넘어 춤추다』에서 자신의 글쓰기와 여행, 낯섦

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탈것들은 저의 서재, 여행은 집필의 시간입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문자를 쓴다는 것이 조건이죠. 자신과 같은 문자를 쓰는 사람들 사

이에 머물러 있는 한, 글을 쓰기 위해 서재에 틀어박혀야 하지만 다른 문자를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가면 찻집도 열차도 모두 서재가 됩니다.25

25    서경식 · 타와다 요오꼬, 『경계에서 춤추다: 서울-베를린, 언어의집을 부수고 떠난 유랑자들』,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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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소적 기대 지평에 대한 어긋남은 매제라는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 지평의 어긋남에서도 반복된다. 주인공은 이 매제와 아무런 친척 관

계가 없으며 주인공의 여자 친구 르네의 매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독일어로 

‘Schwager’는 포괄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는 매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여형제의 남자 배우자와 남편의 여형제의 남자 배우자 모두를 다 지

칭할 수 있고 아주 가까운 사이뿐 아니라 사촌, 육촌, 팔촌 등 친척 관계의 

남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더군다나 부정관사나 정관사 없이 단지 명사 홀

로 쓰인 이 단어는 심지어 독일어에서 복수를 뜻할 가능성까지 제공한다. 

한국어 번역에서 매제를 택한 것은 일본어 번역의 도움을 얻은 것이고 독일

어 텍스트에서는 이에 대해서 르네의 죽은 여형제의 전 남편이었다는 것뿐, 

이 여형제가 언니인지 여동생인지도 구체적 언급이 없다. 르네가 나이가 많

고 모리스가 젊어서 아마도 이 여형제는 언니가 아니라 여동생일 것이라고 

짐작하는 유나에게 모리스는 죽은 부인이 상당히 연상이었음을 지적해 이

마저 확실치 않음이 드러난다. 심지어는 나중에 유나는 “모리스가 정말로 

르네의 매제인지”조차 의심하게 된다.26

이러한 공간과 인물에 대한 규정이 중심이 없고 경계가 모호한 것처럼 

인물들의 소속성도 마찬가지로 불확정성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소위 ‘국민’

이라는 정체성이 나라, 영토, 언어를 포괄하는 국민국가로의 문화 소속성에

서부터 생겨난다면 작가의 실제 삶의 궤적뿐만 아니라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러한 일대일 대응을 의미하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거부하기 때

문이다. 우선 주인공 유나는 아시아에서 온 처녀이지만 독일의 항구도시 함

부르크에 살고 있고 자신이 모르는 외국어로 연극을 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일본의 교토에서 처음 프랑스어를 배웠지만 원래는 서아프리카의 다카르에

서 프랑스어를 계속 배우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일본 출신-프랑스어-서아

프리카의 다카르는 이렇게 사람, 목적, 장소의 혼종적 관계를 맺는다. 유나

는 교토에 사는 세네갈에서 온 일본학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을 갖

26    Yoko Tawada, Schwager in Bordeaux, 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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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여기에서도 세네갈 출신-교토-일본학이 서로 대응하고 있다. 프

랑스의 보르도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게 된 것은 오히려 르네의 매제 모리스

가 우연히 두 달 집을 비우기 때문에 가서 머물 수 있어서다. 그러나 남녀 

인물 유나와 모리스는 연결되지 않는다. 모리스 역시 젊은 남자이지만 유나

와 첫날 잠시 만났을 뿐이고 아무런 지속적 연락이나 관계를 맺지 않고 프

랑스어도 가르쳐주지 않고 베트남의 사이공으로 떠나 가버린다. 즉 보르도-

모리스-사이공으로 연결된다. 장소와 인물, 국적은 모두 일반적으로 기대하

는 일대일 대응을 거부한다. 작품의 첫 문장도 이러한 애매모호함을 보여준

다. 이제 정체성 규정에 장소, 사람, 언어의 일치는 기대하기 힘들다. 

저 환하고 건조한 여름날, 정확히 정오 12시에 유나가 브뤼셀에서 잡아 탄 기차

가 보르도에 도착했다. 유나는 플랫폼에서 일생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

를 찾았다.27

 

한편으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 자세히 살펴본다면 “저”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고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르며 주인공 유나는 일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를 찾

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글쓰기 방식이 흥미롭다. 화자는 글을 써내려갈 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건이나 특이한 이야기 혹은 이야기의 중심을 상정

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연상이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때문이다. 다와다의 특징적인 ‘리좀’적 글쓰

기의 특징이 여실히 드러난다. 작품 글쓰기의 전체 진행이 뿌리로부터 시작

해 거대한 나무 기둥을 통해 각 가지로 뻗어나가는 중심적 구조가 아니라 

각 세포처럼 중심 없이 퍼져나가는 리좀적 연결 구조는 다와다 글쓰기의 특

징으로 여러 차례 분석되었다. 리좀은 “열린 구성체인데 이것의 이질적인 

요소들은 끊임없이 그 안으로 서로 서로 유희하고 그 위에서 미끄러져가고 

27    Yoko Tawada, Schwager in Bordeaux, 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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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생성 중에 있다. 리좀의 공간은 협상의 공간이 아니라 변화와 혼합

의 공간이다.”28 혹은 생물학적 개념을 원용하여 중심 없이 어디에도 뿌리를 

두지 않는 ‘균소’(Hyphe) 개념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글로벌화된 세계의 

문화는 “그냥 기어가든지 위로 뻗어 자라나든지” 하면서 ‘탈영토화’ 된다. 

이 소설의 가장 특이한 형식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이 책은 독

일에서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 쪽마다 한자( ) 한 자 뒤에 독

일어 이야기가 나오고 한 쪽 전체에 색깔을 넣은 큰 한자 몇 자만 등장하기

도 한다. 반쪽에서 두 쪽 정도의 짤막한 이야기는 매번 한 글자의 한자 뒤에 

놓여 있다. 이 글자는 사건, 회상, 에피소드를 압착시킨 것이고 주인공은 작

품 전체의 내용을 이 한 글자에서 슬슬 실이 풀려나가듯 전개시키고 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받아 적으려고 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일

이 일어났고 또 많은 일들은 동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문장을 적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에 한자를 한 글자씩 적었다.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나하

나 풀어나가면 모든 한자로부터 긴 이야기가 생겨날 것이다.”29

이러한 한자 한 글자를 화두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것은 아시아

에서는 그리 드문 일은 아니다. 시제로서 한자를 던져주고 글을 쓰는 전통

도 있고 한 운을 받아 시를 짓는 전통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연말에 그 해를 

특징짓는 한자를 한 자 정해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독일에서 

독일어로 출판된 책의 이 한자들은 독일 독자들에게는 낯선 글자이고 해독 

불가능한 문자이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주목을 끄는 기

호다. 앞서의 불확정성과 더불어 독일 독자들에게 이 한자들은 볼 수는 있

되 읽어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문자들이다. 『보르도의 매제』에서 작품에 등

장하는 이 한 자로 된 한자들은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풀어나

28    질 들뢰즈 · 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옮김,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 5쪽.

29    Yoko Tawada, Schwager in Bordeaux, S.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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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핵심적인 중심 역할을 하지만 이 중심은 주변을 지배하는 중심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수많은 작은 중심 중의 하나로서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중심일 뿐이다. 또한 다음 글자와 계속 연결되고 이어지는 실마리로서의 중

심이다. 친구 서양인 낸시는 다음과 같이 유나가 쓰는 한자와 기차표의 코

드에서 기호와 의미 혹은 이야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네가 늘 그리고 있는 글자는 일종의 바코드 같아. […] 우리는 물론 그 바코드

를 읽을 수 없어. 그렇지만 열차승무원은 자신의 기계로 글자의 비밀은 풀어낼 

수 있잖아.30

“실타래를 풀어내는”(auseinanderfummeln) 작업은 글쓰기의 중심 특징이 

된다. 이 실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풀려나오는 것이고 가늘게 계

속적으로 이어져 하나의 긴 실이 된다. 그러나 글자의 의미를 모르는 독일 

독자의 눈에는 해독 불가한 상형문자이며 또한 그 연결도 마찬가지다. 또한 

이러한 낯선 글자의 의미는 해석도 없이 주어져 있고 또한 꼭 배워야 할 필

요도 없는 기호로 주어져 있다. 이러한 기호를 모르고도 계속 텍스트를 읽

어나갈 수 있지만 독자들은 많은 것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많은 것을 이해

하지 못한 채 지나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작품 곳곳에 한 면 전체에 총천연

색으로 화려하게 인쇄된 큰 글씨의 한자들은 이러한 인상을 강화시켜 준다. 

책 읽기는 많은 것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지만 이제는 많은 것을 보기만 

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기억도 하지 못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이는 작품

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 

무엇보다도 사물이나 개념의 근원으로서의 원천이나 근원을 부정하는 

다와다의 근본 성향은 주인공의 로커 비밀번호 망각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별다른 사건 없이 진행되는 이 소설의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인

공 유나가 보르도의 수영장에 간 것이다. 항상 찬찬하고 주변 사물을 주의 

30    Yoko Tawada, Schwager in Bordeaux, S.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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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게 관찰하는 주인공 유나는 수영장에서 독-불사전을 도난당하고 이어 자

신이 소지품을 집어넣은 로커룸 비밀번호를 잊어버린다. 소설 내내 프랑스

어 배우기가 주제로 다루어진 점을 생각하면 이 프랑스어 사전의 분실은 언

어적 의사소통의 차단을 의미한다. 당황한 주인공은 도둑이라 의심되는 인

물을 발견하고 쫓아가지만 결국 놓치고 수영장을 나가기 위해 로커룸에 가

는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 비밀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

고 바로 인생 삶의 흔적이다. 사람들은 임의로 번호를 만들지 않고 삶의 궤

적에서 만난 숫자들, 예를 들어 은행 비밀번호, 자신의 전화번호, 친구 번화

번호 등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는 많은 사회적 관계들을 숫자로 암호화하

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주인공 유나는 때문에 이러한 번호들을 떠올리고 시

험해 보지만 모두 실패한다. 비밀번호는 바로 유나의 의식이 억누르는 무의

식적 과거에 있다. 이 에피소드가 지닐 수 있는 역설적, 상징적 의미 관계는 

유나 스스로의 입으로 말해진다. 

“혹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낯선 것이 사람 속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들을 

살려낸다는 것이 가능할까? 누가 이런 것을 유나에게 말해주었을까? 네가 태어

난 집에 가치를 두지 말라. 네가 너의 탄생을 기억하고 싶거든 멀리로 계속 가

라.”31

거의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고 모든 사물과 사안에 냉소적이고 비판적

이었던 주인공은 이 짧은 수영장의 분실과 망각 장면에서 갑자기 이성을 잃

고 당황하여 울음을 터뜨리고 자신에게 가장 힘들었던 그래서 억압해야 했

던 기억인 많은 죽음들을 기억해 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즉 직접 목격한, 

오랫동안 기억의 저편에 있었던 남자친구 다마오의 죽음을 기억해 낸다. 더

불어 유나가 수영장에서 찾아야 할 비밀번호는 바로 자신의 생년월일이었

고 자신 존재의 근원 코드였던 것이다. 망각은 거꾸로 가장 핵심적인 기억

31    Yoko Tawada, Schwager in Bordeaux, S.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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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불러온다. 

5. 결론

다와다는 항상 경계는 어떻게 생기는가, 경계는 도대체 존재하는가, 경계는 

어떻게 흐트러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혹은 경계를 넘어가면서 일어

나는 변모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들은 정체성의 문제와도 직접 연

결 된다. 자기동일성을 뜻하는 정체성이 확고해질 때 경계가 생겨나는 것이

고 정체성이 모호해지거나 복잡해지면 그 경계도 허물어지기 때문이다. 다

와다의 글쓰기는 이러한 경계를 만드는 정체성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한다. 

다와다의 탈경계적, 탈민족적, 탈언어적 성찰은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 적합

한 새로운 사유와 글쓰기로서 시사점이 크다. 다와다는 폐쇄된 민족주의, 

자국언어중심주의, 또한 타 문화에 대한 클리셰 등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

를 내는 드문 작가이고 그 대안으로 열림과 낯섦의 계기를 일상 삶에서 적

극적으로 또한 긍정적으로 찾아낸다. 낯선 곳에서 왔지만 자기에게 낯선 곳

에 머무르기로 결심한 이방인의 위치에서 독일과 일본의 문화와 사회, 언어 

등을 바라보고 비판한다. 이러한 방식의 낯섦에 대한 다룸은 작품의 내용과 

주제 차원을 넘어 이방성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가져온다. 즉, 그에게 이방

성은 세상의 다른 모습을 보고 찾고 발견하게 해주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

이다. 다와다 문학이 보여주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 민족 문화 간의 충돌과 

갈등, 언어, 경계, 몸, 젠더의 문제들은 혼종성과 경계성 문제를 주제화하여 

현대성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보편적이라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동시에 낯선 자의 시각을 보다 분명하고 첨예하게 드러

내 준다는 점에서 특수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방성이 지닌 긍정

적인 측면을 강조해 해방과 자유를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

계를 허물어뜨리는 사유가 동시에 주는 효과는 불편함과 불안감임을 항상 

동시에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해방과 불안은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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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this approach, conflict between neo-Confucianist cosmopolitan perception against 

independent interpretation and objective perception emerges. After Korea’s Liberation, a 

new universal 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appears in understanding Japan, creating 

new tension with objective Japanese studies. After the 1960s, studies on Japan are focused on 

Japan as role-model. Studies on Japanese politics began since the 1980s, achieving incremental 

development in the 1990s, is the result that succeeded and overcame the past heritage.

• Keywords:   Japanese Studies, double missions, Joseon’s perception on Japan, The Korea 

Association for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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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Boundary, Cross-Lingual and Cross-National Writings of Yoko Tawada 

| CHOI Yun Young 

Tawada is a writer who continues to ask how the boundary emerges, exists, and falls down. 

She carefully watches the changes in the cross-boundary movement. These question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roblem of identity blurring. Based on text analysis of her three works 

Opium für Ovid, Das nacke Auge, and Schwager in Bordeaux, this paper shows that Tawada's 

texts deal with the phenomena that the boundary of self-identity, language, culture and 

nation is not firm but floating. She compares and mixes nonequivalent entities such as myth 

and economy, east and west, and capitalism and socialism. Implications of her writing are 

big, especiall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ecause globalization’s characteristic also lies in the 

transgressive movement in all human lives.

• Keywords:   Yoko Tawada, transgressive writing, Opium für Ovid, Das nackte Auge, Schwager 

in Bordeau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