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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괴테의 번역론과『서 동 시집』을 중심으로 본

번역이론에서의 ‘낯선 것’의 위상

번역이란 일반적으로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텍스트를 옮기는 행위

를 말한다. 번역을 할 때는 항상 원문이라는 낯선 타자나 원문이 담고

있는 낯선 것과 마주하게 되며, 번역가의 많은 고민과 선택도 이러한 낯

선 것을 번역문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지에 있다. 사실 충실성과 가독성

과 같은 그 동안의 번역에 대한 논쟁들은 원문의 낯선 것에 대한 사유와

큰 관련이 있으며, 번역 이론의 시대별 흐름에 있어서도 낯선 것은 주안

점이 원문 중심인지 역어 중심인지의 큰 틀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

해 왔다.

본 논문은 괴테의 번역론과 그것이 수록된 작품집『서 동 시집』을 중

심으로 이러한 번역 이론에서의 ‘낯선 것’을 살펴보았다.『서 동 시집』

안에 수록된 괴테의 번역론은 번역에 있어 ‘낯선 것’에 주목하고 ‘낯선

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세 가지 번역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원어를 번역어로 풀어 독자에게 낯선 것을 알려주는 것

으로 산문역이 여기에 가장 부합한다. 두 번째 단계는 낯선 정신을 옮겨

와 자기화하여 창작을 가미해보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낯선 것을

통해 원문을 향해 떠밀리면서 원문의 이해는 고도로 촉진되고, 이질적인

것과 친숙한 것에 꾸준히 다가가는 가운데 순환의 원이 완성되는 단계

로, 낯선 것은 낯설게 두어 수용자쪽의 문학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

는 방법이다.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낯선 것과 자신의 것이 함께 녹아

있으며, 자신의 것에서 다른 것을, 다른 것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서

로를 비춰주게 된다. 이러한 점은 괴테가 제기한 세계문학(Weltlitera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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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구상으로까지 이어진다. 괴테의 세계문학은 문필가들이 낯선 것

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상호 교류하고 상호 고무하며, 이를 통해

국가별 문학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의 모습을 상호적으로 밝혀주는

것이었다. 여기가 괴테의 번역관과 괴테의 세계문학이 맞닿아 있는 지점

이다.

괴테의 번역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뒷받침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의 번역론을 담고 있는『서 동 시집』은 그 자체로 그의

번역관을 뒷받침하는 면면이 있으며,『서 동 시집』전체적으로 그의 번

역관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의 번역관은『서 동 시집』의 시편들

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서 동 시집』의 주석과 논고편에서도 ‘이해’

와 ‘간다’, 그리고 ‘번역’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긴밀한 연관성이 작품 전

반적으로 드러나면서 괴테의 번역관을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의 번역관은 그의『색채론』등에서 나타나는 그의 세계관과도 연관성을

보임으로써 보다 폭 넓은 면모를 보인다. 나아가 그의 번역관은 그의 번

역 및 그의 발라데 작품의 창작 방식에까지 반영되어 실행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그의 번역관은 단지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의 세계

관과 그의 작품 창작에까지 폭 넓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괴테의 번역 이론은 실제적 번역의 예를 통해서도 그 효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론으로, 번역의 실행에서 우러나오는

이론임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괴테가 제시하는 번역관은 직역 의역 논

쟁과 같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번역에 관한 이분법적인 논쟁을 넘어

서는 관점으로서도 의미를 지닌다. 낯선 것과 자신과의 결합은 대립이

아닌 화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낯선 것이 울려 퍼질 수 있는 번

역은 그것을 통해 원문에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낯선 요소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

주요어 : 괴테, 번역 이론, 낯선 것, 서동 시집

학번 : 2009-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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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 방향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텍스트를 옮기는 번역을 할 때는 항상 적

게든 많게든 원문이 담고 있는 낯선 것이나 원문이라는 낯선 타자와

마주하게 된다. 원문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번역가의 많은 고

민과 선택은 이러한 낯섦과 고유성을 여하히 번역문으로 옮겨 놓을 수

있겠는가에 겨누어져 있다. 따라서 ‘낯선 것’은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낯선 것’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 동안

의 번역에 대한 논쟁들이 ‘낯선 것’ 에 대한 사유와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충실성과 가독성과 같은 논

쟁에서, 충실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여 원문이

가진 특성이나 이국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원문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 때문에 충실성에 초점을 맞춘 번역의

경우, 원문이 가진 ‘낯선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시도들이 행해진

다. 반면에, 가독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도착어에서의 자연성과 적절성

및 독자들이 접했을 때 쉽게 읽힐 수 있는지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원문의 ‘낯선 것’은 상대적으로 덜 전달될 수 있다. 또 다른 논쟁점이었

던 번역 가능성과 번역 불가능성의 논쟁도 ‘낯선 것’에 대한 사유가 그

근저에 있다. 다른 체계의 ‘낯선 것’을 번역을 통해 완전히 옮겨오는 것

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번역 불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된 번역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번역은 끝

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낯선 것’을 옮겨오는 번역 행위를 통해 서로 다

른 문화들 간의 상호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번역의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번역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낯선 것’

에 대한 사유는 번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폭넓어짐에 따라 더욱 중요해

졌다고 할 수 있다. 번역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을 살펴보면 이 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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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번역은 원작의 메시지를 목표 언어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정의되지만1), 이러한 일반적인 번역의 정의에서 벗어나 번역에 대한 보

다 확대된 시각을 제시한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해석학자인

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는 한 나라 안에 있는 여러 부족

의 방언이라든지, 수세기에 걸쳐 다양하게 발전된 동일한 언어 내지 방

언은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간의 번역이 종종 필요한 다른 언어가 되기도

한다고 보았다.2)

20세기에 야콥슨(Roman Jakobson)의 경우 언어학을 바탕으로 번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조금 더 확대시킨다. 그는 번역을 기호의 해석으

로 보고,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즉, 동일한 언어 안에서 다른 기

호로 해석하는 언어 내적 번역, 한 언어 기호를 다른 언어로 해석하는

언어 간 번역, 그리고 언어 기호를 비언어적 기호 체계로 해석하는 기호

간 번역으로 번역을 정의하였다.3) 여기서 언어 기호를 비언어적 기호 체

계로 해석하는 기호간 번역의 경우, 언어 기호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비

언어 기호 체계로 이루어진 그림, 음악, 영화 등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문자 간의 번역에서 확대된 번역에 대한 정의이다.

20세기 포스트 식민주의 이론가 중 하나인 영(Robert J. C. Young)도

문자의 영역 밖에까지 확장하여 번역을 바라보았다. 그는 원주민 문화를

식민지 체제의 종속 문화로 변형하거나, 식민지적 장치의 강제적인 부과

에 의해 원래 문화의 양상들이 재구성되는 데 관심을 두고 이것을 번역

적 탈물질화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오늘 날 지도상에 존재하는 많은

지역들의 말 그대로의 의미가 “나는 이 지역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른

다”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오리엔탈리즘4)의

1) 예를 들어, 나이다(Eugene Nida)는 번역을 원작의 메시지를 의미상으로 또 문체상으

로 어색함 없이 거의 동일하게 목표 언어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보았다.(김세중,「번

역의 역사를 통한 이론과 기법」, 1995, 21쪽, 51쪽 참조.)

2) Schleiermacher, Friedrich, On The Different Mothods Of Translating, Venuti,

Lawrence,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Routledge, 2002, pp.43-44.

3) 라이너 슐트, 존 비궤넷,『번역이론』, 이재성 옮김, 도서출판 동인, 2009, 230쪽

참조.

4)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개념은 원래 유럽의 문화와 예술에서 나타난 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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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속에서 사고되어 온 허위적 번역을 지적한다. 이는 그 지역이 본

래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참조 없이 번역을 통해 다른 문

화가 임의적으로 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5) 낯선 것에 대해 어떻게

사고하는지가 그 사고의 문자적 번역으로 이어져 하나의 문화로 자

리 잡아 이어져 내려오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번역 과

정에 있어서 낯선 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대

목이다.

나오키(Sakai Naoki) 역시 번역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

다.『번역과 주체 Translation and Subjectivity : On “Japan” and

Cultural Nationalism』(2005)에서 그가 제시한 “외국인들의 비집성적 공

동체”라는 개념은 하나의 공동체가 서로 말이 통할지 알 수 없는 미지

의 타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같은 언어를 쓰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경

우에도 발화의 완전한 이해를 보장받지는 못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화자 사이의 발화라고 하더라도 서로에

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발화는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되고 전달을 위해

번역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6) 일반적인 다른 언어 사이에서 발생하

는 번역의 차원과는 다른 번역에 대한 시각이다.

베르만(Antoine Berman)은 단순한 문자적 번역의 차원을 넘

어서서 번역을 인간 존재론적으로 바라본 경우로, 자신과 타자

와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 존재론적 번역비평을 제시하

였다. 그는 문자를 거주지로 상정하여, 진정한 번역을 통해 문자

 취미의 경향을 나타냈던 말이지만 오늘날에는 제국주의적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

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 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오리엔탈리즘』에서 오리엔탈리즘을 동양과 서양이라는 인

식론적 구별에 근거한 사고방식이자,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

양의 제도 및 스타일로 정의한다.(Edward W. Said 지음,『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

김, 교보문고, 2000, 7쪽 참조.)

5) 로버트 영,『아래로부터의 포스트식민주의』, 김용규 옮김, 현암사, 2013, 201-205

쪽 참조.

6) 사카이 나오키(Sakai Naoki),『번역과 주체』, 후지이 다케시 옮김, 도서출판 이산,

2005, 54-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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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어-내-존재가 울려 퍼지는 거주지’가 되고, “낯섦”을 “낯

섦”으로 열어 보이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7) 이처럼

문자적 차원의 번역을 넘어 인간 존재론적으로 번역을 바라볼

때, ‘낯선 것’에 대한 사유는 더욱 중요해진다.

번역에 있어서 이러한 ‘낯선 것’ 의 중심적인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번역에 대한 연구에서 ‘낯선 것’ 이라는 주제는 크게 주목을 받

지 못했다. 그 동안의 번역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의 번역 이론에 대한

연구8), 번역에 있어서 주 쟁점이었던 번역 불가능성과 가능성의 문제

및 직역과 의역의 문제 등에 대한 연구 및 번역의 실질적인 예를 통해

번역에 접근해보려는 연구 등이 주를 이루었다.9) ‘낯선 것’이라는 주제

로 번역에 접근한 연구들은 대다수 베르만의 인간 존재론적 번역비평

을 바탕으로 한 번역의 윤리적 측면 및 존재론적 번역 비평 측면에서

의 연구들이었다. 예를 들어, 조재룡의 논문10)은 번역의 윤리 측면에

7) 앙트완 베르만,『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윤성우 이향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9, 120쪽 참조.

8) Rainer Schulte & John Biguenet의 Theories of Translation: An Anthology of

Essays from Dryden to Derrida (1992), Lawrence Venuti의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2000) 등의 번역이론서 및 번역 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역사적 고찰

을 한 김세중의「번역의 역사를 통한 이론과 기법」(1995), 고대 번역 이론과 독일의

번역 이론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김효중의「번역의 역사와 이론(독일의 전통을 중심으

로)」(2000), 번역의 이론을 시대별로 간략히 살펴보고 번역가의 능력과 자세를 살펴

본 전헌호의「번역의 이론」(2003) 등의 연구 논문이 있다.

9) 문학작품의 경우 의역보다는 직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영

시의 번역의 실례를 간단히 살펴본 권영탁의「시 작품의 번역 : 직역을 할 것인가, 의

역을 할 것인가?」, 충실성을 기준으로 직역과 의역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한

것임을 살펴본 정혜용의「직역론의 새로운 갈래와 번역 패러다임의 변화」(2005), 문

학번역 평가의 문제를 충실성과 가독성에 대한 이론과 텍스트 분석으로 살펴본 이은

숙의「문학번역 평가의 문제 : 충실성과 가독성을 중심으로」(2008), 번역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번역의 보편성과 한계성을 살핀 김윤한의「번역론 : 번역의 가능성을 중심으

로」(1987), 번역 불가능성과 번역 가능성의 문제 등의 번역 이론의 문제 등을 살피

면서 번역의 이론과 실천적 문제를 다룬 조병준의「번역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소고」

(2000) 등의 논문들이 있다.

10) 조재룡,「번역의 윤리」, 비평문학 제 42호, 2011.



- 5 -

서 낯섦을 바라보았다. 송태효의 논문11)은 소통과 ‘낯섦이 주는 시련’

이라는 번역의 존재론적 이중성에 주목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체계로서의 베르만의 존재론적 번역비평에 대해 논하였다. 또한

박상진의 논문12)은 ‘타자의 환대’라는 개념이 번역 행위에 있어서 뿐

만 아니라 세계문학의 논쟁을 공정히 이끄는 데에도 중요한 개념임을

강조하였다. 나윤숙의 논문13)은 우리의 삶의 지경(地境)을 넓히기 위

해서는 문학 번역이 타자와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이야기했다.14)

괴테를 통해 ‘낯선 것’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도 있었다. 전영애

의 논문15)은 괴테의 발라데 작품들인『신과 무희 Der Gott und die

Bajadere』와『파리아 Paria』의 정밀한 작품분석을 통해 괴테가 낯

선 요소로부터 어떠한 예술적 가치를 획득하고 이것을 자신의 사상과

결합시켜 예술적 보편성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었다. 한복희의 논

문16)도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파리아』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이러한 ‘낯선 것’에 대한 기존

의 연구를 확장시켜보고자 한다. 여러 연구 자료 중에서 특히 괴테의

『서 동 시집 West-Östlicher D ivan』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

이다.『서 동 시집』은 괴테의‘낯선 것’에 대한 폭넓은 사유와

자세를 바탕으로,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먼 14세기의 페르

11) 송태효,「존재론적 번역비평과 시 : 앙트완느 베르망의 비평 용어 ‘낯섦’을 중심으

로」, Foreign Literature Studies, 27, 2007.

12) 박상진,「타자의 환대로서의 번역」, 세계문학비교연구 제 42집, 2013.

13) 나윤숙,「문학 번역 교육 : 타자와의 신비한 만남」, 번역학 연구 제 10권 1호,

2009.

14) 본론 첫째 장의 ‘번역 이론에서의 낯선 것의 위상’도 학자들의 번역 이론들에서

‘낯선 것’이 어떻게 다루어져왔는지에 대해 서술한 것이므로 ‘낯선 것’에 대한

기존 연구로 볼 수 있겠다.

15) 전영애,「괴테의 詩에 그려진 “파리아”: Der Gott und die Bajadere 와

Paria-Trilogie에 대하여」, 독일어 문화권 연구, Vol. 5, 서울대학교 독일학 연구

소, 1996.

16) 한복희,「괴테에 있어서 낯선 것 : <파리아> 주제의 예술적 보편화 과정」, 독일언

어문학 제36집,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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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시인 하피스(Hafiz)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동방에 대한

연구 끝에 집대성한 작품이다. 이러한 점에서『서 동 시집』은

‘낯선 것’이 어떻게 수용되고 융화되어 예술적 상승을 이루어내

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더할나위 없이 훌륭한 작품이다. 또한

『서 동 시집』은 번역에 관한 이론 및 괴테 자신의 페르시아

시 번역을 담고 있어 번역의 이론과 실제가 어우러져 있다는

점에서 번역 연구의 좋은 대상이 된다.

그 동안 한국에서의『서 동 시집』에 대한 연구는 타문화 수용

에 있어 ‘양극성과 상승 및 총합’과 관련하여 주로 이루어져 왔으

며, 개별 논문들에 이어 본격 연구서도 출간되었다. 예를 들어, 장

남준의 논문17)은『서·동 시집』에 여러 가지 이중성이 교차되고

있으며 개체와 전체, 서방과 동방, 현재의 것과 과거의 것들이 시

적으로 형상화되어 보다 고차적인 총합의 세계로 나아간다는 논지

를 펼치고 있다. 최승수의 논문18)은 양극성과 상승이라는 개념에

대해, 상승을 대립 명제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는 절대적 성격의

것으로 확정하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데리다의 해체적 관점

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펼친다. 장희창은『서 동 시집』을 괴테

의 세계문학론과 연관 짓기도 하였다.19) 또한 한철은『서 동 시

집』이 문화적 반복투영 전략 속에서 구성되었음을 밝히면서 그것

의 상호문화성에 주목한다.20)

헨드릭 비루스(Hendrik Birus)와 전영애의 공동 연구서21)는『서

동 시집』연구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폭넓은 연구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서 동 시집』의 개관에 이어 주요특성을 주제별로 살

펴보고, 비교문학적인 측면과 혼종 시로서의 측면을 다루는 등

『서 동 시집』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으로의 다채로움과 다

면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서와 동 간의 정신적 교류를 심도 있게

17)「괴테(Goethe)의 서 동시집에 나타난 동양의 수용에 관한 연구」(2001).

18)「<서동시집>과 편력시대를 중심으로」(2008).

19)「괴테의 <서 동 시집>과 세계시민주의의 전망」(2009).

20)「반복투영의 반어 : <서 동 시집>의 상호문화성」(2012).

21)『괴테 서 동 시집연구 Studien zum West-östlichen Diva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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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조명하는 등의 심층적인 연구를 보여주었다.

영미 쪽에서도『서 동 시집』에 대한 연구는 양극성과 상승 및 종

합, 오리엔탈리즘의 개혁적 측면, 개별 시 분석,『서 동 시집』의 정신

등의 연구22)가 있어왔다. 하지만 번역의 관점에서『서 동 시집』을 바

라보는 시각은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낯선 것을 중심으로

한 번역의 관점에서『서 동 시집』을 바라보고 연구해 보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괴테의『서 동 시집』은 어느 한쪽의 우열이 아닌 서와 동의 화

합을 꾀하여 진정한 비교문학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

교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23) 또한『서

동 시집』은 영향과 수용이라는 비교문학적 방법론24)을 새로운 관점

22)『서 동 시집』안의 요소들이 독자들이 읽어 나가면서 완성되어 간다는 요지의

Harald Ohlendorf의 The Poet And H is Masks : Some Remarks On Implicit

Structure In Goethe’s ‘West-Östlicher Divan’ (1974), 괴테가 문학적 전통에 대한

인식 형성에 있어서의 지적 권위의 역할을 인식하고 동방의 문학을 연구했다는

Karl J . F ink의 Goethe’s West Östlicher Divan : Orientalism Restructured (1982)

,『서 동 시집』의 정신을 다룬 George F . Peters의 Air and Spirit in Goethe's

West-Östlicher Divan (1976), 하피스와 괴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 분석을 한

Edwin H . Zeydel의 Goethe And Hafis (1957),『서 동 시집』의 “하템”의 의미 분석

을 한 Dorothee Metlitzki의 On the Meaning of “Hatem” in Goethe’s

West-Östlicher Divan (1997) 등의 연구 논문들이 있다.

23)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구중심적 이분법을 해체하고, 동양과 서양의 위계적 이분법을

해체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럽중심적 편견에 대한 비판과

오리엔탈리즘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고의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문

화적 상대주의가 제시되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역시 이분법적 차이의 틀에 고착

되어 동양과 서양을 서로 대립되는 단일한 실체로 개념화함으로써 옥시덴탈리즘

(Occidentalism)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리엔탈리즘과 옥시

덴탈리즘이라는 이항 대립적 틀 속에서 어느 하나를 옹호하거나 배척하지 않는 가

운데 조화나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동서 비교문학’ 연구나 서로 이질적인 문명

권 사이에서의 비교연구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박성창,「오리엔탈리즘과 옥

시덴탈리즘을 넘어서」, 한국학 연구 28, 2008, 31-33쪽 참조.)

24) 영향과 수용의 문제는 그 동안 비교 문학의 중심 과제가 되어왔다. 영향의 문제를

  비교문학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시킨 대표적인 이론가는 방 티겜(Van Tieghem)으로

그는 영향 연구의 목적을 국가와 국가 사이의 문학적 교환의 양태를 다루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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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서 동 시집』은 괴테가 동

방의 페르시아 시인 하피스의 작품에 영감을 받아 쓰기 시작하여 동

방에 대한 방대한 연구와 동시적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영향과 수용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수용이

라는 것이 단순히 영향을 받은 수동적 결과로 보지 않고 영향을 받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동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괴테의

『서 동 시집』은 동방의 영향을 받아 수용하여 작품으로 탄생시킨

창조적 수용이다.

본 논문은 먼저, 일반적으로 번역 이론에서 ‘낯선 것’이 중요한 자

리를 차지한다는 점을 번역 이론에서의 쟁점들과 시대별 번역 이론의

흐름을 통해 간략히 점검할 것이다. 더불어 번역에 있어 ‘낯선 것’에

주목한 베르만과 벤야민의 번역에 관한 사유가 어떻게 괴테의 번역관

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임으로써 괴테의 번역관을 살펴보는 것이

‘낯선 것’ 을 연구하는데 있어 당위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괴테의 번역론을 상세히 살펴본 후, 괴테의 세계문학과 그의

번역관 간의 연결성을 밝힐 것이다. 이는 괴테의 ‘낯선 것’에 대한 시

각이 번역적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문학적 차원에서 보다

깊이 있게 확장된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나아가, 괴테의 번역관을

바탕으로『서 동 시집』을 분석하고, 괴테의 번역 및 괴테의 발라데

작품들 등 실제 창작에서의 사례들을 통해 괴테의 ‘낯선 것’ 의 취급

방식을 보도록 하겠다. 이는 괴테의 번역관이 실천에까지 연결된

다는 점을 통해 번역관의 형성의 근저를 봄과 동시에 그의 번

규정하였다. 영향의 문제에 있어서도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기옌

(Claudio Guillén)과 같은 학자의 경우 영향의 문제를 심리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창작 과정의 한 계기나 측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블

룸(Harold Bloom)의 경우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하여 영향의 개념 자체에 대한 근원

적인 반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박성창,『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10, 297-

302쪽 참조.) 바이스슈타인(Ulrich Weisstein)의 경우, ‘영향’이 완성된 문학 작품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울리히 바이스슈

타인,『비교문학론』, 이유영 옮김, 기린원, 1989, 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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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의 광범위한 적용가능성과 효용성을 살피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나아가『서 동 시집』시편들의 국역과 영역들의 비교분

석을 더함으로써 그 광범위한 적용가능성과 효용성을 번역의

실제적, 확장적 측면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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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역 이론에서의 ‘낯선 것’의 위상

2.1. 주요 쟁점들

그 동안 수많은 번역 활동이 수행되어 왔고, 번역 자체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다양한 정의를 내렸다. 학자들의 번역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번역이라는 것은 한 언어 체계하의 원문의 작품을 번역 방법이

라는 과정을 통하여 다른 언어체계하의 번역문의 작품으로 전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25)

학자들은 저마다의 번역 이론들을 내놓고 논쟁해 왔는데, 그 동안의

번역에 관한 논쟁들은 주로 직역과 의역, 충실성과 가독성, 번역 불가

능성과 번역 가능성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 중‘직역과 의역’은 번역에 관한 이론들에 있어 서로 대립되는 중

요한 담론군을 형성해 왔다. 사전적 정의로 ‘직역’은 ‘단어 대 단어 번

역에 가능한 한 가까운 번역’이고 ‘의역’은 ‘원문을 글자 그대로 쫓아

가지 않는 번역’이다.26) 하지만 여기의 ‘직역’에 대한 정의에서 ‘가능한

한’ 이라는 말은 곧 완전한 ‘직역’ 이 불가능함을 함의하는 것으로, ‘직

역’ 시에도 어느 정도의 ‘의역’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번역을 함에 있어서 ‘직역’ 대 ‘의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문제가 있으며, ‘직역’과 ‘의역’에 대한 다른 차원의

사고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구조주의 언어학자 무넹

(Georges Mounin)은 이러한 ‘직역과 의역’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문

제점에 주목하고, 1955년『아름다우나 부정한 여인들 Les belles

infidèles』라는 책에서 “투명 유리”와 “채색 유리”라는 비유적인 표현

25) 번역의 정의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다룬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논의는 문자적 차원

의 번역에 한한 것이다.

26) 르랑 로베르 사전의 정의에 따른 것임.(“traduction littérale, aussi prè que

possible du mot à mot, opposé à traduction libre”,“traduction libre, qui ne

suit pas l'original à la lettre.”)(정혜용,「직역론의 새로운 갈래와 번역 패러다임의

변화」,『프랑스학 연구』33, 프랑스학회, 2005, 272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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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직역과 의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말 그대로, 언어적으로 낯설지 않도록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어서,

직접 프랑스어로 사고한 후 프랑스어로 작성되었다는 인상을 풍기도록

번역하기 - 이를테면, 우리가 “아름다우나 부정한 그녀들”이라고 부른

번역들이 내걸었던 야심을 원문에의 충실성도 유지하며 실현하기 […]

혹은 독자가 번역문을 한 줄 한 줄 따라가는 내내 외국어의(의미론적,

형태론적, 문체론적) 형식 내에서 텍스트를 읽고 있다는 낯선 느낌을

갖도록 한 자 한 자 충실하게 번역하기 - 우선 이런저런 외국어로 사고

한 후 그 외국어로 작성한 텍스트를 프랑스어로 읽고 있는 중이라는 사

실을 독자가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하도록 번역하기 […]”27)

이러한 무넹의 직역과 의역에 대한 정의에서 보면, 무넹 역시 “채

색 유리”에 관한 설명에서 “한 자 한 자 충실하게 번역하기”라는 일반

적으로 직역을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는 “투명 유리”에 관해서 “언어적으로 낯설지 않는 인상을 풍기도록

번역하기”라고 말하고, “채색 유리”에 관해서는 “낯선 느낌을 갖도록”

이라고 말함으로써 번역시 낯선 느낌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무넹의 이러한 정의를 통해, 직역과 의역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

주는‘낯선 것’에 주목하게 된다. 무넹의 주장은 직역과 의역에 대한 논

27)“Ou bien traduire de telle sorte que le texte, littéralement francisé, sans une

étrangeté de langue, ait toujours l'air d'avoir été directement pensé puis rédigé en

français, - c'est-à-dire, en quelque sorte, réaliser l'ambition des “belles

infidèles”sans l'infidélité […]

Ou bien traduire mot à mot de façon que le lecteur, ligne après lingne, ait

toujours l'impression dépaysante de lire le texte dans les formes originales

(sémantiques, morphologiques, stylistiques) de la lange étrangère, - de façon que

le lecteur n'oublie jamais un seul instant qu'il est en train de lire en français tel

texte qui a d'abord été pensé puis écrit dans telle ou telle langue étrangère […]”

(Mounin, G., Les belles infidèles,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1994, p.74, 정혜용,

「직역론의 새로운 갈래와 번역 패러다임의 변화」,『프랑스학 연구』33, 프랑스학회,

2005, 273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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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이 ‘낯선 것’에 대한 사유와 관련성이 있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 동안 직역과 의역과 더불어 번역에 관한 논쟁에서 ‘충실성과

가독성’ 역시 주요 화두였다. 충실성은 일반적으로 원문에의 충실성

을 일컫는 개념으로, 가독성은 독자의 번역문 이해를 높이는 개념

으로 사용되어 왔었다. 충실성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

이 있어왔는데, 예를 들어, 원문에의 충실함을 충실성으로 보는 일

반적인 개념과 달리 스페인 번역학자 알비르(Amparo Hurtado

Albir)는 번역의 대상을 낱말이 아니라 낱말의 의미로 보고, 충실성

에는 ‘저자의 의도에 대한 충실성’, ‘역어에 대한 충실성’, ‘독자에 대

한 충실성’이 있으며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충실한 번역이

라 보았다.28) 주헬(Denis Juhel)은 번역의 충실성을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하나는 원문에 최대한 충실하게 대어역을 하여 독자

가 마치 외국어 텍스트를 읽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어와 그 문화적 맥락에 맞도록 번역을 하는 것이 충실한

번역이라고 하였다.29) 주헬의 충실성에 대한 정의도 앞에서 무넹이

강조한 “낯선 느낌”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듯

‘충실성과 가독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낯선 것’은 중요한 자리를 차

지하고 있는 것이다. ‘원문에의 충실성’ 이라는 일반적인 충실성의

개념에 따라 생각해 볼 때, 충실성을 고려할 경우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여 원문이 가진 특성이나 이국적인 상황들을 그대로 전달함

으로써 원문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원문의

낯섦을 도착어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시도들이 행해진다. 반면에

가독성을 고려할 경우 도착어에서의 자연성과 적절성, 독자들이 접

했을 때 쉽게 읽힐 수 있는지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원문의 낯섦

은 상대적으로 덜 전달된다.

번역에 있어 또 다른 주 논쟁 주제였던 번역 불가능성과 번역 가

능성30) 역시 ‘낯선 것’에 대한 사유와 관련이 있다. 번역의 언어 체계

28) 이은숙,「문학번역 평가의 문제 : 충실성과 가독성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0(2), 2008, 88쪽 참조.

29) 전성기,『불한번역 대조분석』, 서울 어문학사, 1996, 120-12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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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다른 원문이 담고 있는 ‘낯선 것’을 번역을 통해 완전히 옮겨오

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번역 불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하지만 마치 동면의 양면과 같이, 본질적으로 번역이 불가

능하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통해 ‘낯선 것’을 옮겨오는 시도들

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번역은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

석학자인 리쾨르(Paul Ricoeur)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번역의 불가

능성에서 출발하여 번역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는 그의 저서『번역

론 Sur La Traduction』에서, 언어들이 실재를 구분하거나 구획하는

방식들에서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실재를 담화의 차원에서 재구

성하는 방식들에서도 서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언어

간의 차이로 인해 번역 불가능성은 실재를 언어학적 단위로 구분 짓

는 층위에서 뿐만 아니라 의미와 지시 대상이 관계를 맺는 층위에서

도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번역 불가능성에서 머물지

않고 끝없이 이루어지는 번역의 실재성을 이야기하며31), 번역이라는

행위를 “비교 가능한 것들을 구성하기(construire des comparables)”로

정의 내린다.32)

이와 같은 번역 이론에서의 주요 논쟁점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다. 시인이자 번역학자인 라펠(Burton Raffel

)의 다음과 같은 말은 번역 가능성과 번역 불가능성의 이러한 면을

30)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슐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바이스

게르버(J. Leo Weisgerber) 등은 언어와 사고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각 언어간에

는 상대성이 존재한다는 ‘언어상대성원리’의 개념을 바탕으로 번역이란 원칙적으

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해체철학으로 유명한 데리다(Jacques Derrida)

역시 언어기호들은 역사적인 것으로 그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번역은 불가

능하다는 이론을 지지한다. 하지만 데카르트(René Descartes),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촘스키(Noam Chomsky) 등은 번역 가능성의 입장에서 번역 불가능성

이론과 대립하면서 번역학 이론을 심화시키고 발전시켜왔다.(조병준,「번역의 이론

과 실천에 관한 소고」, 2000, 189쪽 참조.)

31) 리쾨르는 번역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특히 성경, 호메로스, 셰익스피어 등

과 같은 위대한 텍스트들이 재번역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한다.

32) 폴 리쾨르,『번역론-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윤성우 이향 옮김, 철학과 현실

사, 2006, 135-1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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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인간의 언어는 하나하나가 모두 그 구조

와 소리 및 어휘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와 독특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

에 어떤 한 언어로 쓰인 내용을 다른 언어로 완전히 언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33)라고 말했다. 여기서 “완전히(fully)”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 언어로 된 것을 다른 언어로 “완전히” 옮길 수 없

다면(번역 불가능성)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옮기는 것은 가능한 일

(번역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번역 불가능성/가능성 논

쟁과 직역/의역 논쟁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왜냐하면 번역 불가능성의 바탕 하에서 완전한 직역은 불가능하

기 때문에 직역은 의역의 요소를 어느 정도 포함하게 되고, 그렇게 되

면 본질적으로 직역과 의역의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충실

성과 가독성의 문제도 사실 직역과 의역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직

역은 원문에의 충실성을, 의역은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

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번역에 관한 논쟁점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논쟁이 아니라

서로 뒤얽혀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 ‘낯선 것’이 자리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번역에 있어서 ‘낯선 것’에 대한 사유의 필

요성에 다시금 주목하게 되는 지점이다.

33) The impossibility of translation is in a sense not debatable. If every human

language is distinct (as it is) in structure, sound, and vocabulary, and if

every language contains unique features, then clearly it is literally

impossible to fully render anything written in one language into another […]

The catch, of course, is the word "fully." If it is not possible to fully

render anything written one language into another tongue, it is certainly

possible to satisfactory translation - that is, to translate most things and

to translate them well. So called literal translation, again, is on the face

of it literally impossible. Exact linguistic equivalents are by definition

nonexistent.(Raffel, Burton, The Art of Translating Poetry,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1988,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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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대별 흐름

그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저마다의 번역론을 개진하는데 있어, 언어

학, 해석학, 철학 등의 여러 범주를 끌어들여왔다. 따라서 사실 번역

이론의 범위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 학자의 번역 이론만 들여다보더라도 많은

사유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 지어 어떠하다고 말하기 힘

들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번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유를

차지하고 있는 ‘낯선 것’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번역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번역에 있어 하나의 조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번역 이론의 시대별 흐름과 주요 학자들의 번역 이

론을 통해 ‘낯선 것’을 살펴보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시대별 번

역 이론의 흐름은 서구 번역 이론을 전반적으로 간략히 개괄하는 방

식으로 하되, 현대 번역 이론들 중 중심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는 번

역 이론들은 몇몇 주요 학자들의 이론을 통해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역사상 최초의 번역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원문의 단어에 상

응하는 역문의 단어를 써 넣는 ‘행간번역’이었다. 이 번역 방법은 무엇

보다 성서 번역에 적용되었으며, 원문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풍토에

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행간 번역보다 진보한 방법으로 역어의 문

법에 맞게 단어를 배열하는 번역 방법이 바로 ‘직역’이다. 이러한 행간

번역 방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후에도 사용되었다. 심지어 자유

로운 번역방법이 성행했던 17세기말과 18세기에도 적용되었고 현재에

도 번역 초보자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34)

이러한 행간 번역의 등장 이후 로마시대에 키케로(Marcus Tillius

Cicero)는 행간번역 방법에서 벗어나 ‘단어 의미에 충실한 번역’과 ‘자

유로운 번역’의 이분법적 번역방법을 도입하였고, 이 중 ‘자유로운 번

34) 김효중,「독일의 역사와 이론 : 독일의 전통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창간호,

2000, 38-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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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법을 옹호하였다. 또한 그는 그 자신이 사상과 그 형식을 번역하

고 있으므로 원문에 나타나 있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관심을 덜 기울

이노라고 공언하기까지 했으며,35) “원문 중심 번역보다는 자유로운 번

역을 중시해야 한다”고 설파하기도 했다.36) 키케로가 살았던 로마시대

에는 많은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대의 번역은 번역을 통해 거대

한 대로마제국의 문화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

었기 때문에 출처 원문의 어휘적, 문체적 특징들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외국 문화의 주요 내용을 가져와 자국의 언어로 바꾸

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번역이 원문의 언어적, 어휘적 의미들을

제대로 잘 전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번역가의 기본 관심사가 아니

었다.

성 제롬(Saint Jerome) 역시 키케로와 견해를 같이했다. 성 제롬에

게 있어 번역은 자국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타문화로부터 사상과

통찰력을 가져옴을 의미했다. 그는 번역가를 원문보다 더 나은 번역물

을 만들 능력과 자유를 가진 사람으로 보고 외국어 문헌을 자국어로

대체하는 것을 번역의 목적으로 보았다. 이렇듯 내용의 전유(專有)가

로마제국 번역가들의 주 관심사였다. 이와 더불어 교육 받은 로마인들

이 그리스어로 쓰인 원문을 읽을 능력이 있다는 점 역시 그 당시 번

역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나의 언어

밖에 모르는 독자들이 번역문을 통해서만 원문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과는 달리, 로마의 독자들은 일반적으로 번역된 작품들을 원작에 의해

이해할 정도였다. 따라서 로마의 번역가들에게는 원작의 본래 내용이

나 형식을 알려야한다는 절박감이나 원작의 틀에 자신들을 종속시켜

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독자들이 이미 원작을 읽어 알고 있으리라고

35) 라이너 슐트, 존 비궤넷, 같은 책, 11-12쪽 참조.

36) 유명우,「한국의 번역학, 그 현황과 전망」, 신영어영문학회 2003년 겨울학술발표회.

키케로의 이론은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때 의역에 해당되며 독자에 미친 영향을 위주

로 번역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유로운 번역을 해야한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주장한 것은 아니며 철학적 텍스트 번역에 있어서는 축어적 방법을 사용했다.

(김효중,『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푸른사상, 2004, 17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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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되었기 때문에, 번역자들의 관심사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

해 원작을 창조적으로 재현시키는 데에 있었다.37)

15세기에는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간 인쇄술이 번역의 발전에 기여

하게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번역가들은 원문의 이질성을 검토하고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태도는 외국어의 언어구조나 이질성이 그들 자

신의 언어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의 탐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번역가들은 일반적으로 원작이나 원작가에

종속되기 보다는 창조적 활동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

어, 영국의 와이어트(Thomas Wyatt)나 서리 백작(Henry Howard,

Earl of Surray)과 같은 번역가들은 원작의 의미는 충실히 전달하되

역어 문화 체계안에서 번역문이 원작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작을 수정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번역법을 택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도 성서 번역만은 예외였다. 원 말씀을 중시해야 하는 ‘성

서’의 특징 때문에 번역문의 충실도와 명료함이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

되면서 대체로 문자상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루터(Martin Luther)의 경우 성서의 번역본을 접하는 사람들이 읽

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어 과감히 당대의

구어들까지 포함시켰으며 신약의 의도에 부합된다면 모국어의 속담이

나 표현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기도 했다.38) 실제로 그의 번역은 독일에

서 복음전달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넘어서서 독일어의 표준화에까지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번역에 있어 당대의 구어들까지 포함시킨 루

터의 번역방법은 화용론적 번역 방법이 내포되어 있는 역어 중심 번

역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는 신학에 관한 중요한 개념의 번역에

있어서는 축어적 번역방법을 적용하기도 했다.39)

번역에 있어서의 ‘낯선 것’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로마시대와 르네

상스 시대를 비교해 보면, 로마제국 번역가들은 원문이 지닌 낯선 것

37) 김세중,「번역의 역사를 통한 이론과 기법」, 건국대학교 논문집 제 29호, 인문 사

회과학집, 1995, 11-12쪽 참조.

38) 라이너 슐트, 존 비궤넷, 같은 책, 14쪽.

39) 김효중, 같은 책, 181-18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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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원문이 지닌

이질성을 검토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두 시대는 차이를 보임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번역가들이 그렇게 한 것은 원문

에 근접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언어에 활력을 불

어넣는다는 차원에서였다. 따라서 이 두 시기들에서는 근본적으로 원

문의 ‘낯선 것’은 존중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7세기에는 고대의 대가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번역

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영국의 드라이든(John Dryden)은『오비디우

스의 서간들 Ovid's Epistles』(1680)에 붙인 중요한 서문에서 직역,

의역, 모방이라는 번역의 세 가지 기본 유형을 공식화하였다.40) 이 세

가지 번역방법 중 드라이든은 두 번째 유형을 가장 균형 있는 방법으

로 꼽았으며, 번역자는 그가 속한 시대의 미학적 규범을 따라야 할 뿐

아니라 원저자의 특성과 정신을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드라이든

이 주장한 바와 같이 원작의 본질적인 정신을 이해하는 것은 18세기

에 이르러 강조되었다. 원작의 본질적인 정신을 명쾌히 해명하고 평이

하게 지시하려는 노력들로 인해, 이전에 나온 번역본들이 당대 표준이

되는 언어와 문체에 맞게 대폭 다시 쓰이는 일이 많이 행해졌다.41)

원작의 본질적인 정신을 이해하고 원문의 이국적인 것에 대해 존중

하는 이러한 관점은 이후 번역이론의 강력한 저류로서 지속되었다. 19

세기 번역이론에 있어 중요한 학자 중 한 사람인 훔볼트(Wihelm von

Humboldt)는 이러한 원문의 ‘낯선 것’에 대한 접근에 있어 원문의 부

분이나 세부사항들보다는 원문 전반의 충실성을 강조하였다.42) 그는

각각의 개별 언어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것으로 보아 특정한

개념을 표현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

40) 존 드라이든(John Dryden)이 제시한 번역의 세 가지 유형 - 직역: 단어 대 단어,

그리고 행 대 행으로 원작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기/의역 : 재량권을 가지고

번역하되, 키케로 방식의 ‘의미 대 의미’로 옮기기/모방 : 번역자가 적절하다고

여길 때에는 원문의 텍스트를 무시할 수 있음.(수잔 바스넷,『번역학』, 김지원 이

근희 옮김, 한신문화사, 2004, 101쪽.)

41) 수잔 바스넷, 같은책, 99-103쪽 참조.

42) 라이너 슐트, 존 비궤넷, 같은 책, 11-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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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바탕으로 번역을 통해 번역가는 출발어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나

정신을 살려 이국적인 것으로 느껴지면서도 어색함이 없는 번역을 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그의 번역에 대한 관점은 한 마디로 기본적

으로 원문에 충실하되 ‘낯선 것’이 느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는 또한 개별 언어의 차이에 의한 다각적인 번역이나 해석이 나오게

됨으로써 독자들이 여러 각도의 번역을 통해 원문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다.43)

19세기 번역이론 정립에 큰 영향을 미친 학자인 슐라이허마허

(Friedrich Schleiermacher) 역시 해석학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원문

에 비중을 두고 원문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번역에 있어

어떻게 원문의 저자와 독자를 만날 수 있게 하는지가 진정한 문제이

며, 진정한 번역자에게는 “저자를 제자리에 두고 독자가 저자에 접근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가능한 독자를 제자리에 두고 저자가 독자에게

접근하도록 하는” 두 가지의 길만이 열려 있다고 보았다.44) 그는 이

중 독자를 원저자에게 접근시켜 원문의 낯섦을 접하게 하는 방식을

옹호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는 원문의 언어와 내용 중심의 번역이 이

루어져야 하며, 번역자는 이국성을 인식하고 존중하여 이를 번역어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언어와 사고는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문 작가의 고유성이 살려지지 않는 번역, 번역

가가 원작자를 독자에게로 데려오는 방식에 의한 번역된 언어로 잘

읽히는 번역은 본질적으로 번역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즉, 그는 ‘낯

설게 하기’의 방법을 통해 원문의 ‘언어정신’이 독자들에게 전달되도록

번역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의 번역이론은 원문 중심의 번역

이라 볼 수 있다.45)

하지만 이 시기에 모두 원문 중심의 번역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43) Humboldt, Wilhelm, Introduction to H is Translation of Agamemnon, (eds),

Schulte, Rainer and Biguenet, John ,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2, pp. 57-58.

44) Schleihermacher, Friedrich, On the Different Methods of Translating, (eds),
Schulte, Rainer and Biguenet, John, Theories of Translation. pp. 36-54.

45) 김효중, 같은 책, 18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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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독수리보다는 살아있는 참새가 더 낫다”는 유명한 말을 한 19

세기 영국의 영국의 피츠제럴드(Edward Fitzgerald) - 흔히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실 번역가이기도 했다 - 는 “원작의 보다 우수한 점

을 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최악의 생명력이라도 불어넣어 어떤 희생

을 치르더라도 살아있는 번역작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독자와 원저자 사이의 방향성에 있어서 독자를 원작으로 인도하려 하

기보다는 원문 텍스트를 하나의 살아있는 실체로서 번역어 문화 속으

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했다.46) 이러한 그의 이론은 원문 중심보다는 번

역문 중심이지만, 이러한 그의 이론에서도 원문의 ‘낯선 것’은 번역시

살려져야 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 이어 20세기에 들어서서도 원문의 이국적인 요소나 ‘낯선

것’에 대한 존중의 자세는 이어졌다. 번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꼭 다

루어지는 학자인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그의 논문「번역가의 임

무 Die Aufgabe des Ǘbersetzers」에서 번역은 단지 원작의 주제나

내용 차원의 전달을 넘어서는 ‘순수 언어’, 즉 현실적으로는 번역 불가

능한 어떤 핵과 같은 요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번역물

은 “순수 언어의 울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번역어 선택이 재현이 아닌 조화로서 이루어져야 하며, 원작의 “목적

성”이 드러난 언어에 대한 보완으로서의 번역, 원작의 목적성에 목소

리를 부여하기 위해 스스로를 내 놓는 번역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진정한 번역을 투명한 것으로 보고, 원작을 가리지 않고 그 빛을

차단하지 않으며 원작에 더욱 충만한 빛을 밝히게끔 해야 한다고 말

했다.47) 따라서 벤야민에게서 원문의 낯섦은 번역어의 개념으로 덮어

서 지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순수 언어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번역

가의 역할을 통해 살려져야 하는 것이다. 번역이 원작에 더욱 충만한

빛을 밝히게끔 해주는 것은 원작에서 일방적으로 낯선 것을 가져와

그것을 지우는 번역이 아니라, 번역어 안의 낯선 잠재력을 이끌어 내

46) 수잔 바스넷, 같은 책, 117쪽 참조.

47) 발터 벤야민,『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최성만 옮김,

도서출판 길, 2008, 121-1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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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번역을 통해 원작에 더욱 충만한

빛을 밝히게끔 해야 한다는 벤야민의 이론은 슐라이허마허나 피츠제

럴드의 이론에서의 원문과 원저자, 번역문과 독자 사이의 방향성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원문 중심과 번역문 중심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낯섦에 대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현대의 번역이론48)을 살펴보면, 번역에 있어 중점을 어디에 두

고 있느냐에 따라 ‘등가중심의 번역 이론’, ‘조작학파 번역 이론’, ‘기능

주의적 번역 이론’, ‘해석학적 번역 이론’ 등의 여러 가지 갈래의 번역

이론으로 나누어 주로 이야기 된다. 이러한 분류는 이론이 어디에 중

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른 분류이고, 이론들 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없

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 이 이론들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194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는 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등가’적 접근

이 주를 이루었다. ‘등가 중심의 번역이론’ 은 언어학의 토대 위에서

‘등가’의 개념을 가지고 번역을 연구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는데, 독일

학자 카데(Otto Kade)의 경우 다수적 등가, 부분적 등가(근사 등가),

영(0)등가(등가를 이루는 것이 없음) 등 단어 차원의 수준에 초점에

맞추어진 네 가지 체계의 등가 개념을 설정하였지만, 그의 등가 개념

은 모든 언어체계가 구체적 텍스트 계층에서 동일하게 실현된다는 가

정에 근거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 작품의 번역에는 적합하지 않

은 개념으로 비판받았다. 이에, 그는 ‘잠재적 등가 개념’을 설정하여

자신의 이론의 결점을 보완하려 했다. ‘잠재적 등가 개념’은 개념상

으로 일치가 될 수 없는 문화와 관련되는 용어를 해석할 때 번역자

자신이 최적의 등가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49)

‘등가 중심의 번역 이론’의 미국의 대표적인 학자 중 하나인 나이다

(Eugene Nida)는 번역에 있어 형식과 내용을 고려하면서 메시지 자체

48) 번역 이론의 흐름상 큰 변화를 보이는 1940년대 이후의 이론들을 현대 번역 이론이

라 보고 논의를 전개하겠다.

49) 라데군디스 슈톨체,『번역이론 입문 : 번역학 꿰뚫기』, 임우영 외 옮김, 한국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2001, 44-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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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는 ‘형식적 등가성’과 표현을 완전히 자연스럽게 하는 데 중

점을 두고 그 해당 문맥 안에서 수용되도록 변형시키는 ‘동적 등가성’

을 구분하였다. 나이다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동적 등가성’에 따라 번

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50) 또한 그는 독자의 이해 용이

성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독자라도 원문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

록 원문을 번역문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문의

의미가 수용자의 개인적 경험 및 개념의 틀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독자의 이해 용이성을 위해 다른 언어 체계하의 개념 지

도에 맞게 생각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번역작은 원본의 수

용자가 느낀 것과 “동일한” 반응을 역어의 독자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작 자체를 변형해서라도 본래적 반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1) 이 이론 역시 역문 중심으로 볼 수 있겠다. 원

문의 ‘낯선 것’은 수용자인 역어 독자들의 “동일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1960년대에는 레비(Jiři Levý) 중심의 체코 번역학파가

러시아 형식주의의 영향 하에 문학성을 규정하는 표현 자질인 객관적

인 문체론적 자질의 전이에 중점을 둔 번역 이론을 전개하기도 하였

다. 이 이론에서는 원문의 ‘문학성’을 보존하기 위해 원작가의 고유한

문체상의 형식적 특성을 중시하였지만 역어 텍스트의 수용 능력을 토

대로 번역을 평가했다52)는 점에서는 역문 중심이라 볼 수 있다.

1970년대의 번역 이론은 ‘낯선 것’에 대한 접근에 있어 기존의 이론

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언어 내적 요인보다 문화 등의 언어

외적 요인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에 기인한 듯하다. 이 시기에 서유

럽에서는 홈스(James Holmes), 에벤-조하르(Even-Zohar), 바스넷

50) Nida, Eugene,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 With Special Reference to

P rinciples and P 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Leiden : E.J.Brill.

1964, pp.71-156.

51) Nida, Eugene, Message and M ission. The Communication of the Christian Faith,

New York : Harpenr & Brothers, 1960, p.87.

52) 김효중, 같은 책, 194-1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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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an Bassnett), 토리(Gideon Toury) 등을 중심으로 한 번역학파가

형성되었다. 헤르만스(Theo Hermans)는 이들의 대표적 연구 논문을

모아『문학 번역에서의 문학 연구의 조작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Studies in Literary Translation』(1985)이라는 책을 출판

하였다. 이 책의 제목 때문에 ‘조작학파’로 불리게 된 이 학파는 이름

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번역이라는 것을 역어 문학의 관점에서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 원어텍스트의 조작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53), 이러한 ‘조작학파’의 번역이론은 역문 중심의 이론으로서,

이 학파의 번역자들은 역문의 텍스트를 역어 체계의 일부분인 역사적

대상으로 간주하였고, 번역의 규범과 실제가 언어 공동체의 이데올로

기, 미학적 견해, 가치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번역을 통해 유입된 외국적 요인이 역어권의 민족 문학을 개

혁하는 역할을 해 준다고 보았다.54) 이와 같이 이들의 번역 이론은 역

문 중심이었기 때문에, 번역에 있어서의 ‘낯선 것’은 역어권의 문학을

개혁하는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존중된 것이므로 기존의 원문 존중의

흐름과는 다른 것이다. 역어권의 문학을 위해 원문을 어느 정도 조작

될 수 있다는 관점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체계 중심의 언어학에서 화용론적 언어학으로

의 전환이 이루어진 후 번역학 역시 언어 외적 요인 즉 텍스트의 기

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능주의 번역

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기능주의 번역 이론은 독일을 중심으로 1970

년대와 1980년대에 크게 대두 되었고, 원문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이론들에서 역문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전환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기존의 이론들에서 보였던 원문 텍스트의 특성들이 역어 텍스트에 보

존되어야 한다는 시각과 달리, 기능주의 번역 이론은 역문 수용자의

기대나 필요성에도 눈을 돌려 기능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다. 이 이론

에서는 번역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번역가는 원문이 왜 번역되고, 역

53) Hermans, T.,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Studies in Literary Translation,

London, 1985, p.10.

54) 김효중, 같은 책, 198-1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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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파악한 후 이에 따라 번역 방법과

전략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이 중점이 된다. 따라서 이 이론

에서는 원문이 중요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변경할

수도 있고 심지어 원래 의미의 반대로도 전환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

문에, 번역시 ‘낯선 것’은 지워질 수도 있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기능주의 번역 이론 중 대표적인 것이 라이스(Katharina

Reiss)와 페르미어(Hans Vermeer)를 중심으로 한 ‘스코포스(Skopos)’

이론이다. ‘스코포스(Skopos)’는 ‘목적’이나 ‘목표’를 뜻하는 그리스어인

데, ‘스코포스’ 이론은 이름 그대로 번역에 있어 ‘목적’적인 측면에 중

점을 두고 번역을 보다 동태적이고 의사소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55)

해석학적 번역 이론은 번역을 일종의 해석으로 보고, 번역자의 텍

스트에 관한 이해와 해석을 중시하는 이론으로서, 번역자의 언어적 창

조성과 텍스트에 대한 번역자의 올바른 이해와 성찰을 요구한다. 사실

해석학을 바탕으로 번역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현대에 새로이 등장

한 것은 아니다. 19세기에 슐라이허마허는 번역을 본질적으로 해석학

적 과정이라고 보고, 번역의 과정을 서로 다른 언어 간에서뿐만 아니

라 동일한 언어 내에서도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56)

이 이론에서는 번역자의 원문의 이해가 중시되기 때문에, 이 이론

에서 보는 번역 과정이란 텍스트를 해석하여 텍스트의 목적과 기능에

맞추어 원문에 다가갈 수 있도록 원문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즉 원문

의 뜻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57) 이러한 번역 이론은 번역자의 원문의

55) Munday, J.,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 NY,

Routledge, 2001, p.79.

스코포스 이론은 목적성 있는 행위의 이론으로, 이 이론의 틀 안에서 번역의 목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최종수신자이며, 번역을 한다는 것은 목표

상황에서 목표로 하는 목적을 위해 최종수신자를 대상으로 목표 배경 속에서 텍스

트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크리스티안 노드,『번역행위의 목적성 : 기능주의 번역

론의 관점』, 정연일 주진국 옮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20쪽 참조.)

56) Venuti, Lawrence,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Routedge, 2002, p.43.
57) 박두운,「번역의 해석이론」, 불어불문학 제 5집, 1989, 11-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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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원문의 이국적인 요소나 ‘낯선 것’을 번

역문으로 옮겨오는 과정이나 결과는 번역자의 해석에 달려 있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석학적 번역 이론’ 의 학자 중 한명으로

분류되는 프랑스의 라드미랄(Jean-René Ladmiral)의 번역 이론의 핵

심은, 텍스트의 본질을 말로 창조된 세계로 보고, 원어로 표현된 정신

세계를 역어의 기호로 재현하는 작업을 번역이라 보는 것이다.58) 따라

서 이 이론에서 원문의 ‘낯선 것’은 번역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재언어

화 과정을 통해 재구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철학적 해석학을 정립한 독일의 가다머(Hans Georg Gadamer) 역

시 번역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는 그의 저서『진리와 방법

Wahrheit und Methode』(1960)에서 “번역은 번역가에게 제안된 말에

대해 번역자 자신이 선사한 해석의 완성”이라고까지 말했는데, 번역가

의 역할은 원문의 의미를 해석을 통해 역어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기

서 역어로 전환해야 할 원문의 의미는 역어 언어 체계하에서 이해되

어야 하는 것으로 번역이 “해석의 완성”이 되는 정도는 번역가의 해석

을 통해, 역어의 세계 속에서 이해되는 정도에 좌우되는 것이다.59) 따

라서 본래의 원문의 ‘낯선 것’은 고정적이나, 그것의 전이 정도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해석과 역어의 세계 속에서 이해되는 정도에 따라

가변적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살펴 본 번역 이론의 흐름과 학자들의 ‘낯선 것’에 대한

사유는 번역에 있어서 주안점이 원문 중심인지 역어 중심인지의 큰

틀 안에서 원문의 이국적인 요소의 존중 여부에 의해 차이를 보여 왔

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번역에 있어서 ‘낯선 것’은 유럽에서 로마

와 르네상스 시대에 존중받지 못했다가 17세기에 변화의 조짐을 보이

고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존중받는 태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그 후 19세기와 20세기 학자들의 이론들의 바탕에 깔린 기본 전제가

되었지만, 학자들 별로 그에 대한 접근법은 상이함을 살펴볼 수 있었

58) 김효중, 같은 책, 189-205쪽 참조.

59) 윤성우,「번역(학)과 해석(학) : 철학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한 연구」,『프랑스학

연구』37집(2006.8.15), 프랑스학회, 17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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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문화적 요소와 같은 언어외적 요인으로

초점이 이동함으로써 이러한 ‘낯선 것’ 에 대한 태도에 있어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을 보이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특히 원문 중심에

서 역문 중심으로 변화되어 온 번역 이론의 큰 흐름과 함께 ‘낯선 것’

의 위상이 변화되어 왔음을 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현대 번역 이론

중 하나인 ‘기능주의 번역 이론’의 경우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이론은 역문 텍스트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

에, 원문 텍스트의 의미는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이론

에서 ‘낯선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 번역 이

론들 모두가 역문 중심이고 ‘낯선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는 없다. 예를 들어, 해석학과 철학을 기반으로 한 번역 이론들의 경

우, 역문 중심적 번역이기는 하지만 번역시 ‘낯선 것’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번역자의 해석을 기반으로 한 번역에 의한 재구성을 통해 ‘낯

선 것’을 역어 체계 내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번역이론에 있어서 ‘낯선 것’ 이 차지하는 위상을 번역의

주요 쟁점별, 그리고 번역이론의 시대별 흐름의 측면에서 개관했다.

이를 통하여, 번역 이론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낯선 것’ 의 위상은

조금씩 변화 되어 왔지만, 번역에 있어서 ‘낯선 것’이 지니는 중심적인

자리는 크게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낯선 것’ 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 대부분은 실은 베르만의 ‘낯선 것’에 대한 존

재론적 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L'épeuve de l'étranger』(1984)에서 베르만이 ‘낯선 것’에 남달리 주

목했다는 점과 ‘낯선 것’에 대해 존재론적 번역 비평의 측면에서 깊이

있게 사유했다는 점은 분명히 돋보인다. 이 때문에 ‘낯선 것’ 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베르만의 존재론적 번역비평을 다루었을 것이다. 하

지만 사실 베르만의 ‘낯선 것’ 에 대한 사유는 벤야민의 번역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은 베르만 자신도 밝히고 있는 점이

다. 예를 들어, 베르만은 번역이라는 매개물로 강화되어 ‘순수한 언어’

로 원전을 비춰주는 것이 진정한 번역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벤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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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에 관한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

야민은 “외국어 속에 마법으로 묶여 있는 저 순수언어를 자기 언어를

통해 풀어내고, 작품 속에 갇혀 있는 저 순수 언어를 작품의 재창조를

통해 해방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번역가의 과제” 60)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번역을 통해 원문의 순수 언어를 풀어내고 “원문의 메아리가 울

릴 수 있게”하는 것이 번역가의 과제인 것이다. 또한 벤야민은 “진정

한 번역은 번역을 통해 원작을 가리지 않고 그 빛을 차단하지 않으며

원작에 더욱 충만한 빛을 밝히게끔 해야 한다.”61)고 말하기도 했는데,

베르만의 번역에 관한 사유는 이러한 벤야민의 성찰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벤야민의 번역론 자체가 그러하듯, 베르만

의 번역에 대한 사유는 벤야민의 번역에 대한 성찰 뿐만 아니라 괴테

의 번역에 대한 성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르만은『낯선 것으로

부터 오는 시련』에서, 자국의 언어 공간에서 ‘낯섦’을 ‘낯섦’으로 열어

보이고 소통하는 것을 번역으로 보았으며, 번역에 있어서 ‘낯섦’과 ‘고

유함’이 순환한다고 보았다.62) 번역시 문자를 통해 ‘언어-내-존재’가

울려 퍼지게 되고,63) ‘고유함’을 잃지 않는 가운데 ‘낯섦’을 ‘낯섦’으로

열어 보임으로써 ‘낯섦’과 ‘고유함’은 순환을 하게 되고, 원전을 되비춰

주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낯섦과 고유함이 순환한다”는 베르만의

번역관은 “외국적인 것과 자기 고유의 것이 서로 맞물려 일종의 원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괴

테의 번역에 대한 사유를 상기시킨다.64)

60) 발터 벤야민, 같은 책, 142쪽.

61) 발터 벤야민, 같은 책, 142쪽.

62) 앙트완 베르만,『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356-386쪽 참조.

63) 앙트완 베르만,『번역과 문자 : 먼 것의 거처』, 윤성우 이향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11, 12쪽.

64) 베르만은 그의 저서『번역과 문자 : 먼 것의 거처 La Traduction Et La Lettre :

Ou L'auberge Du Lointain』에서 괴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러

  텍스트에 산재하여 드러나는 괴테의 직관들이야말로, 문자성으로서 그리고 드러남

의 드러남으로서의 번역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 가장 풍부하고 가장 놀라운 자료이

다. 괴테가 번역과 작품들, 언어들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수행한 번역물에 대해

쓴 글들을 하나로 모은 작품은 아직도 없다. 내가 아는 바로는 괴테의 글들이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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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괴테의 번역론

3.1. 내용과 특징

번역에 관한 괴테의 이론적 견해는『시와 진실 Dichtung und

Wahrheit』(1833)65)에 나타나는 구절과「빌란트에 대한 우정 어린 기

억을 위하여 Zu brüderlichen Andenken Wielands」(1813), 그리고

『서 동시집 West-Östlicher Divan』(1819/1827)의 주석과 논고인 산

문편에 나오는 번역에 관한 글이 중심을 이룬다.66) 그의 이러한 번역

에 관한 이론은 장대하고 체계화된 이론은 아니라서 단편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직관이 담긴 짧은 이론적 발언들 가운데 번역에 대한 핵

심을 관통하는 혜안이 담겨있음을 볼 수 있다.

『시와 진실』에서는 산문 번역과 시적 번역에 대해 거론하면서 셰

익스피어 번역 및 호메로스 번역과 루터의 성경 번역을 예로 들고, 시

를 시답게 하는 것은 리듬과 운율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에 가려져 있는 순수한 내용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번역의 초기 단계에서는 산문역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맨 처음 빌란트에 의해, 그다음에 에쉔부르크에 의해서 산문으로

로 벤야민 이전에 번역에 관해 쓰인 서구의 글들 중 가장 심오한 것이다. 벤야민보

다 훨씬 심층적으로, 괴테는 번역 행위의 얽히고설킨 다원적 공간을 전(全) 차원에

서 조망하며 훑는다.”(앙트완 베르만, 같은 책, 113-114쪽.)

65)『시와 진실』은 괴테가 환갑을 앞둔 1808년에 시작하여 타계하기 일 년전인 1831년

까지 집필한 자서전이다. 질풍노도의 천재시대를 다루는 3부 11-15장은 1814년 5월

에 완성되며, 이어 4부 16-20장의 집필이 시작된다. 그러나 1816년 이 거대한 기획

은 미루어지고, 1817년 완전히 중단되었다가 타계하기 몇 년 전부터 1831년 가을까

지 다시 1772-1775년까지의 생애를 다룬 4부 집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4부 원고

는 초고 상태로 남아 있다가 괴테 사후 1833년에 유고로 출간되었다.(괴테,『시와 진

실』, 전영애 최민숙 옮김, 민음사, 2009, 1055-1056쪽 참조.)

66) 안미현,「문화간 탈경계적 주체로서의 번역가의 과제와 번역전략(II)」, 2011, 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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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된 셰익스피어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쉽고 또 어떤 독자에게도

적합한 읽을거리로 급속히 보급되었으며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 나는

리듬과 운율을 존중한다. 이 양자를 통해서 시는 비로소 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심오하며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진실

로 감화시키고 도움을 주는 것은, 산문으로 번역될 때 작가에게서 얻

어지는 것이다. 이때는 순수하고 완전한 내용이 남는데, 그것이 결핍

될 때라도 눈부신 외적 형식은 마치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가 하면, 실제로 있는 내용은 가리곤 한다. 그래서 나는 소년을

교육하는 초기에는 시로 번역된 것보다는 산문으로 번역된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 그래서 나는 초기에 호메로스의 산문 번

역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고려해보기를 권한다. […] 다만 나는 내

제안에 유리하도록 루터의 번역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탁월한 인물은 온갖 다양한 문체로 엮인 저작과 그 저작의 문학적,

역사적, 명령적, 교훈적인 음조를‘틀로 찍어낸 듯한’모국어로 우리

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원전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모방하여 번역하는

것보다 종교에 더 큰 공헌을 했던 것이다.”67)

「빌란트에 대한 우정 어린 기억을 위하여」에서는 번역에 관한 다

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번역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외국 작가를 우리 쪽으로 데

려오는 것으로, 우리는 그를 우리 편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다른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낯선 이에게로 넘어가서 그의 상황과 언어

방식, 그의 개성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68)

「빌란트에 대한 우정 어린 기억을 위하여」에서 제시된 괴테의 견

해는 슐라이허마허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해 보인다. 슐라이허마허는

「번역의 다양한 방법에 관하여 Ueber die verschiedene Methode des

Uebersetzens」라는 글에서 번역가에게 열려 있는 길은 번역가가 “가

능한 한 작가를 내버려두고 작가에게로 독자를 움직이거나, 독자를 가

67)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같은 책, 625-626쪽.

68) 안미현, 같은 논문, 2011,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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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그냥 놔둔 채 작가를 독자에게로 데려가는 두 가지 길 뿐” 69)이

라고 말한다. 이러한 견해는 괴테가 제시하고 있는 번역에 관한 “두

가지 원칙” 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괴테가 제시하는 번역에 관한

“두 가지 원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슐라이허마허의 관점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낯선 이를 우리 쪽으로 데려와 그를 우리 편

으로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가 낯선 이에게로 다가가 그가 가진 개성

을 통해 우리를 “발견”하기도 한다는 괴테의 관점은 작가와 독자 사

이의 방향성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낯선 이들이 서로에게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시

된 괴테의 이러한 번역관에서는 어떤 한 쪽의 번역 방식이 바람직하

다는 번역에 대한 견해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번역을 통해 ‘낯선

것’과 만남으로써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

게 된다는 점은 분명해진다.

『서 동 시집』의 주석과 논고에 나오는「번역」이라는 글에서는

그의 번역에 관한 견해가 보다 체계화된다. 중요 부분을 발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번역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우리들 자신의 의미 안에 머물면서

타국을 알리는 것이니, 소박하고 산문적인 번역이 여기서는 가장 좋은

번역이다. […] 두 번째 번역 단계가 여기에 이어지는데, 외국의 상황

안으로 자신을 옮겨 놓기는 하지만, 실은 다만 낯선 뜻을 자기 것으로 만

들어 자신의 뜻으로써 다시 그려 내려고 애쓰는 시기이다. 그런 시기를

나는 단어의 가장 순수한 뜻에서 패러디적(원뜻: 노래 바꾸어 부르기) 시

기라고 부르고 싶다. […] 그러나 완전한 것 가운데도 불완전 한 것 가운

데도 오래는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변화에 변화를 자꾸 따라야만 하기 때

문에, 우리는 최고이자 마지막 것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세 번째 시공을

경험한다. 즉, 번역을 원전과 동일하게 만들고 싶어 하여, 하나가 다른

것 대신이 아니라, 다른 것 자리에서 통용되는 시공 말이다.” 70)

69) Venuti, Lawrence,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p.49.

70) 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서 동 시집』, 전영애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97-398쪽.(이후『괴테 서 동 시집』의 번역은 이 책의 번역으로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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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원문과 번역은 본 논문 말미에 첨부했음)

여기서 괴테가 제시한 번역의 형태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평소

쓰는 용어로 독자에게 외국을 알려주는 것으로, 평이한 산문번역이 이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 낯선 것을 읽는 이쪽으로 최대한 가져오는 소

박한 단계이다. 두 번째는 번역가가 이국적인 상황에 빠져들고자 노력

은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의 사상을 단순히 전유하여 자기의 것으로

표현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번역에서는 원문의 느낌과 생각과 대상까

지도 도착어 안에서 대체물을 찾아 표현해 낸다. 낯선 것을 한껏 토착

화하여 창작을 가미해 보는 단계라 하겠다. 세 번째는 세 가지 단계

중 가장 절정을 이루는 단계로, 번역문을 원문과 동일하게 만들기를

원하며 번역문은 원문의 공간에 존재한다. 최대한 원문에 다가가 행간

번역에 육박할 만큼 “낯선 것은 낯설게 그대로 두는” 단계로, 낯선 것

의 수용으로 수용자쪽의 문학은 더 풍요로워지게 된다.71) 이 단계에서

는 낯선 것을 통해 원문을 향해 떠밀리면서, 이질적인 것과 친숙한 것

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꾸준히 다가가는 가운데, 순환의 원이 마

“Es gibt drei Arten der Übersetzung. Die erste macht uns in unserem eigenen

Sinne mit dem Ausland bekannt; eine schlicht-prosaische ist hiezu die beste. […]

Eine zweite Epoche folgt hierauf, wo man sich in die Zustände des Auslandes

zwar zu versetzen, aber eigentlich nur fremden Sinn sich anzueignen und

miteignem Sinne wieder darzustellen bemüht ist Solche Zeit möchte ich im

reinsten Wortverstand die parodistische nennen […] erlebten wir den dritten

Zeitraum, welcher der höchste und letzte zu nennen ist, derjenige nämlich, wo

man die Übersetzung dem Original identisch machen möchte, so daß eins nicht

anstatt des andern, sondern an der Stelle des andern gelten sollte. […] Eine

Übersetzung, die sich mit dem Original zu identifizieren strebt, nähert sich zuletzt

der Interlinearversion und erleichtert höchlich das Verständnis des Originals

[…]”(Goethe, Johann Wolfgang, West-östlicher Divan , in : Deutscher Klassiker

Verlag Bd.38, Neue, völlig revidierte Ausgabe, Teilband I, hrsg. v. Hendrik Birus,

Frankfurt a. M. 1994, S. 280-281.)

71) 헨드릭 비루스, 전영애,『괴테 서 동 시집 연구 Studien zum West-östlichen Diva

n』, 2012, 1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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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내 완성된다.

괴테는 어느 문학에서도 이 세 가지의 번역 방법이 되풀이 되고 동

시에 실행된다고 보면서, 단계 별로 실제 예들 또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번역 방법의 예로는 루터의 성서 번역을 들고 있으며, 두 번

째 단계에 대한 예로서는 낯선 말들을 자기 입에 담기 알맞게 만드는

방식을 취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시 작품들의 번역 등을 들고 있다. 세

번째 번역 방법의 예로는 코제가르텐의 번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괴테

는 코제가르텐 덕에 원어에서 곧바로 나온 몇 안 되는 구절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아주 다른 열림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괴테가 여기에서 제시한 번역 방법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번역

방법은 모두 역어 중심의 번역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번역 방법은

원어를 번역어로 풀어서 산문식으로 번역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원작

이 가지는 형태적 특색은 중화되고, 두 번째 번역의 방법의 경우 원문

의 사상을 가져와 번역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번역하는 것으로 원문

이 지닌 사상과 정서 등은 역어인 도착어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첫 번

째 번역 방법은 “우리들 자신의 의미 안에 머물면서 타국을 알리는

것”으로, 원문의 의미를 중시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충실한 전달에 주

안점을 두고 역어 중심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번역 방법은

원문의 사상을 가져와 완전히 번역어 내의 어휘와 표현양식으로 번역

해 내는 것으로 이 역시 역어 중심이다. 반면에, 세 번째 번역 방법의

경우 원문의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번역어 내에서 가능한 원문의

어휘와 표현 양식에 가깝게 표현해 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두 형

태의 번역과 비교할 때 원문 중심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괴테는 이

러한 점에 대해「번역」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이런 종류는 처음에는 아주 큰 저항을 겪는다. 번역가가 원전에 단단

히 어울려, 자신의 민족의 원전성은 다소간에 포기하고, 그렇게 하여 제

3의 것이 생겨나는데 […]”72)

72) “Diese Art erlitt anfangs den größten Widerstand ; denn der Uebersetzer der sich

fest an sein Original anschließt giebt mehr oder weniger die Originalität se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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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번역가가 원전에 단단히 어울려, 자신의 민족의 원전성은 다

소간에 포기하고”라는 말은 원문 중심성을 나타내는 듯하다. 특히『서

동 시집』의 주석과 논고인「보다 나은 이해를 위하여」를 여는 시에

등장하는 “시인의 나라들로 가야한다(Mußin Dichters Lande gehen)”

는 시구는 독자의 원작자 쪽으로의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인

상을 주기 때문에 괴테의 번역관이 원문 중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하지만『서 동 시집』과 그의 번역에 대한 글을 면

밀히 살펴보면 괴테가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독자를 원작자 쪽으

로 데려가는 일방적인 이동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분명 이국적인 것의

고유성은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고유의 것

역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다. 이 점은「번역」이라는 글을

마무리 짓는 괴테의 다음 말에서도 알 수가 있다.

“원전과 동일시되기를 지향하는 번역은 마지막에는 행간번역에 접근하

며 원전의 이해를 아주 쉽게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바탕의 텍스트에

로 인도되어 간다. 아니 심지어 떠밀려간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전체

원이 마무리된다. 낯선 것과 토착적인 것, 기지의 것과 미지의 것이 서

로에게로 다가가서 마무리되는 원 말이다.”73)

“낯선 것과 토착적인 것”이 서로 맞물려 서로에게 다가가 일종의

“원”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Nation auf, und so entsteht ein Drittes […] ”(Goethe, Johann Wolfgang, a. a. O.,

S. 281, 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서·동 시집』, 398쪽.)

73) “Eine Uebersetzung die sich mit dem Original zu identificiren strebt nähert sich

zuletzt der Interlinear-Version und erleichtert höchlich das Verständniß des

Originals, hiedurch werden wir an den Grundtext hinangeführt, ja getrieben und

so ist denn zuletzt der ganze Zirkel abgeschlossen, in welchem sich die

Annäherung des Fremden und Einheimischen, des Bekannten und Unbekannten

bewegt.”(Goethe, Johann Wolfgang, a. a. O., S. 283, 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서·동 시집』, 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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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글은 원문으로의 일 방향적 이동이 아닌, “낯선 것과 토착적인

것”, 그리고 “기지의 것과 미지의 것”이 “서로에게로 다가가”는 것은

양방향성의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마무리 되는 순환

의 원은 단순히 원문의 낯섦을 유지하기 위한 낯설게 하기를 넘어서

서, 통합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순환의 원 속에

이루어진 통합 안에는, 원문의 낯섦과 자신의 것이 녹아 있으며, 자신

의 것에서 다른 것을, 다른 것에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서로를 비춰

주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인의 나라들로 가야한다”는 시구는 원

문으로의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제 3의 것이 생겨나”게 하기 위한

원문에의 이해에 도달하려는 역동적인 움직임인 것이며, 낯선 것과 자

신의 것과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움직임이다.

끝없이 원문에의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슐라이

어마허의 해석학과도 상응하는 부분이다. 슐라이어마허에 의하면 “해

석학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 특히 문자적인 말을 올바르게 이

해하는 기술” 74) 이다. 슐라이어마허는 완전한 이해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해 주체와 이해 대상의 일치를 향해 나아

가며 끊임없이 새로운 이해를 추구한다.75) “보다 나은 이해”를 추구하

는 것이다. 괴테『서 동 시집』의 주석과 논고 편의 제목이 “보다 나

은 이해를 위하여”인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의미심장하다. 번역

이 이해의 과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올바른

번역을 위한 “보다 나은 이해”의 추구, 그리고 그것을 위한 움직임(‘가

74)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해석학과 비평』, 회신한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0, 13

쪽.

75) 슐라이어마허는 모든 말이 이미 주어져 있는 언어를 전제하고, 모든 말은 이전의

사고에 기인하며, “인간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말은 곧 “정신

의 사실”이라 보았다. 주어져 있는 언어를 전제하고 이전의 사고에 기인한다는 말

의 특성 때문에 대상을 사고하는 것은 절대적 출발점이 사고 이전에 제약이 있는 상

대적 출발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을 사고하여 재구성하는 이해는 항상 완전

한 재구성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새로운 구성을 허용하게 된다. “새로운 구성으로

서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끝없는 이해의 추구인 것이다.(최신한,『지평

확대의 철학』, 한길사, 2009, 146-1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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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되며 서로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연

관성은 괴테가 주석과 논고 안의「번역」장에서 제시한 세 번째 단계

의 번역에서도 확인된다. 괴테가 제시한 세 번째 단계의 번역에서는

원문의 단순한 재생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낯선 것을 이해하기 위해

다가가려는 역동적인 움직임에 의해 낯선 것과 자신의 것이 하나의

원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서 동 시집』안에서 ‘번역’과 ‘이해’, 그리고 ‘가는 것’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서 동 시집』을 낯선 것에 대해 다가가서 이해하려는 괴테의

노력이 창조적 방식의, 생산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

고 할 때,『서 동 시집』자체를 하나의 매우 창조적인 번역으로 볼 수

도 있으며,『서 동 시집』에는 그 자체로 괴테의 번역관을 뒷받침하는

면면이 있다. 괴테의 번역관은 이외에도 그의 번역관의 실천 및 이후

에 형성되는 그의 ‘세계문학’의 구상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통해 한층

폭넓게 강화되고 있다.

3.2. 괴테의 번역관과 ‘세계문학(Weltliteratur)’개념의 형성

자본화와 문화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세계문학에 대한 논쟁

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여러 학자들이 세계문학에 대한

논의를 제기76)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문학론은 19세기 초 중반 유럽의

76) 아놀드(Matthew Arnold)는 문명화된 국가들(civilized nations)간의 위대한 연합

(great confederation)인 세계문학이 개별 국가의 문학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고 궁극적으로 각국의 국민문학의 발전을 도모할 것

으로 보았다.(Matthew Arnold, Essay in Criticism. Ed. S.R. Littlewood. London:

Macmillan, 1956, p75,76.) 맑스(Karl Marx)는 개별 국가에서 생산된 지적재산이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고 편협한 자국 이기주의가 없어지게 되면 인류의 보편적인

세계문학의 출현이 필연적이라고 보았다.(박선주,「세계를 읽는 방식 : 세계문학론과

   번역이론의 접점 읽어내기」, 인문논총 제 59집, 2008, 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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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상황77) 속에 괴테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괴테는 당시

외국의 다양한 작품들이 독일로 흘러들어오고, 문화간 번역이 활발하

게 일어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보편적 이념으로서의 세계문학의 가

능성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괴테가 제기한 세계문학(Weltliteratur) 개

념은 모든 문학 작품 중 아주 훌륭한 문학적 업적을 이루어 인류의

공동 자산으로 인정될 만큼 국가와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 위치를

획득한 작품들을 총칭하는 것도 아니며, 과거와 현재의 모든 문학을

백과사전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었다. 괴테의 세계문학은 이

와는 다른 의미의, 상호 교류하고 상호 고무하는 세계문학이었다. 괴

테는 1828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자연과학자들의 회합에서 다음과 같

이 말했다.

“과감하게 유럽적인, 일반적인 “세계문학”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다양

한 민족들이 서로를, 또 서로의 작품을 잘 알게 된다는 뜻만은 아니

다. 그런 의미로는 “세계문학”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으며, 계속되고,

또 다소간에 갱신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것

은 오히려, 활동하고 있는 문학인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호감과 공공심

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작용해야겠다고 느낀다는 것이다.”78)

77) 나폴레옹 전쟁 후 유럽에서는 1815년 비엔나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결의 내용은

유럽의 안정성 회복을 위해 중부 유럽의 분열 상태를 현상 유지시킨다는 것이었다.

독일은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통일성이 부재했으나 교통수단의 발달 및 문화번역

등의 활성화로 새로운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정신을 활성화시키게 된다.(김용규,「로컬

적인 것과 세계문학, 그리고 (문화)번역」, 비평과 이론, 제 18권 1호(2013 봄/여름),

42쪽 참조.)

78) 전영애,「비교문학의 장(場) : “세계문학 Weltliteratur”」, 한국독어독문학회 봄학술

대회, 2003, p.264.

“Wenn wir eine europäische, ja eine allgemeine Weltliteratur zu verkündigen

gewagt haben, so heißt dieses nicht, daß die verschiedenen Nationen von einander

und ihren Erzeugnissen Kenntnis nehmen, denn in diesem Sinne existiert sie schon

lange, setzt sich fort und erneuert sich mehr oder weniger. Nein! heir ist vielmehr

davon die Rede, daß die lebendigen und strebenden Literatoren einander kennen

lernen und durch Neigung und Gemeinsinn sich veranlaßt finden, gesellschaft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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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테의 세계문학은 이처럼 문필가들의 상호교류와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괴테는 1827년 1월 31일 에커만(Johann Eckemann)

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즈음 들어서 더욱더 잘 알게 되었지만 시라는 것은 일류의 공동

재산이며,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수백의 인간들 속에서 생

겨난 것이네. 어떤 작가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쓰고, 조금 더

오랫동안 다른 사람보다 두각을 나타낸다는 그 정도가 전부일 뿐이야.

[…] 그러나 우리 독일인은 자신의 환경이라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

지 못한다면 너무나 쉽게 현학적인 자만에 빠지고 말겠지. […] 민족

문학이라는 것은 오늘날 별다른 의미가 없고, 이제 세계문학의 시대

가 오고 있으므로, 모두들 이 시대를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해.”79)

이와 같이 괴테는 문필가들의 상호교류를 통해 편협성을 지양하고

시야를 넓힘으로써 상호 영향을 주어 인류의 “공동재산”으로서의 “시”,

즉 세계문학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문학의 상호교류와 영향에 있어 번역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 따라서 세계문학과 번역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괴테는

세계 문학에 있어 이러한 번역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번역을 통해 외

국 문학을 자국에 소개하는 활동을 세계문학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보

고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zu wirken.”(Goethe, Johann Wolfgang, Die Zusammenkunft der Naturforscher

in Berlin. 1828, in Goethe Werke: Hamburger Ausgabe in 14 Bdn., Bd.12,

Hamburg 1981, S. 363.)

79) 요한 페터 에커만,『괴테와의 대화』, 장희창 옮김, 민음사, 2008, 323-324쪽.

“Ich sehe immer mehr daß die Poisie ein Gemeingut der Menschheit ist, und daß sie

überall und zu allen Zeiten in Hunderten und aber Hunderten von Menschen

hervortritt. Einer macht es ein wenig besser als der andere und schwimmt ein wenig

besser als der andere und schwimmt ein wenig länger oben als der andere, das ist alles.

[…] Aber freilich wenn wir Deutschen nicht aus dem engen Kreise unserer eigenen

Umgebung hinausblicken, so kommen wir gar zu leicht in diesen pedantischen Dünkel. […]

Nationen-Literatur will jetzt nicht viel sagen, die Epoche der Welt-Literatur ist an der Zeit

und jeder muß jetzt dazu wirken, diese Epoche zu beschleunigen.”(Eckermann, Johann Peter,

Gespräche mit Goethe, Stuttgart 1994, S. 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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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번역가는 자신이 이러한 보편적-정신적 교역의 중재자로서 노

력하고, 그러한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자신의 업무로 하는 사람이

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록 번역의 불충분함에 대해 말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번역이라는 것은 타민족과의 전반적인 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운데 하나이며, 계속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80)

괴테는 에커만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여기에서 괴테

가 생각하는 번역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다.

“프랑스인들이 우리나라 작가들을 연구하고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아

주 잘하는 것이네.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이나 모티브에 있어서 꽉 막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그들은 우리

독일인을 보고 형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소재

면에서는 그들보다 뛰어난 게 사실이야.”81)

번역을 통해 눈을 바깥으로 돌려 다른 문학을 접함으로써 자신의

단점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다. 번역을 통해 타민족과의 교류는 촉진

될 수 있으며, 번역을 통해 세계문학은 도모될 수 있는 것이다. 괴테

자신에게 있어서도 세계문학과 번역은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어

린 시절부터 외국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낯선 것에 대한 열정적 호

기심을 가진 괴테가 일생 동안 번역과 함께 하면서 그에게 번역은 문

80) 윤태원,「세계화 개념을 통해서 본 괴테의 “세계문학”」, 독어교육 제 33집,

2005. 291쪽.

“Und so ist jeder Übersetzer anzusehen, daß er sich als Vermittler dieses

allgemein-geistigen Handels bemüht und den Wechseltausch zu befördern sich

zum Geschäft macht. Denn was man auch von der Unzulänglichkeit des

Ǘbesetzens sagen mag, so ist und bleibt es doch eines der wichtigsten und

würdigsten Geschäfte in dem allgemeinen Weltverkehr.”(Eckermann, Johann Peter,

ebd., S. 353.)

81) 요한 페터 에커만, 같은 책,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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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 넘어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창작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매체로 작용82)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문학과 번역의 긴밀한 관계는 괴테의 세계문학을 괴테

의 번역관과 연결 지음으로써 더욱 긴밀해진다. 즉, 괴테의 세계문학

의 개념과 괴테의 번역관은 ‘낯선 것’ 과 자신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 1830년 카알라일(Thomas Carlyle)

의『쉴러의 생애 Leben Schillers』의 서문에서 괴테는 그의 세계문학

개념을 더 구체화시키는데, 여기서 괴테가 말하는 세계문학 개념을 더

욱 분명히 알 수 있으며, 그의 세계문학을 그의 번역관과 연결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벌써 얼마 전부터 보편적 세계문학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온나라의 국민들은 […] 낯선 것들을 인지

하여 그것을 자신 속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곳저곳에서 지금까지는 느

끼지 못하던 정신적 욕구들을 느끼게 된 사실을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

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체험으로부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감정이

우러났으며, 정신도 지금까지처럼 문을 닫고 지내는 대신에, 다소간의

자유로운 정신적 교류 속에 함께 어울리고 싶은 욕구를 차츰차츰 느끼게

된 것이다.”83)

즉, 괴테가 말하는 세계문학은 낯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82) 안미현, 같은 논문, 54쪽 참조.

83) 요한 볼프강 폰 괴테,『문학론』, 안삼환 옮김, 민음사, 2010, 257쪽.

“Es ist schon einige Zeit von einer allgemeinen Weltliteratur die Rede, und

zwar nicht Unrecht: denn die sämtlichen Nationen [...] hatten zu bemerken,

daß sie manches Fremde gewahr worden, in sich aufgenommen, bisher unbekannte

geistige Bedürfnisse hie und da empfunden. Daraus entstand das Gefühl

nachbarlicher Verhältnisse, und anstatt daß man sich bisher zugeschlossen

hatte, kam der Geist nach und zu dem Verlangen, auch in den mehr oder weniger

freien geistigen Handelsverkehr mit aufgenommen zu werden.”(Goethe, Johann

Wolfgang, Die Zusammenkunft der Naturforscher in Berlin. 1828, in Goethe

Werke: Hamburger Ausgabe in 14 Bänden., Bd.12, Hamburg 1981, S.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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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교류를 도모하는 것이다. 낯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러한 교류를 통해 각각의 문학들은 서로 끝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낯선

것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스스로

의 존재와 전개를 사유해내는 것이다.84) 따라서 세계문학은 국가별 문

학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의 모습을 상호적으로 밝혀주는 것이다.

여기가 괴테의 번역관과 괴테의 세계문학 개념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

다. 즉, 괴테의 번역관에 따르면 고유의 것과 낯선 것의 통합은 이들

의 상호작용을 통한 통합으로, 원전도 비춰주면서 자신의 것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서로를 상호적으로 밝혀주는데, 이 점은 국가별 문학이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서로를 밝혀준다는 괴테의 세

계문학 개념의 근간과도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84) 앙트완 베르만,『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109-11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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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괴테의 작품에 실현된 번역관

4.1.『서 동 시집』시편에 반영된 괴테의 번역관

『서 동 시집』은 괴테가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매우 먼, 14세기

페르시아 시인 하피스의 시집『디완 Diwān』을 읽고 영감을 얻어 쓰

기 시작하였다.85) 이 책에 함께 수록된 주석과 논고인 산문편은 방대

한 오리엔트론을 펼치고 있다. 관련 서적들에 대한 독서 및 라인 강,

마인 강 지역으로의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된 마리아네 폰 빌

레머(Marianne von Villemer)와의 사랑과 시적 교류가『서 동 시집』

의 바탕이 되었다. 이 작품은 1819년 196편에서 1827년에 43편이 증

보된 239편의『신 디반 Neuer Divan』으로 개정되어 나왔으며, 열두

개의 시 묶음(「가인의 서 Moganni Nameh. Buch des Sängers」,「하피

스의 서 Hafis Nameh. Buch Hafis」,「사랑의 서 Usch Nameh. Buch

der Liebe」,「명상의 서 Tefkir Nameh. Buch der Betrachtungen」,「불

만의 서 Rendsch Nameh. Buch des Unmuths」,「격언의 서

Hikmet-Nameh. Buch der Sprüche」,「티무르의 서 Timur Nameh.

Buch des Timor」,「줄라이카의 서 Suleika Nameh. Buch Suleika」,

「주막 시동의 서 Saki Nameh. Das Schenkenbuch」,「비유의 서

Mathal-Nameh. Buch der Parabeln」,「배화교도의 서 Parsi Nameh.

Buch des Parsen」,「낙원의 서 Chuld Nameh. Buch des Paradieses」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열두 묶음의 시편들 중에는 아름다운 연시도 있으

며 심원한 삶의 지혜, 그리고 깊은 시론적 성찰들을 담고 있는 시편들

도 있다.86)

『서 동 시집』안에는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제목

부터가 서로에게 낯선 대상인 서와 동의 만남이며, 페르시아어에서

85) 괴테는 페르시아의 시인 하피스(1326-1389)의 번역된 시들을 조금씩 접해오다가 오

스트리아의 동양학자인 하머(Hammer)의 번역본을 통해 그 전체를 접하게 된다.(장희

창,「괴테의『서동시집』과 세계시민주의의 전망」, 2008, 24쪽.)

86) 헨드릭 비루스, 전영애, 같은 책, 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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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음집’을 뜻하는 ‘Divan’ 이라는 낯선 단어가 시집의 전체 제목이

다. 또한 괴테 자신의 창작품이건만 각 장의 제목으로 페르시아어와

독일어가 나란히 적혀있는데 순서상 페르시아어가 먼저이다. 뿐만 아

니라『서 동시집』이라는 가상의 오리엔트 여행을 통해 낯선 세계를

다채롭게 그려가지만, 현실 또한 존재한다. 즉, 당시 나폴레옹 체제 와

해 등의 혼란 상황은 괴테로 하여금 현실 극복의 한 양상으로서『서

동시집』이라는 상상적 도피를 시작하게 했고, 이를 통해 그의 시 세

계는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에87)『서동시집』이 낯선 세계에 비중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현실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다. 혼돈에 빠

진 세계를 그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근원적인 곳으로의 도피를 그리는

첫 번째 시「HEGIRE」는 이를 잘 보여준다. 또한 등장 인물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이질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줄라

이카의 서」에서는 유숩과 줄라이카가 사랑하는 한 쌍으로 등장하는

데, 유숩은 기독교 성서의 요셉이지만 줄라이카는 포티바의 아내 이름

이 아니다. 성서에서 포티바의 아내는 이름이 없으며 부정적으로 그려

져 있다. 이 포티바의 아내를「줄라이카의 서」라는 사랑의 시편의 주

인공으로 드높여 노래함으로써88) 너무나도 다른 이미지의 여인들이

공존한다. 이 외에도 서로 상반되는 성질을 지닌 문자성과 구술성이

긴장 관계를 보이면서 나타나기도 한다.89) 시편들의 구조상으로도 독

87) 헨드릭 비루스, 전영애, 같은 책, 13-20쪽 참조.

88) 헨드릭 비루스, 전영애, 같은 책, p.116 참조.

89) 예를 들어『서 동 시집』의 첫 번째 시인「HEGIRE」에서는 음성언어에 대한 찬양

이 등장하고,(예: “거기선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가/그것은 말로 전해진 말씀이었기

에”(“Wie das Wort so wichtig dort war;/Weil es ein gesprochen Wort war.”)

바로 이어지는 시「축복의 담보물 SEGENSPFÄNDER」에서는 문자성이 지배적인

면모를 보인다.(예:“홍옥에 새긴 탈리스만은/믿는 이들에게 운과 복을 준

다.”(“Talisman in Carneol/Gläubigen bringt er Glück und Wohl.”)

「고백 GESTÄNDNISS」이라는 시에서는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그리고 문자로 쓰인

시의 무제한적인 낭송가능성을 이야기함으로써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혼용이 나타난

다.(예:“시인이 즐겁게 노래 부르고 나면/그건 속속들이 그의 몸에 스며들지/사랑스럽

게 다정하게 적어 놓고 나면/온 세상이 그걸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시인은 시를 누구

에게든 즐겁게 큰 소리로 읽어 주지/그게 우리를 괴롭히든, 북돋우든.”(“Hat es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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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대화라는 다른 성질의 것들이 함께 있다. 예를 들어,「보름달 뜬

밤 VOLIMONDNACHT」같은 시는 율격이 잘 맞추어진 시이지만 독백

처럼 들리기도 하면서도 대화이기도 하다.90) 또한 장르적인 측면에서

도 열두 개의 시 묶음과 주석과 논고인「보다 나은 이해를 위하여」

가 긴밀히 묶여 있는 것은 산문과 시적 장르의 총합을 보여주는 듯하

다.91) 이질적인 요소들이 대립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총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주석과 논고편의「보편적인 것 ALLGEMEINES」에서

괴테가 가장 고귀한 것과 가장 저열한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고대 페

르시아 시의 시적 상상력에 주목하면서, 썩어가는 개의 사체에서도 도

덕적 성찰을 끌어내는 시인 니자미(Nisami)의 시를 예로 들고 있는

부분에서도 드러난다. 다음은 니자미의 시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두루 거니시는 이가,

한번은 시장 곁을 지나가셨다.

죽은 개가 길에 누워 있었다.

집 대문 앞으로 끌어다 놓았다.

사체 주위에는 한 무더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Dichter frisch gesungen,/so ist er ganz davon durchdrungen,/Hat er es zierlich nett

geschrieben,/will er die ganze Welt soll's lieben./Er liest es jedem froh und

laut,/Ob es uns quält, ob es erbaut.”)(헨드릭 비루스, 전영애, 같은 책, 234-243쪽 참

조.)

90) 보름달 뜬 밤(VOLIMONDNACHT)

여주인이시여, 말해 보아요, 이 속삭임은 무슨 뜻인가요?

왜 그대 입술 나직이 움직이지요?

늘 혼자서 웅얼거리는데,

포도주를 홀짝이는 것보다 사랑스럽네요!

그대, 오뉘처럼 다정한 그대 두 입술에

또 한 쌍을 끌어당겨 올 생각을 하고 있나요?         

“키스하고 싶어! 키스!라고 했어.”[…]

(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서 동 시집』, 14-16쪽.)

91) 헨드릭 비루스, 전영애, 같은 책, 124-1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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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사체 주위로 모여들 듯.

그 하나가 말했다.“악취 때문에

골이 빠개지겠다.”

다른 하나가 말했다.“뭐에 쓰겠는가

무덤 쓰레기야 화를 부를 뿐이지.”

그렇게 누구든 자기 가락을 노래했다

죽은 개의 육신을 모욕하기 위해.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되었다,

폄하 없이,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다.

넉넉하신 천품에서 말씀하셨다.

“이가 진주처럼 희구나.”

이 말이 둘러서 있던 이들을

얼굴 달아오르게 했다, 불에 달구어진 조개처럼, 뜨겁게.92)

Herr Jesus, der die Welt durchwandert,

Ging einst an einem Markt vorbey,

Ein todter Hund lag auf dem Wege,

Geschleppet vor des Hauses Thor,

Ein Haufe stand ums Aas umher

Wie Geyer sich um Aeser sammlen.

Der Eine sprach: mir wird das Hirn

Von dem Gestank ganz ausgelöscht.

Der Andere sprach: was braucht es viel

Der Gräber Auswurf bringt nur Unglück.

So sang ein Jeder seine Weise,

Des todten Hundes Leib zu schmähen.

Als nun an Jesus kam die Reih',

Sprach, ohne Schmäh'n, er guten Sinns,

Er sprach aus gütiger Natur:

Die Zähne sind wie Perlen weiß.

Dies Wort macht den Umstehenden,

92) 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서 동 시집』, 2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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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chglühten Muscheln ähnlich, heiß.93)

썩은 개의 사체라는 지극히 비천하고 저열한 것에서 “진주처럼 흰”

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면은 저열한 것과 고귀한 것이라는 이질쌍

의 총화를 보여준다. 시에서 이러한 점을 말하고 있는 이가,『코란』

을 읽는 페르시아인들의 관점에서 적대적인 종교의 우상이라 할 수

있는 예수라는 점 또한 이질적인 것이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

니라 화합을 보이고 있는 한 면모라고 할 수 있겠다.94) 이런 이질적인

것들의 화합을 괴테는 그에게 낯선 동방인 페르시아에서 찾아 독일어

안으로 가져오고 포용하여 고유한 상승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자연과학론인『색채론 Zur Farbenlehre』(1810)에서도

드러난다. 괴테는 색채 현상들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양극성의 원리,

상승의 원리, 총체성의 원리를 들고 있다. 양극성의 원리는 빛과 어둠

과 같이 자연에서 쉽게 관찰되는 원리로, 괴테는 양극을 이루는 성분

들이 상호 작용할 때, 어느 쪽이 우세한지에 따라 색채가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95) 상승의 원리는 프리즘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들

여다 볼 때, 황색이 주황색을 거쳐 적색으로 상승하고, 청색이 청자색

으로 상승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상승된 대립색들인 적색과 청자

색이 결합하면 자색이 되는데, 양극성(Polarität)과 상승(Steigerung)의

원리에 의해 생겨난 색들은 대립과 조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색채환의

원주상에서 일목요연하게 보이며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괴테가 말하

는 총체성의 원리이다. 그는『색채론』에서 “색은 빛의 능동적 작용인

밝음과 수동적 작용인 어두움에 의해 형성되며, 눈과 빛의 상호작용에

의해 색채가 생성된다.”고 함으로써 색채의 생성원리에 대하여 “대립

을 통해 총체성을 산출하는 눈의 망막의 생생함” 96)이라고 하였다. 따

93) Goethe, Johann Wolfgang, West-östlicher Divan, a. a. O., S. 179-180.

94) 임홍배,「괴테의 세계문학론, 그 현재적 의의」, 2013, 12-13쪽 참조.

95) 예를 들어, 황색, 빛, 강함, 따뜻함, 산과 같은 방향이나 청색, 어둠, 약함, 차가

움, 알칼리와 같은 것들의 대립쌍들의 두 방향성으로 나타난다.(요한 볼프강 폰 괴테,

『색채론』, 장희창 옮김, 민음사, 2003, 13쪽 참조.)

96) 조우호,「괴테의 『색채론』에 나타난 자연과학적 방법론」, 2010,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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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여기서 총체성을 만드는 대립이란 단순한 대립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대립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

립요소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과 총화를 이루는 것이다.97) 같은 원

리에 대해 괴테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결합가능한 근원적 분리를 암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분리가능한 근원적 통일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러

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결합된 것을 분리시키고 분리된 것을 결

합시키는 것이 자연의 생명이다. 이것은 영원한 수축과 팽창, 영원한 결

합과 분리이며,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활동하며 존재하는 세계의 들숨

과 날숨이다.”98)

자연의 생명 안에서 들숨과 날숨은 서로 대립하는 것들이 아니다. 들

숨 뒤에는 날숨이 있고 날숨 뒤에는 들숨이 있다. 들숨과 날숨은 이렇듯

서로를 전제하면서 상호작용하며 생명활동을 이루어 나간다. 이러한 점

은『서 동 시집』의「가인의 서」안의「탈리스만 Talismane」이라는 시

의 마지막 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숨 쉬는 가운데 두 가지 축복이 있으니

공기 들이마시기, 공기 내뱉기.

전자는 옥죄이고, 후자는 후련하게 한다

생명이란 그리 놀랍게 뒤섞여 있는 것

신에게 감사하라, 그가 너를 짓누를 때

신에게 또 감사하라, 그가 너를 되놓아 줄 때99)

97) 괴테는 전체 물리학이 대립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식하였고, 자석이나 전기의 작용

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연은 보다 높은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대립 속에

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대립이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것, 보다 높은 것을 창

출해내는 방식을 제시하였다.(김동중,「괴테에 있어서 양극성과 승화의 개념」,

1992, 339-340쪽 참조.)

98) 요한 볼프강 폰 괴테,『색채론』, 240쪽.

99) 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서 동 시집』,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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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Athemholen sind zweyerley Gnaden:

Die Luft einziehn, sich ihrer entladen.

Jenes bedrängt, dieses erfrischt;

So wunderbar ist das Leben gemischt.

Du danke Gott, wenn er dich preßt,

Und dank'ihm, wenn er dich wieder entläßt.100)

수축과 팽창, 결합과 분리의 과정을 거친다는 이러한 괴테의 세계관

에서 핵심적인 것은 대립적인 구성요소들이 상호 작용에 의해 조화를

이루며 상승적인 결합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관은『서 동 시

집』의「줄라이카의 서」안의 한 시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줄라이카101)

해가 뜨네요! 호화로운 모습!

초승달이 해를 감싸고 있네요.

누가 저런 쌍을 짝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 수수께끼, 어떻게 설명될까요? 어떻게?

SULEIKA102)

Die Sonne kommt! Ein Prachterscheinen!

Der Sichelmond umklammert sie.

Wer konnte solch ein Paar vereinen?

Dies Räthsel wie erklärt sich's? Wie?

일반적으로 대립적으로 여겨지는 해와 달이라는 대립쌍을 괴테는

여기서 시적 허구의 묘를 살리면서, 달이 해를 감싸는 결합을 통해 해

를 호화로운 모습으로 빛나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조화를 이루는

100) Goethe, Johann Wolfgang, West-östlicher Divan, a. a. O., S. 15.

101) 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서 동 시집』, 106쪽.

102) Goethe, Johann Wolfgang, West-östlicher Divan, a. a. O., S.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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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구성요소들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해와 달은 결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괴테는

“결합된 구성 요소들이 총체성 속에서도 여전히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그것을 조화라 불러 마땅하다.” 103)라고 하였다.

괴테는 이러한 관점을 일기에서 드러내기도 했는데, 1779년 7월 14

일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집합점을 발견하는 것은 항상 신비

로운 일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각자의 개성은 분할되어져야

하고, 누구에게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104)

이와 같이 집합점 안에서도 각각의 개성이 분할되어 존재해야 한다

는 관점을 그의 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괴테의 이러한 세계관은『서 동 시집』의「줄라이카의 서 SULEIKA

NAMEH」안에 있는 동(東)과 서(西)의 하나됨을 두드러지게 표상하

는「은행나무 GINGO BILOBA」라는 시편에서도 집약적으로 읽힌

다.105)

103)“Wenn in der Totalität die Elemente, woraus sie zusammenwächst, noch

bemerklich sind, nennen wir sie billig Harmonie.”, Goethe, Johann Wolfgang,

Die Farbenlehre, Vorwort. In: Goethe, Johann Wolfgang, Sämtliche Werke nach

Epochen seines Schaffens. Münchner Ausgabe. Bd. 10, S. 9.(조우호, 같은 논문, 112

쪽에서 재인용.)

104) 외른 괴레스,「괴테의 양극성과 조화」, 괴테연구 Vol.3 No.1, 1988, 377 쪽.

(Goethe, Johann Wolfgang, Goethes Werke, hrsg. im Auftrage der Großherzogin

Sophie von Sachsen, Weimar 1887ff. Bd. IV, 2, S. 89.)

105) 장희창은「괴테『색채론』의 구조와 그 현대적 의미」에서“결합된 것을 분리시

키고 분리된 것을 결합시키는 것이 자연의 생명이며 이것이 영원한 수축과 팽창, 영

원한 결합과 분리이며,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활동하며 존재하는 세계의 들숨과 날

숨”이라는 괴테의 말은『서 동 시집』의「은행나무」를 산문으로 풀어 해석한 것이

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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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나무

이 나무의 이파리,

동쪽에서부터 와 내 정원에 맡겨져,

남모르는 뜻을 맛보게 하고,

아는 사람에겐 기쁨 주네.

이건 그 자체 안에서 갈라진

하나의 생명체인가?

서로를 어렵사리 골라내어

남들이 하나인줄 아는 둘인가?

그런 질문에 대답하려다

바른 뜻을 찾은 것 같네

그대 내 노래들에서 느끼지 않는가,

내가 하나이면서 둘인 걸?106)

GINGKO BILOBA

Dieses Baum's Blatt, der von Osten

Meinem Garten anvertraut,

Giebt geheimen Sinn zu kosten,

Wie's den Wissenden erbaut.

Ist es Ein lebendig Wesen?

Das sich in sich selbst getrennt,

Sind es zwey? die sich erlesen,

Daß man sie als eines kennt.

Solche Frage zu erwiedern

Fand ich wohl den rechten Sinn;

106) 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서 동 시집』,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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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ühlst du nicht an meinen Liedern

Daß ich Eins und doppelt bin?107)

첫째 연에서 은행나무 잎이 “동쪽에서 와서 내 정원에 맡겨져 남모르

는 뜻을 맛보게 한다” 는 것은 이국적인 오리엔트에 대한 성찰과 만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시적 화자의 정원에 동쪽에서 온 은행나무가 심

어져 있지만 은행나무의 정체성은 동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원문의 낯

선 것을 새로운 언어 체계로 옮겨와 낯선 것을 맛보게 한다는 시각에서

는 번역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부분이다.

둘째 연에서 시적 화자는 “이건 하나의 생명체인가? 남들이 하나인 줄

아는 둘인가?” 라고 자문한다. 여기서 이러한 질문은 앞에서 살펴 본,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결합가능한 근원적 분리를 암시하

고 있거나, 아니면 분리가능한 근원적 통일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괴테의 관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시구

라고 볼 수 있겠다.

세 번째 연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시구로 집약

되는데, 여기서 “하나이면서 둘”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갈라

진 잎새가 다시 끝에 가서 만나는 “하나이면서 둘”의 모양을 한 은행잎

은 “둘”로 있어도 “하나”인 “나”와 “당신”의 상태에 대한 은유이자, “하

나이면서 둘”인 분열된 존재는 분열만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곳

에 머무는 동시에 “당신” 곁에도 머무는 편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은행나무」시편이 주는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상징성은, 헤어져 있

으면서도 서로 함께 있는 연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단순한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낯선 것과 자기 고유의 것이 서로 맞물

려 순환의 원 속에 들어가고 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 총화를 이루게

된다”는 괴테의 번역관에까지도 연결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낯선 “동

쪽”에서 온 원문의 이질적인 요소들은 번역을 통해 번역어 체계인 “내

107) Goethe, Johann Wolfgang, West-östlicher Divan, a. a. O., S.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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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 심어 지고 원문이 담고 있는 낯선 “남모르는 뜻을 맛보게” 하면

서, 외국적인 것과 자기 고유의 것이 서로 맞물려 “하나이면서 둘”이라

는 통합을 이루어낸다. 새로운 번역어 체계 하에서 번역된 번역문은 번

역어 체계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낯선 원문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 “하

나이면서 둘”이다. 번역을 통해 번역어 체계 안에 옮겨진 낯선 요소는

낯선 곳에서 온 은행나무가 “내 정원”을 풍요롭게 해 주듯, 번역어 안에

심어져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괴테가 제시한

세 번째 단계의 번역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번역문이 담고 있는 낯선 원

문의 요소들은 다시 원문으로 “떠밀려가” 원문을 맛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작용한다.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통합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낯선 요소를 통해 자신이 풍요로워지고 다시 낯선 요소를 되비춰줄 수

있는 생산적인 통합인 것이다.

괴테의 이러한 번역관은 사실 괴테 자신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괴

테는 번역이 번역하는 언어뿐 아니라 번역되는 언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자신의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인식하고

있었다. 괴테는『헤르만과 도로테아 Hermann und Dorothea』의 라틴어

본을 받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이 시를 나는 지난 수년 동안 다시 읽지

않았는데 이제 이 시를 거울에 비춰보듯 다시 보게 되었다. […] 이 시

속에서 나는 나의 감정과 시가 한편으로는 그대로 있으면서도 동시에 훨

씬 완결된 형태를 가진 언어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라틴어가

개념을 지향하는 언어며 독일어 속에 무심코 숨겨져 있던 것을 변화시킴

을 알게 되었다.”108)

번역이 원문을 되비춤으로써 원문이 다시 생명을 얻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은 원 작품을 모르는 번역본을 접하는 독자들만을 위한 것만

이 아닌 것이다. 두 언어 문화는 번역을 매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이로

108) 앙트완 베르만,『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 132쪽 재인용.

(Goethe, Johann Wolfgang, Werke, Artemis Verlag, Munich, 1963, 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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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수용자쪽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원문에까지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번역은 서로 다른 언어가 상호 작용을 통해 번역되고

서로를 번역하는 커다란 “순환의 원”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109)

이는 다시 한번 괴테의 “세계문학론”과 괴테의 번역관과의 연결점을 찾

을 수 있는 지점이다.

기독교 서방의 근원의 역사와 동방과 서방의 교섭사를 아우르는 초기

오리엔트학의 초석을 놓은 글로 일컬어지는,『서 동 시집』의 주석과 논

고인「보다 나은 이해를 위하여」자체에서도 괴테의 번역관은 독특한 방

식으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주석과 논고는 제목부터가 해석학적 면모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면이 주석과 논고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괴테의 번

역관과 맞물리면서 그의 번역관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괴테가 최고의 단

계라 칭한 ‘번역’의 단계는 원문의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계속적인 움직

임을 통해 낯선 것과 자기의 것이 서로에게 ‘다가가’ 순환의 원을 이룬다

는 것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해’와 ‘간다’는 움직임은 ‘번역’과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간다’는 움직임은 ‘이해’를 위한 과정이며, 이해를 수반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번역’ 자체도 이해를 위한 창조적 활동일

뿐 아니라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원문의 이해에 도

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110)

먼저, “가야한다” 는『서 동 시집』전반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 동 시집』의 첫 번째 시「HEGIRE」111)에서도 이동성을 볼 수 있

109) 앙트완 베르만, 같은 책, 129쪽 참조.

110) Nicoletti, Antonella, Übersetzung als Auslegung in Goethe West-östlichem

Divan, Tübingen/ Basel: Francke 2002, S. 96-105.

111) HEGIRE

Nord und West und Süd zerplittern, 북北과 서西와 남南이 쪼개진다

Throne bersten, Reiche zittern, 왕좌들이 파열한다. 제국들이 흔들린다

Flüchte du, im reinen Osten 그대 피하라, 순수한 東方에서

Patriarchenluft zu kosten, 족장族長의 공기를 맛보러 가라

Unter Lieben, Trinken, Singen, 사랑과 술과 노래 가운데서

Soll dich Chisers Quell verjüngen. 히저의 샘이 그대를 젊어지게 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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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시에 나오는 “그대 피하라, 순수한 동방에서 족장의 공기를 맛

보러 가라(Flüchte du, im reinen Osten Patriarchenluft zu kosten)”라는

시구나 카라반과 함께 떠돌며 사막에서 도시까지 길을 떠나는 모습은 이

동성을 보여준다. 크게 동서교섭사와 번역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서 동 시집』의 주석과 논고의 종반부 글들에서는 동방순례와 십자군

원정 이래의 여행자들인 마르코 폴로, 요하네스 폰 몬테빌라, 피에트로

델라 발레, 타베르니에와 샤르뎅 및 18세기 및 19세기 여행자들을 다룸

으로써112) 이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행’이라는 이동성은 <서

언>에서 괴테가 자신을 여행자로 보아주기를 자처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괴테는 낯선 동방으로 ‘가서’ 여행을 하는 여행자가 되어 독자들을

이끈다. 이 외에도「비유적 표현에서 비유로 넘어감 UEBERGANG VON

TROPEN ZU GLEICHNISSEN」에서 “우리가 이런 가장 찬란한 정신의 생

산품에 참여하려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오리엔트화해야 한다. 오리엔

트가 우리에게로 건너오지는 않을 것이다.” 113)라고 말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가 낯선 것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이동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특히

주석과 논고를 여는 시편은 이러한 이동성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다.

Will mich unter Hirten mischen, 양치기들 가운데 섞여

An Oasen mich erfrischen, 오아시스에서 원기를 찾겠노라

Wenn mit Caravanen wandle, 카라반과 함께 떠돌며

Schawl, Caffee und Moschus handle. 숄과 커피와 사향을 팔며

Jeden Pfad will ich betreten 어느 오솔길이든 가겠노라

Von der Wüste zu den Städten. 사막으로부터 도시까지

(Goethe, Johann Wolfgang, West-östlicher Divan, a. a. O., S. 12-13./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서 동 시집』, 2-4쪽.)

(전문은 별첨.) *「HEGIRE」의 제목은 논의 대상이므로 한역을 하지 않도록 하겠음.

112) 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서 동 시집』, 355-383쪽 참조.

113) 요한 볼프강 폰 괴테,『서 동 시집』, 안문영 외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6, 291쪽.

“Wollen wir an diesen Productionen der herrlichsten Geister Theil nehmen, so

müssen wir uns orientalisiren, der Orient wird nicht zu uns herüber

kommen.”(Goethe, Johann Wolfgang, ebd. S.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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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시의 나라로 가야하고

시인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시인의 나라들로 가야한다114)

Wer das Dichten will verstehen

Muß in's Land der Dichtung gehen;

Wer den Dichter will verstehen

Muß in Dichters Lande gehen

2연과 4연에서 “가야한다”는 시구는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가

야한다”는 시구는 1연과 3연의 “이해”라는 반복적인 시구와 함께 대구

를 이루며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여기서 “가야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

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한 시인의 시 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그

작품이 담고 있는 문화, 사회 등의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이 담고 있는 문화, 사회, 종

교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괴테가『서 동 시집』의 이해를 돕

는 주석과 논고인 산문편에서 페르시아의 문화, 종교, 통치, 역사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심층적으로 페르시아 시문학에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

이를 문학으로까지 연결 짓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주

석과 논고에서는 동방의 역사, 종교, 통치,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깊은

성찰도 보이는데 여기서 괴테는 심층적으로 페르시아 시문학에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서 동 시집』시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예컨대 배화교도

였던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종교적 특성을 다루면서, 옛 배화교도들이 오

로지 불만을 숭배한 것은 아니라 그들의 종교가 “모든 자연의 요소들이

지닌 위엄”에 철두철미하게 그 바탕을 두고 있어 물, 공기, 흙을 더럽히

는 일은 신성하게 기피하였고, 주의력, 깨끗함, 근면이 고무되고 격려되

었고 그럼으로써 생산성이 증진되었다는 점까지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

한 점에 이 지역의 문화가 바탕을 두고 있으며 배화교라는 종교로 인해

114) 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서 동 시집』, 205쪽, Goethe, Johann Wolfgang, ebd.,

S.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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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고도로 발달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종교에 바탕을 둔 문화를 괴테

는 이야기 한다.

이러한 종교와의 연관성은 <통치>편에서도 이어진다. 즉, “모든 통치

가 전쟁을 선포하는 권리에서 나온다”는 점을 들어 종교와 긴밀히 연관

된 통치의 특성을 전달한다. 역사의 개요가 이어지는 <역사>편에서는,

페르시아의 세력이 거의 모든 민족을 정복하였으나 그리스인들을 정복하

지 못해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인들을 이기고 제국을

얻게 된 역사를 전달한다. 여기서 괴테는 페르시아인들의 종교적 관점에

서는 신들을 집안에 가두어두고 지붕 밑에서 신들에게 기도하는 일은 극

도로 비난할 만한 일이어서 그들이 그리스의 사원들을 불태우고 파괴한

것이며, 이에 대한 복수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세폴리스를 파괴했

다는 역사를 제시하면서 페르시아인들의 역사 역시 그들의 종교와 긴밀

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어 “도대체 어디에서 저 시대의

가치 있는 진정한 시 예술을 찾을 수 있겠는지를 잘 생각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여 문학으로까지 연결 짓는데, 이는 종교, 통치, 역사를 들여다

보는 것은 문학을 보기 위한 전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더불어

“민족성이 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고 “시인왕”이라는 독

특한 존재를 보여준다. 500년 역사 속에서 선별된 일곱명의 시인(피르두

지, 엔베리, 니자미, 젤랄-에딘 루미, 사디, 하피스, 자미)을 약술한 후 보

편적인 성찰로 마무리함으로써 “정신”이 부각된 오리엔트 시예술의 전통

을 강조한다. 중시되었던 웅변술에서 문학의 자연형식들로의 분화가 다

루어지고, 오리엔트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생활 속에 스며있는 시의 예

언적 능력, 표현기능, 위로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오

리엔트의 종교, 통치, 역사와 이들 간의 긴밀한 연관성, 그리고 문학과의

연관성을 통해,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담고 있는 세계와 체

계의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학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그것이 담고 있는 세계로 “가야하”는 것이다.

이 점을 번역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번역의 대상인 원문도 낯선

문화와 사회 등의 낯선 세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통해 번역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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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옮겨올 때, 번역자의 원문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원문의 언어에

대한 이해와 해석 뿐 만 아니라 원문이 담고 있는 낯선 문화와 사회 등

낯선 세계에 대한 이해를 수반해야 하는 것이 된다. 낯선 원문의 이해를

위해서 그것이 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이 같은 전제에

는 낯선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것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존중

하려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주석과 논고편의「스승들: 서

거한 이들, 함께 사는 이들 LEHRER ; Abgeschiedene, Mitlebende」에

나오는 “어떤 시인이든 그 시인의 언어와 시인이 살던 시대와 풍습의 독

특한 환경 속에서 시인의 진면목을 찾고 깨닫고 존중해야 한다.”115)라는

말은 이를 뒷받침하는데, 낯선 것을 대하는 괴테의 자세를 다시금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번역’을 할 때에는 낯선 원문을 “이해”하기 위해 원문을 향해

“가야한다.”번역을 할 때는 원문의 이해를 향한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이다. 번역자는 마치 여행자와 같이 ‘낯선 것’에 다가가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모국어로 풀어내는 역할을 한다. 괴테는『서 동

시집』의 주석과 논고편에서 자신을 여행자로 자처하는 이유가 동쪽을

별로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독자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깊어졌

으면 하는 뜻에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번역자 역시 번역을 통해 원문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할 수

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괴테가 여행자를 자처하는 것은 ‘낯선 것’을“이

해”하기 위해 그것에 다가가는 번역자의 자세를 상기시킨다. 번역을 할

때, 번역자는 낯선 원문의 “보다 나은 이해”를 추구하면서 원문을 향해

떠밀려 “가”고, 자기의 것과 낯선 것이 공존하는 순환의 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간다’와 ‘이해’, 그리고 ‘번역’이 하나의 순환의 원처럼 서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해’라는 것을 번역자가 아닌 독자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115) 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서 동 시집』, 385쪽.

“[…] daß man jeden Dichter in seiner Sprache und im eigenthümlichen Bezirk

seiner Zeit und Sitten aufsuchen, kennen und schätzen müsse.”(Goethe, Johann

Wolfgang, ebd., S.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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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앞서 다루었던 짤막한 시는 해석의 여지가 더 있다. 이해의 주체를

독자로 보았을 때, “가야한다”는 것은 독자가 번역본을 접했을 때 원문

에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

점에서 ‘낯선 것’은 다시금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 왜냐하면 번역본만

을 접하는 독자가 원문으로 이끌릴 수 있는 방법은 번역본에서 드러나는

‘낯선 것’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괴테가 자신의 번역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독자는 ‘낯선 것’에 의해 원문으로 “떠밀려 가”는 것이다. 다시 말

해, 독자는 ‘낯선 것’을 통해 원문으로 가게 되고, 원문을 보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은 주석과 논고 안의 페르시아 시문학의 예를 통해

서도 살펴볼 수 있다. 괴테는『서 동 시집』산문편에 궁중시인 페트 알

리 찬(Feth Ali Chan)의 두 시,「깃발에 부쳐 Auf die Fahne」와「태양

과 국왕이 그려진 종단 띠에 부쳐 Auf das Ordensband」의 원문과 번

역본을 실었는데, 이 두 시는 요제프 폰 하머(J. v. Hammer)가 출판한

『오리엔트의 보물광맥 Fundgruben des Orients』(1809-1818)의 최신본

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띠는 점은 괴테가 여기서 페르시아 원

문은 가져왔어도 하머의 번역은 가져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대신에

코제가르텐(Johann Gottfried Ludwig Kosegarten)의 번역을 실었다. 하

머와 코제가르텐의 번역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하머의 번역은 비가의 디

스티혼(2행 연구)를 운율로 택한 반면, 코제가르텐은 단순한 무운시행

(Blankvers)을 사용했다는 점이었다. 이렇듯, 괴테가 하머의 번역을 서동

시집에 수용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하머와 디츠(Diez)간의 논쟁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디츠(Diez)는 복잡한 운율 사용을 비판하고 의

미에 충실한 산문 번역을 옹호한 반면, 하머는 서구 독자들을 오리엔트

의 시문학에 접근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화려한 운율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고대풍을 불러일으키는 율격으로 생각한 디스티혼(2행 연구)을

사용한 것이었다. 디츠는 유럽인들의 귀에 익숙하지 않는 낯선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번역가였는데,『서 동 시집』산문편에 실

린 코제가르텐의 번역본에도 디츠의 번역 방식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코제가르텐은「깃발에 부쳐」의 4번째 시행을 “그의 허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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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성의 뇌 속에 사향 향기를 불어넣네(Sein Gurt haucht Muskus in

Saturns Gehirn).”로 번역하였는데, 여기서 “토성의 뇌(Saturns Gehirn)”

는 서양 독자들에게 낯설게 들린다. 하머는 이를 보다 매끄럽게 번역하

여 “그의 정신은 토성까지 사향 향기를 피워올린다(Moschus verhaucht

sein Geist bis zum Saturnus hinauf).”라고 번역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뇌(Gehirn)”라는 단어는 이 시행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략해서

는 안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코제가르텐은 낯설게 들리지만 그러한 번역

을 택한 것이었다. 괴테는 이러한 코제가르텐의 번역이 원문의 ‘주요의미

(Hauptsinn)’를 드러내는 데 적합한 것으로 보고 하머의 번역 대신 코제

가르텐의 번역을 실었던 것이다.116) 코제가르텐의 번역 방식에 의한 번

역은 매끄럽지 않고 낯설 수는 있지만 독자는 ‘낯선 것’을 통해서 원문으

로 이끌려갈 수 있을 것이다. 괴테는 페르시아 시문학의 예를 원문과 번

역을 함께 싣는 방식으로 제시하여(그리고 그 번역 자체에 깊은 의미를

담아)「번역」장에서 이론으로 제시했던 그의 번역관을 간접적인 방식으

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이론’과 ‘실제’라는 이

질적인 요소들의 조화로운 공존이다.

이와 같이 ‘이해’와 ‘간다’는 이동성, 그리고 ‘번역’의 긴밀한 연관성을

통해, 그리고 번역의 실례를 통해 괴테의 번역관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

을 살펴볼 수가 있다.『서 동 시집』전체가 “보다 나은 이해”에 다가가

기 위한 해석학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괴테의 번역관을 뒷받침 하는 것이

다. 또한 번역 자체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한 해석학적, 창조적 과정이라

고 볼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조적

으로 탄생시킨『서 동 시집』은 그 자체로 창조적 번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서 동 시집』이라는 작품 자체가 하나의 번역으로서 괴테의 번

역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구조적 순서에 있어서도 ‘이해’

와 ‘가야한다’, 그리고 ‘번역’은 독특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제목(“보다

나은 이해를 위하여”)에서 ‘이해’가 제시되고, 주석과 논고를 여는 시편에

116) Vgl. Mommsen, Katharina, Studien Zum West-Östlichen Divan Goethes,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71, S. 26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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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핵심 어구인 “가야한다”가 제시되고, 마지막 장에 ‘번역’(번역에 관한

글과 페르시아 시의 번역)이 제시되어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117) 구조상

으로도 ‘번역’과 ‘이해’, 그리고 ‘간다’는 세 가지 핵심이 제시되어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4.2. 여타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번역관

4.2.1. 번역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괴테는 여러 가지 글을 통해 번역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그의 견해는『서 동 시집』에 반영되어 있다. 하

지만 괴테의 번역에 대한 관점은『서 동 시집』뿐만이 아니라 그의 창작

과 번역에도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아잔 아가의 고귀한

부인에 관한 슬픈 노래 Klagegesang von der edlen Frau Asan Ag

a」118)는 괴테의 번역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같은 시에 대한 베르테스

(Werthes)의 번역과 괴테의 번역의 차이점을 비교해볼 때, 단편적으로만

살펴보아도 괴테의 번역관은 더욱 잘 드러난다. 다음은 괴테가 자신의

번역의 토대로 삼았던 베르테스의 번역과 괴테의 번역이다.

Was ist im grünen Wald dort jene Weisse? Was ist weißes dort am grünen Walde?

Schnee? oder Schwäne? Sey es Schnee: er müßte Ist es Schnee wohl, oder sind es Schwäne?

Geschmolzen endlich seyn, und Schwäne wären Wär'es Schnee, er wäre weggeschmolzen;

Davon geflogen. Weder Schnee noch Schwäne, Wären's Schwäne, wären weggeflogen.

Es sind die Zelten Asans, unsers Herzogs. Ist kein Schnee nicht, es sind keine Schwäne,

’s ist der Glanz der Zelten Asan Aga.

(베르테스의 번역) (괴테의 번역)119)

117) Nociletti, Antonella, a. a. O., S. 98.

118) 이 시는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지방의 민속 발라데를 소재로 한 것으로 엄격한 회

교 사회의 풍습이 전제된 시이다.(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시 전집』, 전영애 옮

김, 민음사, 2009, 146쪽 참조.)

119) Chon, Young-Ae, So sage denn, wie sprech' ich auch so schön? Zur Macht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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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역간에 보이는 큰 차이가 괴테의 번역관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베르테스 번역의 “아잔 공작(Herzog Asan)”(5행)이라는 독일어를 괴테

는 두운이 조화를 이루는 낯선 세르비아어인 “아잔 아가(Asan Aga)”로

대체하고 있다. 괴테는 두운의 조화로 매력적인 낯선 음이 청자의 귀에

맴돌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120) 원문에 충실한 번역의 예라 할 수

있다. 이 “아잔 아가”라는 낯선 단어는 괴테 번역의 1연 마지막 행에서

한껏 부각되어 있다. 즉, “ ’s íst der Glánz der Zélten Ásan Ága.”라는

시구는 우선 첫 단어 “Es”가 “ ’s ”로 무리하게 축약됨으로써 오히려 시

선을 끌고 그리하여 ‘천막’, ‘광채’의 그 ‘있음’이 부각되고 행 마지막에 나

오는 ‘아잔 아가’에 한껏 무게가 실려 있다. 그밖에도 괴테의 번역은 베

르테스의 거의 산문적인 강약격(Trochäus)의 운율과는 달리 각운이 효

과적으로 맞추어진 다듬어진 운율을 사용하고, 반복을 통해(2 - 5행)

‘백조’와 ‘눈’ 같은 시적인 이미지들에 내용이 집중되고 리드미컬해지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실었다가 시에서 던지는 수수께끼의 답인 ‘천막의 광

채’와 그 소유주 ‘아잔 아가’에 이미지가 집중되면서 모든 무게가 실리도

록 시연이 구성되어 있다.

괴테는 이외에도 많은 번역을 했는데, 그 중 완역한 작품으로는 플로

렌스의 금세공업자이자 조각가인 첼리니(Benvenuto Cellini)의 자전적인

Poesie bei Goethe, Göttinngen : Wallstein 2011, S. 168-169 재인용.

    푸른 숲 속에 저 하얀 것은 무엇일세? 저기 푸른 숲가에 하얀 것이 무엇인가?

눈? 또는 백조? 눈이라면: 눈은 눈인가 아니면 백조인가?

이미 녹았어야 하고, 백조는 눈이라면 녹아버렸을 텐데.

날아갔을 것이다. 눈도 아니고 백조도 아니고 백조라면 날아가 버렸을 텐데.

아잔, 우리 장군의 천막들일세. 눈도 아니다, 백조도 아니다

아잔 아가의 천막의 광채이다.

(베르테스의 번역의 한역) (괴테의 번역의 한역)

윤정민 역 전영애 역

(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시전집』,

p.146.)

120) Chon, Young-Ae, ebd. S.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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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벤베누토 첼리니의 생애 Leben des Benvenuto Cellini』와 볼테르의

비극『마호메트 Mahomet』와『탕크레드 Tancred』, 그리고 디드로의『라

모의 조카 Rameaus Neffe』가 있다. 이 중『라모의 조카』를 제외한 세

번역들은 도착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번역

으로 평가되고 있다.121)『라모의 조카』의 경우 이와는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데, 안미현의 논문122)에 따르면, 괴테는 디드로의 문장을 원문 그대

로 옮기지 않고 문체를 변형시켰다. 구체적으로 괴테가 삽입구나 관계문

이 지나치게 많은 디드로의 긴 문장들을 자신의 이상적인 문장 원칙에

따라 조정했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괴테 자신이 칭찬했던 원문의 대화

부분의 생동감과 해학성 및 예측할 수 없는 즉흥성 등을 살리려고 노력

했다는 점 역시 언급되는데, 이 점은 괴테가『라모의 조카』의 번역에서

도착어 독자들을 고려한 동시에 원문의 특징을 살리려는 시도를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괴테는 원문의 색깔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화

부분은 되도록 살리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도착어의 문체 안에서 창조적

변형을 한 것이다. 조우호 역시 그의 논문에서 괴테의『라모의 조카』번

역에 대해, 도착어 독자인 독일 독자를 고려하여 원문의 거칠고 외설적

인 부분은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삭제한 동시에 디드로의 문체에서 볼 수

있는 풍부한 관용구와 리듬적인 특성을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본다. 특히

괴테가 독일어로 번역했을 경우 어색한 부분도 감수하면서 원문의 문체

적 특성을 가능한 정확하게 살려내려 했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는

데123), 도착어 독자들을 위해 원문에 변형을 가하지만 창조성을 가지고

최대한 원문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종합적으로, 위에서 살펴 본 괴테의 번역들을 살펴보면,「아잔 아가의

고귀한 부인에 관한 슬픈 노래」의 번역은 상승적 운율과 반복을 통한

시적 구성으로 “아잔 아가”라는 낯선 단어가 마지막 행에서 한껏 상승되

는 효과를 주며 독자들의 귀에 울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낯선 것

121) 안미현, 같은 논문, 61쪽 참조.

122)「문화간 탈경계적 주체로서의 번역가의 과제와 번역전략(II)」

123) 조우호,「문학담론의 문화적 코드화로서의 문학 번역 : 18세기 독일문학의 번역론을

중심으로」, 2011,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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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독자들을 이끌 수 있는 번역으로 괴테의 번역관이 드러난다.『라모

의 조카』번역의 경우는 괴테가 제시한 두 번째 형태의 번역 단계인, 낯

선 것을 토착화하여 창작을 가미해 보는 두 번째 형태의 번역 단계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괴테는 단순한 따라짓기

가 아닌 원문에서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대화 부분은 가능한 살리고 원

문의 문체적 특성을 살리면서 창조적 변형을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벤베누토 첼리니의 생애』와 볼테르의 비극『마호메트』와『탕크레

드』의 경우는『서 동 시집』에서 제시된 세 가지 형태의 번역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산문적인 번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시와 진실』에

서, 괴테는 외형적인 것에 가려진 ‘순수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는 산문 번역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며, 서

로 다른 번역 방법의 기준은 무엇보다 주된 독자층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데 초

점을 두고 행해진 번역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124)

이와 같이 괴테 자신의 번역 자체도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괴테가 번역론에서 제시한 세 번역의 단계 중에서 괴테는 세 번째

를 가장 최고의 번역 단계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번역을 함에 있어서 융

통성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번역에서 보여준 괴테의 번역관은 자신의 번역 자체를 창작에

용해시키는 방식으로 한층 더 나아간다. 괴테의『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125)(1774)126)이 대표적 예로, 괴테는

124)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대중에게는 단순한 번역이 늘 가장 훌륭한 번역인 것이다.

원작과 경쟁해 보려는 저 비판적인 번역들은 본래 학자들 간의 오락 역할이나 할

뿐이다.(요한 볼프강 폰 괴테,『시와 진실』, 626쪽.)

125)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외에도 원어를 살려 “젊은 베르터의 고뇌”(임홍배 역,

창비, 2012), “젊은 베르테르의 번민”(박환덕, 삼중당, 1975)으로 번역하기도

함.

126) 괴테는 카를 빌헬름 예루잘렘(Carl Wilhelm Jerusalem)이라는 잘 알고 지내던 젊

은 변호사의 자살에 충격을 받고 1774년 소설『젊은 베르테르의 슬픔』(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을 집필한다.(T.J. 리드,『19세기 유럽 문학의 정상, 괴테』,

이종인 옮김, 시공사, 2001, 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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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기경 스코틀랜드 시인이었던 오시언(Ossian)의『젤마의 노래 Songs

of Selma』를 번역하여 이 작품에 넣었다. 괴테가 오시언의 시들127)을

번역한 데에는 헤르더(J.G.Herder)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르더는 고유한 국민문학(Nationaldichtung)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발

달된 외국 문학을 모방의 전형으로 삼지 말고, 인간 본연의 감정과 구상

력 및 아름다운 가락이 담긴 민담이나 오시언, 그리고 고대 희랍의 시인

호머 등의 문학에서 자연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보았다. 괴테는 헤르

더의 영향을 받고 오시언의 시들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는데, 1779년에는

헤르더가 낸『민담집 Volkslieder』에 발표하기도 하였다.128)『젊은 베르

테르의 슬픔』에 들어간 오시안의 시는 괴테가 1771년 번역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괴테가 처음부터 이 시에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집필 도중 이 시를 다시 찾아내어 작품에

삽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주인공 베르테르의 감상주의적 성격

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129)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들어간 괴테의 오시언의 번역은 맥퍼슨의

영어판을 더 부드럽고 서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시적 함축성이 두드

러지게 번역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괴테가 번역한 이 부분은 오

시언의 세계를 잘 드러내는 동시에, 베르테르의 감상주의적 심리적 상황

에도 잘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30)이러한 점은 오시언이 쓴 낯

선 텍스트를 번역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져와 자신의 창작에 용해시켰다

는 점에서 원문의 낯섦과 자신의 것이 공존하는 그의 번역관과 연결될

127) 오시언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맥퍼슨(James Macpherson)이 수집한 노래들로

유명해졌다. 맥퍼슨이 수집한 오시언의 노래의 내용들은 서사적으로 묘사된 전투와

왕국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고귀한 영웅들의 운명을 담고 있다. 맥퍼슨은 갈리아

지방에 구전되어 오던 가인(歌人)인 오시언의 작품을 수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

수한 자연적 삶을 영위했던 조상들의 민요 수집을 통해서 맥퍼슨은 영국 낭만주의

의 창시자 중 하나로 일컬어지게 되었고, 이 작품들은 곧 유럽의 다른 언어로 번역

되어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졌다.(안미현, 같은 논문, 59쪽.)

128) 송윤엽,「<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있어서 호머와 오시언」, 괴테연구, Vol. No.1,

한국괴테학회, 1984, 345-346쪽 참조.

129) 안미현, 같은 논문, 60쪽 참조.

130) 안미현, 같은 논문, 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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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그의 번역이 원작자의 세계를 잘 드러내는 동시

에 자신의 창작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린다는 점은 “하나이면서 둘인 통

합”을 상기시키는 부분이다.

4.2.2. ‘낯선 것’이 두드러진 발라데의 경우

괴테가 전체 창작기에 걸쳐 쓴 형식인 발라데(Ballade)에서도 괴테의

번역관을 살펴볼 수가 있다. 발라데란 서정적 서사적 극적 요소가 작

은 형식에 매우 집약적으로 결집되어 있는 형식이며, 영웅적 행위, 특별

한 자연사 등 특이한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있어 극적 효과를 내

는 대화형식을 사용하는 동시에 서정적 분위기가 나타나는 민속적인 서

사요(敍事謠)로 이국에서 유래되어 유럽 각국에서 널리 착화된 장르이

다.131) 이러한 발라데의 집약적인 장르적 특성 외에도 발라데가 가진 서

사성과 보편성은 만년의 괴테가 펴는 세계 문학(Weltliteratur) 이론의

근저를 이루는 ‘시는 인류의 보편적 자산’이라는 생각에 바로 전거가 될

수 있는 발생사적 특성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발라데에 대한 괴테의 관

심은 컸고, 그의 창작은 독일 발라데의 주요 특성을 각인했다. 괴테의 발

라데 작품들 중 여러 작품들에서 이국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자신의 관점

을 예술적으로 표현해내는 괴테의 전형적인 방식과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데,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는 작품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낯선

것’의 수용이 곧바로 보이는 예들이기 때문이다.

괴테의 발라데『신과 무희 Der Gott und die Bajadere』(1798)를 이에

대한 한 예로 들 수 있겠는데, 이 작품은 이국적 신의 지상강림과 인간

현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사랑을 통한 구원의 모티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시의 제목부터 이국적인 소재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시이다. 여기

서 “바야데레(Bajadere)”는 포르투갈어에서 온 단어로 인도 신전의 무희

(사제이자 성을 파는 여성)를 말한다. 유럽인의 관점에서 이국성과 친밀

131) 전영애,『괴테와 발라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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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 절충이라 할 수 있는 포르투갈어 “바야데레(Bajadere)”를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Dawedasi”라는 인도어를 사용했다면 독일 독자에게 지

나치게 생소했을 것이다. 반면에, “Tänzerin”이나 “Dirne”라는 독일어 단

어를 사용했다면 제목이 불러일으키는 연상의 폭은 좁았을 것이다.132)

『신과 무희』133)에서 괴테는 비슈누 신의 인간 현현 설화의 주인공인

반신(半神) 데벤드렌Dewendren을 대신(大神, 마하되)으로 바꿈으로써 인

간 현현설화의 신에게 더 큰 권능을 부여한다. 그렇게 인간으로 현현한

신이 찾아가는 사람이 인간들 중 가장 미천한 인간, 신전의 무희이자 창

녀이다. 환대하는 그녀를 신은 시험한다.

신과 무희

인도 성담

땅의 지배자 마하되가

여섯 번째로 내려온다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끼려고.

지상에서 사시며

만사 되어 가는 대로 두었다

벌을 하든지 아껴 주든지

인간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던 것.

그리하여 나그네의 모습으로 도시를 살펴보았다

132) 전영애,「괴테의 詩에 그려진 “파리아” : Der Gott und die Bajadere와

Paria-Trilogie에 대하여」, 독일어 문화권 연구, Vol. 5. 서울대학교 독일학 연구

소, 1996, 148쪽.

133)『신과 무희』의 원전이 된 소재, 소느라의 글: 반신(半神) 데벤드렌Dewendren(괴

테에서는 대신(大神, 마하되)이 한 번은 청년의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와 신전의 무

희를 찾아갔다. 그녀가 신실한지 시험해 보려고 신은 좋은 선물을 약속했고 함께

즐겁게 밤을 보냈다. 아침에 신은 죽은 척했다. 무희는 그와 함께 화장당하려 했

다. 그런 풍습은 미망인이 된 아내들만 따르는 것인데도. 그러자 데벤드렌은 다시

깨어나, 그냥 시험해 봤다고 고백한다. 그녀의 믿음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녀를 아

내로 취하여 낙원으로 데리고 갔다.(전영애, 같은 책, 272쪽.)



- 66 -

유력한 자들은 숨어 엿보고, 보잘것없는 이들은 유의해 보고

저녁에는 그곳을 떠나 계속 갔다.

도시를 벗어났을 즈음

마지막 집들이 있는 곳

뺨에 분칠한

아름다운 탕녀를 본다.

“안녕한가 처녀!” -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곧 나가겠습니다.” -

“한데 넌 누구냐?” - “무희입니다

여기는 사랑의 집이고요.”

그녀가 심벌즈를 치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녀 너무도 사랑스럽게 원을 그리며 돌아간다

그녀 몸 숙이고 몸 굽혀 그에게 꽃다발을 건네준다

아양을 떨며 그를 문지방으로 이끌고

활기차게 그를 집 안으로 인도한다.

“멋진 이방인이시여, 이 오두막을

곧 등잔처럼 환히 밝히겠습니다.

고단하실 테니, 제가 원기를 돋우어 드리겠습니다

발의 통증을 씻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것, 무엇이든 다 해 드리겠습니다

휴식이든, 쾌락이든, 희롱이든.”

짐짓 꾸며대고 있는 발의 통증을 그녀는 바지런히 씻어 준다.

신은 미소 짓고 있다, 흡족해서 바라보고 있다

깊은 타락을 꿰뚫고 인간의 마음을.

Der GOTT UND DIE BAJADERE

INDISCHE LEGENDE134)

134) Goethe, Johann Wolfgang, Goethes Werke Band I , Gedichte und Epen I , hrsg.

v. Erich Trunz, in: Hamburger Ausgabe in 14 Bänden, München 1981, S.273-276.

이후 「신과 무희(Der Gott und die Bajadere)」에 대한 번역은 - 전영애,『괴테와

발라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126-133쪽 - 의 번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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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döh, der Herr der Erde,

Kommt herab zum sechsten Mal,

Daß er unsersgleichen werde,

Mit zu fühlen Freud' und Qual.

Er bequemt sich, hier zu wohnen,

Läßt sich alles selbst geschehn.

Soll er strafen oder schonen,

Muß er Menschen menschlich sehn.

Und hat er die Stadt sich als Wandrer betrachtet,

Die Großen belauert, auf Kleine geachtet,

Verläßt er sie abends, um weiter zu gehn.

Als er nun hinausgegangen,

Wo die letzten Häuser sind,

Sieht er mit gemalten Wangen

Ein verlornes schönes Kind.

„Grüß' dich, Jugnfrau!“ - „Dank der Ehre!

Wart', ich komme gleich hinaus.“-

„Und wer bist du?“ - „Bajadere,

Und dies ist der Liebe Haus.“

Sie rührt sich, die Cymbeln zum Tanze zu schlagen;

Sie weiß sich so lieblich im Kreise zu tragen,

Sie neigt sich und biegt sich und reicht ihm den Strauß.

Schmeichelnd zieht sie ihn zur Schwelle,

Lebhaft ihn ins Haus hinein.

„Schöner Fremdling, lampenhelle

Soll sogleich die Hütte sein.

Bist du müd', ich will dich laben,

Lindern deiner Füße Schmerz.

Was du willst, das sollst du haben,

Ruhe, Freuden oder Scherz."

Sie lindert geschäftig geheuchelte Leiden.

Der Göttliche lächelt; er siehet mit Freuden

Durch tiefes Verderben ein menschliches Herz.

이렇게 신은 무희를 시험하기 위해 “거짓 고통(geheuchelte Lei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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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꾸미지만 그녀는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그리하여 신은 이러한 무희에

게서 “깊은 타락을 뚫고 인간의 마음 하나(Durch tiefes Verderben ein

menschliches Herz)”를 본다. 시험의 단계를 높여 다음날 아침 신이 죽

은 척 했을 때 무희는 그와 함께 화장을 당하려한다. 그는 “손님”에 불과

했음에도, 그녀는 죽은 남편을 뒤따라 죽는 인도의 순장 풍습에 따라 불

덩이 속으로 몸을 던진다. 이렇듯 사랑과 인정을 통해 감회된 헌신적인

무희를 결국 화염 속에서 부활하는 신은, 불붙은 팔로 안고 하늘로 오른

다.

그렇게 합창은, 동정심도 없이

그녀 가슴의 고통을 키운다

두 팔 활짝 벌리고

그녀가 뜨거운 죽음 속으로 뛰어든다.

하지만 신들의 젊은이가

불꽃으로부터 몸을 일으킨다

그의 팔에 안겨 두둥실

사랑하던 여인이 함께 떠오른다.

신들은 뉘우치는 죄인들을 기뻐한다.

불멸의 신들이 버림받은 자녀들을 들어올린다

불타는 두 팔에 안아 하늘로.

So das Chor, das ohn' Erbarmen

Mehret ihres Herzens Not;

Und mit ausgestreckten Armen

Springt sie in den heißen Tod.

Doch der Götterjüngling hebet

Aus der Flamme sich empor,

Und in seinen Armen schwebet

Die Geliebte mit hervor.

Es freut sich die Gottheit der reuigen Sünder;

Unsterbliche heben verlorene Kinder

Mit feurigen Armen zum Himmel empor.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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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미망인이 된 아내들이 남편을 따라 죽는 순장이라는 이국적 소

재를, 그것도 당시 유럽의 기독교적 시각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야만이

자 악행인 소재를 가져다 사랑을 통한 부활과 승천이라는 기독교적 결말

을 이끌어 낸다. 순장 풍습의 이국성에 사랑을 통한 구원, 그리고 승천하

는 기독교적인 면을 접목시켜 정교한 언어로써 예술적으로 표현해 낸 것

이다. 여기서 낯선 것에 다가가 수용하고 나아가 낯선 것을 기존의 것과

융합하는 괴테의 자세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자세가 이미 창작의 측

면에서 실행되어 나중에 이론으로 서서히 응결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다.

낯선 것으로 다가가 수용하고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괴테의 이러한

자세는 발라데『파리아 Paria』(1821-1823)에서도 볼 수 있다. 인도의 최

하층민 계급인 파리아(Paria)라는 이국적인 소재는 그 자체로 신선한 호

기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괴테는 “파리아”라는 소재를 소느라(Pierre

Sonnerat)의『동인도 및 중국 여행기 Reise nach Ostindien und Chin

a』(1774-1781)에 그려진 비슈누 신의 여덟 번째 인간현신과 얽힌 짤막

하게 소개된 일화에서 취했는데,13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도의 설화

원형에서 주인공인 여인은 참회자, 샤마라기니의 아내로 원래 4대 원소

를 지배하는 여신이다. 물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다가 몇몇 공기의

신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그녀에게 사랑을 흘려 넣는다. 그때부터

물은 더 이상 그녀 손 안에서 뭉쳐지지 않는다. 이에 그녀의 남편 참회

자는 아들에게 어머니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아들은 명령을 수행하는데,

아들이 어찌나 슬퍼하는지 아버지가 머리와 몸통을 다시 붙이라고 명령

한다. 아들이 그렇게 하지만, 실수로 어머니의 머리를 똑같은 처형장에서

135) 전영애, 같은 책, 133쪽.

136) 한복희,「괴테에 있어서 낯선 것 : 『파리아』주제의 예술적 보편화 과정」, 독일

언어문학 제36(2007 6). 193-208. 194쪽.

괴테는 1770년대 초반 경 네덜란드 의사인 올퍼트 다퍼(Olfert Dapper)가 쓴 여행

기를 통해『파리아』의 소재 중 하나인 머리의 뒤바뀜에 관한 소재를 접하지만, 다

퍼의 여행기에 수록된 파리아의 전설은 소느라가 기록한 내용과는 너무 판이하여,

괴테가 소느라의 저서에서 그의 소재를 얻었음이 확실시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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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범죄로 처형된 파리아 여인의 몸체에다 놓는다. 부활한 여인, 여신

이자 동시에 범죄자인 이 부활한 여인은 집에서 쫓겨나 흉측한 몰골로

세상을 떠돌며 악행을 자행한다. 그래서 신은 이를 무마하느라 그녀에게

능력 한 가지를, 아이들의 천연두를 낫게 하는 힘을 준다.137)

괴테의 발라데『파리아』138)는「파리아의 기도 Des Paria Gebet」,

「성담 Legende」그리고「파리아의 감사 Dank des Paria」가 연결되어

3부작을 이루고 있는데139), 이 중 가운데에 있는「성담」의 비중이 크다.

「성담」에 담긴 이야기는 미천한 자와 지고의 신을 이어 줄 중간자의

탄생의 이야기이다. 깊은 신앙심과 경건함으로 인하여 맨손으로 물을 길

을 수 있는 남다른 능력을 부여받은 고귀한 계급의 인물을 이야기의 주

인공으로 하여 이야기는 가장 정결하다는 최고 계급인 브라만 여인이 물

길러 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축복받은 능력의 정결한 여인이 어느 날 “어지러운 감정에 사로잡

혀(ergriffen/Von verwirrenden Gefühlen)” 그 능력을 상실하고, 그녀의

어지러운 심중을 알아본 남편은 “높은 뜻으로 칼을 잡고/그녀를 죽음의

언덕으로 끌고 가”, “지은 죄도 모르는 채 죄진” 아내의 목을 베는 것으

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렇게 그녀가 남편 앞에 왔을 때

남편은 그녀를 꿰뚫어 본다, 시선은 판결,

높은 뜻으로 남편은 칼을 잡고

아내를 끌고 간다 죽음의 언덕으로

죄를 범한 인간들이 참회하며 피 흘리는 곳으로.

137) 전영애, 같은 책, 282쪽 참조.

138) Goethe, Johann Wolfgang, Goethes Werke Band I , Gedichte und Epen I ,

a. a. O., S. 361-167.

이후『파리아(Paria)』에 대한 번역은 - 전영애,『괴테와 발라데』, 서울대학교 출

판부, 2007, 244-259쪽 - 의 번역으로 한다.      
139)「성담」은 1821년 12월과 1822년 4월에,「파리아의 기도」는 1822년 6월, 10월,

12월에, 전체 삼부작은 1823년 11월에 완성되어 1824년 인쇄되었다.(전영애, 같은

논문, 156-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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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역할 줄인들 알겠는가?

사과할 줄인들 알겠는가?

지은 죄도 모르는 채 죄 진 그녀

Und so tritt sie vor den Gatten;

Er erblickt sie, Blick ist Urteil,

Hohen Sinns ergreift das Schwert er,

Schleppt sie zu dem Totenhügel,

Wo Verbrecher büßend bluten.

Wüßte sie zu widerstreben?

Wüßte sie sich zu entschuld'gen,

Schuldig, keiner Schuld bewußt?

아내의 목을 베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아들의 격렬한 항의에 맞닥

뜨리고 아직은 “여지가 있다”고 한다. 이에 아들은 황급히 형장으로 달

려가 어머니의 머리를 다시 몸에 붙인다. 그러나 실수로 파리아 여인의

몸과 어머니의 머리를 붙이게 된다. 이렇게 파리아 여인의 몸과 브라만

여인의 머리가 결합됨으로써 “브라만의 여인(die Brahmane)”이 “머리는

천상에 머물며 파리아 되어, 이 땅의 끌어내리는 폭력을 느끼는(Mit

dem Haupt im Himmel weilend/ Fühlen, Paria, dieser

Erde/Niederziehende Gewalt,)” 존재가 된다. 가장 높은 신성과 가장 낮

은 비천함을 동시에 지니고 부활하게 된 인물이 그 두 가지를 잇는 매개

자가 된다.

이러한 높은 신성과 가장 낮은 비천함을 가진 존재는 기괴하고도 흉측

한 모습으로 창조주의 왕좌까지 닿아 천상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존재가

되고, 하늘에 가닿은, “신성(Gottheit)”과 “지상의 끌어내리는 폭력(dieser

Erde niederziehede Gewalt)”을 동시에 느끼는 이 존재가 “생각”하고 “느

끼는 것”이 무엇인지는 “비밀”이라고 하며「성담」이 끝난다.

이 일이 너희에게는 득이 될 것이다.

나 그분께 다정하게 경고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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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분께 격분하여 말씀드릴 것이다

내 뜻이 명하는 대로

내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

그건 언제까지이고 비밀일지어라.

Euch zugute komme das.

Und ich werd' ihn freundlich mahnen,

Und ich werd' ihm wütend sagen,

Wie es mir der Sinn gebietet,

Wie es mir im Busen schwellet.

Was ich denke, was ich fühle

Ein Geheimnis bleibe das.

이「성담」은 제 3부의「파리아의 감사」로 이어지는데, 3부작이라는

구조는 괴테의 번역관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신에게 신과 자신

을 결합시킬 수 있는 중재자를 보내달라는「파리아의 기도」에 이어, 비

천한 자를 신과 결합시키는 매체로서 한 피조물이 탄생되는「성담」, 기

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청원자에게 계시되고 파리아가 그 기적에 대해

신에게 감사와 숭배를 드리는「파리아의 감사」로 이어지는 3부작이라는

구조는 원형의 순환형태로 연결된다.「성담」은 파리아의 기도와 감사

속에 반영되어 마무리됨으로써 세 가지의 틀 구조 속에서 회귀하는 모습

을 보이는 원형의 순환형태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중간에 배치

된 끔찍한 살해 사건은 파리아의 감사로 마무리되면서 화해의 면모를 보

인다.140) 이렇듯 순환적 원형의 틀 속에서 상승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원

문으로 나아가면서 원문과 번역문을 서로 비춰주면서 순환의 원을 이루

는 괴테의 번역관을 상기시키는 부분이다.

“파리아”라는 낯선 소재를 가져와 정교한 시형식을 부여함으로써 변형

시키고 내용의 깊이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있어서도 낯선 것의 창조적 수

용이라는 맥락에서 괴테의 번역관과 연결 지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인

140) 한복희, 같은 논문, 198-200쪽 참조.



- 73 -

도 설화 원형에서 부활한 여인은 “아이들의 천연두를 낫게 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는 데, 발라데『파리아』에서는 지고한 신과 가장 미천한 파

리아를 잇는 중재 인물이 된다. 신성한 브라만 여인의 머리와 비천한 파

리아의 몸이 결합된 인물은 가장 높은 신성한 것과 가장 낮은 비천함이

라는 결합 불가능한 것의 결합을 상징하면서 기괴한 느낌을 자아내고,

동시에 지상의 천한 것을 천상과 연결시킬 수 있는 존재로 상승되면서

깊이 있는 작품으로 탄생했다. 괴테의 낯선 것의 창조적 수용에 의해

“파리아”라는 낯선 소재의 이국성은 그대로 둔 채 불가촉천민 “파리아”

라는 낯선 존재가 한껏 가깝게 전달되고 동시에 괴테 자신의 광범위한

휴머니즘이 표명된 것이다. 특히 가장 비천한 것과 신성한 것이 결합된

기괴한 인물이 비천함과 신성함이라는 대립되는 것의 결합을 통해 지상

과 천상을 연결하는 존재로 상승되었다는 점은 양극성이 결합하여 하나

로 승화되는 그의 세계관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앞서

괴테의 번역관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렇듯 괴테의 두 발라데 작품들인『신과 무희』와『파리아』에서도

낯선 것으로 다가가 수용하고, 정교한 시언어로 그것을 깊이 있게 변형

시켜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그의 자세를 볼 수 있다. 괴테의 이러한 자

세와 더불어 두 작품에서 보여주는 서로 이질적이고 낯선 것의 결합은

괴테의 번역관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발라데의 제목의 어휘 사용

역시 괴테의 번역관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발라데

『신과 무희』의 경우, “바야데레”라는 어휘 사용은 유럽인의 관점에서

이국성과 친밀함의 절충이라 할 수 있는 포르투갈어 “바야데레(Bajadere)”

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낯선 것과 자기의 것을 통합시켜 나아가는 괴테의

번역관과 맥을 같이한다. 발라데『파리아』의 경우, “파리아”라는 이국적

인 소재의 이국성은 그대로 둔 채 불가촉천민 “파리아”라는 낯선 존재

가 한껏 가깝게 전달되게 하여 이국성에 다가갈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괴테의 번역관이 그의 발라데 창작에 있어서도 반영되어 실행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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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 동 시집』의 국역 영역본들의 비교를 통해서 본 괴테

번역론의 적용 가능성

지금까지 살펴본 괴테의 번역론과 ‘낯선 것’에 대한 시각을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서 동 시집』을 여는 시편인

「HEGIRE」의 한국어 번역본들과 영어 번역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비교 분석해 보겠다.

이에 앞서 번역을 통한 한국의 괴테의 수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괴테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07년 유승겸이 번역한『중등만국사』

와 현채가 번역한『동서양역사』에서 괴테가 각각 “케데”와 “과제”라는

작가명으로 소개되고, 1908년 이채우가 번역한『십구세기 구주 문명진화

론』에서는 “아덕”이라는 작가명과 함께 “화유사”라는 제목으로『파우스

트』가 언급되었을 때이다.141) 1920년대에 들어서서는, 1920년『서광瑞

光』(5호)에 송현인이라는 미확인 필명으로『괴-테와 실레르』가 발표되

었으며, 1922년에는 김한규가『신천지』에 수록된『팔대문호약전』에서

‘세계시인 괴테’라는 소제목으로 괴테의 생애와 작품들의 이름을 소개하

였다. 1930년대에는『문예월간』제 4호(1932)에서는 괴테의 문학과 예술

에 대한 개별적 연구가 시도되었는데,『서 동 시집』은 조희순에 의해

『동 서 시집』으로 번역되었다.142) 괴테 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번역 작

업이 이루어진 것은 1968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때 휘문출판사는『괴

에테 문학 전집』이라는 제목 아래 총 6권으로 이루어진 ‘괴테 선집’을

펴낸다. 여기에는 독문학자들인 강두식, 김정진, 장기욱, 정경석, 이병찬,

박찬기가 참여했다.143) 구체적으로 1권은 강두식 역의『로오마 비가』,

『서동시집』,『괴츠』,『에그몬트』,『이피게니에』,『타소오』로 이루어

져 있고, 2권은 김정진 역의『파우스트』와『헤르만과 도로테아』, 3권은

141) 이유영 .김학동 이재선,『한독문학비교연구I : 1920년대까지 독일문학의 영향을

중심으로』, 삼영사, 1976, 133쪽 참조.

142) 조우호,「근대화 이후 한국의 괴테 수용 연구」, 2010, 147-150쪽 참조.

143) 장진길,「독일문학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I)」카프카연구 제 20집,

2008, 20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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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욱 역의『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4권은 장기욱 역의『윌헬

름 마이스터의 편력 시대』와 강두식 역의『서한문』, 5권은 정경석 역

의『시와 진실』, 6권은 이병찬 역의『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친화

력』, 박찬기 역의『이태리기행』을 담고 있다.144) 근년에는 민음사에서

14권의 함부르크 판본 괴테 전집이(전집으로 별도로 묶이지는 않은 채)

새롭게 번역되어 나왔다.

『서 동 시집』의 국역은 총 4종인데145), 안문영 외 역(문학과 지성사,

2006), 김용민 역(민음사, 2007), 최두환 역(도서출판 시와 진실, 2002),

전영애 역(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이 그것이다. 이 중 김용민 역,

최두환 역은 시편만의 번역이고, 안문영 외 역과 전영애 역은 주석과 논

고편이 시편의 번역과 함께 묶여 있는 완역이다. 본 논문은『서 동 시

집』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그 첫 시「HEGIRE」의 3종의 국역을

비교해 보고자한다.146)

「HEGIRE」는『서 동 시집』「가인의 서」의 첫 시편이자 시집 전체

의 첫 시로 전체 시집의 성격을 대변하는 서시로 내용은 당시의 혼돈한

유럽으로부터 “순수한” 동방으로의 정신적 도피를 담고 있다. 노 시인 괴

테에게서의 이 “도피”의 의미가 마호메트의 “헤지라”에 버금하는 것으로

시사되어 있다.「HEGIRE」의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들의 전문은 본 논

문 뒤에 첨부하고 여기서는 그 첫 연과 마지막 연의 번역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144) 조우호, 같은 논문, 155쪽 참조.

145) 조희순, 강두식의 번역은 시편의 부분적 번역이고 시기상 일어 중역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고

에서는 현대 번역으로 제한하여 다루겠다.

146) 안문영 외 번역은 안문영 외 16인의 공동 번역으로 이루어져 번역자의 스타일을 분석하기 어

려우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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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GIRE

Nord und West und Süd zersplittern,
Throne bersten, Reiche zittern,
Flüchte du, im reinen Osten
Patriarchenluft zu kosten,
Unter Lieben, Trinken, Singen.
Soll dich Chisers Quell verjüngen.

[…]
Wolltet ihr ihm dies beneiden.
Oder etwa gar verleiden;
Wisset nur, daß Dichterworte
Um des P aradieses P forte
Immer leise klopfend schweben.
Sich erbittend ew'ges Leben.[원문]

헤지레

북녘도 서녘도 남녘도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옥좌들 무너지고 왕국들 부들부들 떨고 있다.
달아나라, 순수한 동녘 땅으로
옛 족장들의 숨결 만끽하기 위해.
사랑과 술과 노래 즐기며
키저의 원천수로 젊어져야 하느니.

[…]
너희가 시인의 이런 능력 시샘하려 든다면,
또는 심지어 그를 괴롭히려 까지 한다면,
한 가지만 알아 두라, 시인의 말은
언제나 나직이 파라다이스
문가 두드리며 떠돌고 있노라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면서.[한역1]

헤지라

북과 서와 남이 갈라지고
권좌들이 무너지고 제국들이 전율한다
그대여 달아나게나, 순수한 동방에서
가부장의 대기를 맛보게나
사랑하고 마시고 노래하는 가운데
키저의 샘이 그대를 젊게 해 주리라.

[…]
그대들은 이런 그를 시샘하는가
혹은 불쾌히 여기는가
그렇다면 이 시인의 노래가
영원한 삶을 간구하면서
천국의 문을 나직히 두드리며
떠돌고 있음을 알아 두게나.[한역2]

에쥐르(헤지라)

북北과 서西와 남南이 쪼개진다
왕좌들이 파열한다, 제국들이 흔들린다
그대 피하라, 순수한 동방東方에서
족장族長들의 공기를 맛보러 가라
사랑과 술과 노래 가운데서
히저의 샘이 그대를 젊어지게 하리.

[…]
그대들 이런 시인이 부럽거든
부럽다 못해 괴롭거든
알아나 두어라, 시인의 말은
낙원의 문 주위를
언제나 나직이 두드리며 감도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간구하며.[한역3]

Hehira

North and West and South up-breaking!
Thrones are shattering, Empires quaking;
Fly thou to the untroubled East.
There the patriarchs' air to taste!
What with love and wine and song
Chiser's fount will make thee young.

[…]
Would you envy him for this,
Or bring despite upon his bliss,
Know that words of poets rise
To the gate of Paradise.
Hover round, knock light, implore
Heavenly life for evermore.[영역1]

HEGIRA

North and west and south are breaking,
Thrones are shattered, empires shaking:
Flee to the pure East, and there
Taste its patriarchal air;
Love, wine, song are waiting for you,
Khiser's fountain shall restore you.

[…]
Who shall envy me such pleasure?
Who would shorten its full measure?
Let him note: in words upsoaring,
Softly knocking and imploring,
Poets ever haunt heaven's portal.
Seeking, finding life immortal.[영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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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지의 고민은 제목 “Hegire”에서부터 시작된다.

위의 한국어 번역본들은 제목에서부터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데, 첫

번째 번역에서는 제목을 “헤지레”로 번역하였고, 두 번째 번역에서는

“헤지라”로 번역하였으며, 세 번째 번역에서는 “에쥐르(헤지라)”로 번역

하였다. 우선, “헤지레”는 어느 언어에도 없는 발음으로 틀린 표기이다.

아랍어(hégira)를 취하여 표기하자면 “헤지라”로 표기할 수가 있고, 동방

을 이야기하면서도 괴테가 의도적으로 쓴 불어를 고집하자면 발음 표기

가 “에쥐르”가 된다. 프랑크푸르트판 괴테 전집의 서동 시집 주석자인

헨드릭 비루스(Hendrik Birus)는「동일성 대 타자성Identität vs. Alterität

의 피안-혼종시 Hybride Poesie로서의 <서 동 시집>」이라는 논문에서

“에쥐르”라는 제목을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혼종의 본보기”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도피, 이민’을 주제화하기 위해 괴테는 여기에 상응하는 독일

어 단어나 오리지널 아라비어어 단어인 “헤지라”를 사용하는 대신 의도

적으로 불어를 취하여 썼기 때문이다. 독일 독자에게도 “헤지라”보다는

“에쥐르”가 더 흔한 표기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러한 제목의 차이 외에 번역본들에서 보이는 큰 차이점을 각 번역

본이 지닌 특징별로 차례로 살펴보면, 우선 [한역 1]은 다른 번역들에 비

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도착어 중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

는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한역 2]가 “북과 서와 남이 갈라지고/권

좌들이 무너지고 제국들이 전율한다”고 번역하고, [한역 3]이 “북北과 서

西와 남南이 쪼개진다/왕좌들이 파열한다, 제국들이 흔들린다”로 번역한

반면, [한역 1]은 “북녘도 서녘도 남녘도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옥좌

들 무너지고 왕국들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갈기갈

기”와 “부들부들”과 같은 의태어의 사용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번

역자의 개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역 2]의 경우, 다른 번역본들에 비해 기본적인 의미 전달에 주안점

을 주고 산문적 번역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용 전달이 비교적 잘 되

고 있지만 평상적인 산문적 어순을 취함에 따라 원문에서 전달하려는 바

를 약화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역 2]의 경우 원문 마지막 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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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행의 어순을 바꿔 산문적 어순으로 번역함으로써(영원한 삶을 간구하면

서/천국의 문을 나직히 두드리며) 원문 마지막 연의 마지막 행(Sich

erbittend ew'ges Leben(영원한 삶을 간구하며))에 실려 있는 무게가 주

는 효과가 사라져 버렸다.

[한역 3]의 경우, 원문의 병렬성과 단순한 현재성을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한역3]은 1연 1 2행에서 “쪼개진다”,

“흔들린다”로 번역하고 있는 반면, [한역 1]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부들부들 떨고 있다”로 번역, [한역 2]는 “갈라지고”, “전율한다”로 번역

하고 있어 [한역 1]의 경우 과잉된 의인화로 사태재현의 현재성이 감소

되어 버렸고, [한역 2]의 경우 원문의 병렬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반

면, [한역3] 은 시어의 구문상의 위치에 있어서까지 원어의 위치를 살려

번역하였다는 점이 보인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 세 번역들의 두드러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한역 1]의 경우 “든다면”, “한다면”이라고 번역하

고 있어 운을 맞추려는 노력이 보이기는 하지만 원문 4행에 있는

“Pforte(문)”을 5행에 번역하고 있고, [한역 2]의 경우도 역시 5행에 번역

하고 있으며, [한역 2]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문적 어순을 취

함으로써 원문의 어순에서 벗어난 반면, [한역 3]는 “부럽거든”과 “괴롭

거든”으로 번역하여 각운을 살리고 있고 더불어 마지막 세 행도 원문의

시어의 위치와 동일하게 번역하고 있다. 한국어와 독어라는 아주 거리가

먼 언어체계를 감안하면 원문 밀착력이 돋보이는 번역이다.

이 밖에도 세 번역간 어휘 선택에 있어서도 차이가 보인다. 1연에서

[번역 2]와 [번역 3]이 “북”, “서”, “남”으로 번역한 것과 달리 [번역 1]은

“북녘”, “서녘”, “남녘”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녘”의 첨가로 [번역 2]와

[번역 3]에 비해 방향성이 다소 선명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마

지막 연에서는 [한역 1]이 “des Paradieses”를 “파라다이스”로, [한역 2]

는 “천국”으로, [한역 3]은 “낙원”으로 번역하고 있어 어휘 선택의 차이

를 보인다. 마지막 연에서는 이러한 차이점 외에도 내용상의 차이가 두

드러지는데, [한역 1]은 “너희가 시인의 이런 능력 시샘하려 든다면,/또

는 심지어 그를 괴롭히려 까지 한다면,”이라고 번역한 반면, “그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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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그를 시샘하는가/혹은 불쾌히 여기는가”로 번역하였다. [한역 3]은

“이런 시인이 부럽거든 부럽다 못해 괴롭거든”이라고 번역하였다. 여기

서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한역 1]은 “괴롭

히려 까지 한다면,”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주체가 부러워하고 불

쾌히 여기고 괴로워하는 [한역 2]와 [한역 3]과는 의미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세 번역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역 1]은 의태어 사용을

첨가하고 도착어 중심으로 풀어서 번역하는 등의 번역자의 개입이 부분

적으로 과잉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역 2]는 다른 번역들에 비해

기본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중립적인 번역의 면

모를 보이고 있다. [한역 3]의 경우, 다른 번역들에 비해 원저자의 의도

를 살려 독자로 하여금 원문의 낯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제목을 “에쥐르”라고 번역한 것에서 그러한 의도가 엿

보인다. 그러나 불어가 낯선 한국 독자에게 “에쥐르”는 그 생소함이 지나

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에쥐르(헤지라)”로 괄호 병기를 하여 번역한

것은 다소 무겁게도 보인다. 이 번역들을 괴테의 번역론과 연관지어 생

각해보면, [한역 1]을 괴테의 번역론에서 제시한 두 번째 형태의 번역(낯

선 뜻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자신의 뜻으로 다시 그려내려 애쓰는 따라

짓기)에 가까운 것으로, [한역 2]를 첫 번째 형태의 번역(우리들 자신의

의미 안에 머물면서 타국을 알리는 산문적인 번역)에 가까운 것으로, [한

역 3]을 세 번째 형태의 번역(낯선 것을 통해 원문에 이끌려갈 수 있는

번역)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국어 번역들은 이렇듯 많은 번역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언어체계간

의 극심한 차이로 인해 모두 원문이 지니고 있는 각운까지는 완전히 실

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각 번역들에서 운을

맞추려는 나름의 시도들이 보이기도 한다. 특히 [한역 3]은 원문의 어순

및 리듬과 운을 반영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한국어보다는 독일어와 거리가 가까운 영어 번역의 경우 원문이 지닌

형식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번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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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원문의 각운147)을 유지하기 위해 노

력한 점이 보인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번역본의 1연을 보면, 원문에서는

1 2행의 “zersplittern”과 3 4행의 “zittern”, “Osten”과 “kosten”, 그리고

5 6행의 “Singen”과 “verjüngen”의 각운이 맞고 있는데, [영역 1]의 1연

에서도 1 2행의 “up-breaking”과 “quaking”의 각운이 맞고 있으며, 3 4

행의 “East”와 “taste”의 각운이 맞고 있다. 5행과 6행의 “song”과 “young

”도 각운이 맞아 떨어진다. 마지막 다른 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

연을 보면, 원문 1 2행의 “beneiden”과 “verleiden”, 3 4행의 “Dichterworte”

와 “Pforte”, 5 6행의 “schweben”과 “Leben”의 각운이 맞는데, 영문 번

역본 1 2행의 “this”와 “bliss”, 그리고 3 4행의 “rise”와 “Paradise”, 그리

고 5 6행의 “implore”와 “evermore”의 각운이 맞고 있어 원문의 각운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연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영

역 2]의 경우에도 모든 연들에서 원문의 각운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예

를 들어, 1연에서 “breaking”과 “shaking”, “there”과 “air”, 그리고 “you”

와 “you”의 각운이 맞아 떨어진다. 7연에서는 “pleasure”와 “measure”,

“upsoaring”과 “imploring”, 그리고 “portal”과 “immortal”의 각운이 맞는

다.

이렇듯 각운을 맞추려다 보니, [영역 1]의 경우에는 “East”와 각운을

맞추기 위해 “to taste”의 다소 어색한 위치가 보이며, [영역 2]의 경우에

는 5행의 “waiting for you”와 같이 원문에 없는, 그것도 다소 진부한 구

절들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영역 2]의 1연 마지막 행에

있는 “restore”라는 단어도 원문과 비교해 볼 때, 과잉된 해석으로 보인

다. 이러한 점은 마지막 연에서도 나타나는데, [영역 1]에서는 “Would

you envy him for this”라고 번역한 반면, [영역 2]에서는 “Who shall

envy me such pleasure?”라고 번역하여, 시기의 대상이 “그”가 아닌

“내”가 된다. 이는 원문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다. [영역 2]의 마지막 연

2행의 “Who would shorten its full measure?”라는 번역도 과잉 해석으

로 볼 수 있다.

147) 원문의 각운은 aabbcc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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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어휘의 선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영역 1]의 경우, [영역

2]와는 달리, 현대 영어에서 “you”를 나타내는 “thee”나 “thou”와 같은 고

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문의 내용을 옮기는 데 있어 각각의 번역본

내의 각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사 어휘를 선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마지막 연의 경우, “낙원의 문”에 해당하는 어휘로, [영역 1]은 “the gate

of Paradise”를, 그리고 [영역 2]는 “heaven’s portal”로 택하고 있다. 1연

에서도 각각의 번역본이 지닌 각운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어휘 선택을

하고 있다. 원문 1연에 나오는 “reinen Osten(순수한 동방)”을 [영역 1]은

“the untroubled East”로 번역하고 있고, [영역 2]는 “the pure East”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여기서 “the untroubled East”는 “pure

East”와 비교해볼 때, 원문에서 전달하려는 의미를 다소 축소하고 단순

화시키는 번역이다.

종합적으로, 영어 번역의 경우 원문의 각운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중점을 두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색한 어순 배열이라든지 원문의 내용

과는 다른 어휘의 첨가나 생략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영역 1]과 [영

역 2]을 전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영역 1]은 편안하게 읽히는 번역인 반

면, 다소 원문의 의미를 단순화시키는 문제점이 보인다. [영역 2]는 [영

역 1]에 비해 원문의 내용과는 다른 어휘 첨가 및 과잉 해석의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영역 1]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원문에 충실한 번역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역본들과 영역본들을 비교분석해 보았는데, 이들간의 차이

점은 모두 번역에 있어 ‘낯선 것’을 옮겨오는 방식의 차이에 있음을 볼

수가 있었으며, 괴테의 번역론이 번역의 실행에서 우러나온 이론임을 번

역의 실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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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론에서는 먼저 번역 이론 쟁점들의 분석과 번역 이론의 흐름을 통해

번역 이론에서의 ‘낯선 것’의 위상을 간략히 점검해보고 괴테의『서 동

시집』에 수록된 괴테의 번역론을 중심으로 ‘낯선 것’에 대해 살펴보았

다. 구체적으로, 번역 이론 쟁점들의 분석을 통해서는 충실성과 가독성

및 직역과 의역, 번역 가능성과 불가능성 등의 이분법적인 논쟁들의 근

저에 사실 ‘낯선 것’에 대한 사유가 자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번역 이론의 시대별 흐름에서도 ‘낯선 것’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해왔고 그것이 번역 이론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었다.

괴테의 번역론은 이러한 ‘낯선 것’에 주목하고 ‘낯선 것’과 어떻게 관

계 맺는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원어를

번역어로 풀어서 낯선 것을 번역어 체계 안의 감각에 맞추어 번역하는

것으로 산문역이 이에 가장 부합한다. 두 번째 단계는 낯선 것의 발현에

스스로를 맞추려고 하지만 사실상 낯선 정신을 옮겨와 그것을 자기화하

여 창작을 가미해보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낯선 것을 통해 원문을

향해 떠밀리면서 원문의 이해는 고도로 촉진되고, 이질적인 것과 친숙한

것에 꾸준히 다가가는 가운데 화합하며 순환의 원이 완성되는 단계이다.

최대한 원문으로 다가가 “낯선 것은 낯설게 두어” 수용자쪽의 문학을 더

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괴테는 이를 가장 최고의 단계로 보

았는데, 낯선 것을 통해 원문으로 다가가 원문의 이해를 촉진하고 수용

자쪽의 문학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그의 번역에 대한 관점은 여

러 가지 방식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의 번역론을 담고 있

는, 매우 창조적 번역이라 볼 수 있는『서 동 시집』은 그 자체로 그

의 번역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면면이 있으며,『서 동시집』전체적으로

그의 번역관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의 번역관은『서 동 시

집』의 시편들에서 드러나는 동시에, ‘이해’와 ‘간다’, 그리고 ‘번역’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의 긴밀한 연관성이 작품 전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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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관을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번역관은 그의 세계문학의

구상에까지 이어져 ‘낯선 것’에 대한 그의 시각을 보다 깊이 있게 확장

시킨다. 이러한 확장은 그의 세계문학 개념 뿐 아니라『색채론』등에

서 보여주는 그의 세계관과도 연관성을 보임으로써 보다 폭 넓은 면

모를 보이고, 나아가 그의 번역 및 특히 그의 발라데 작품의 창작 방식

에 반영되어 실행됨으로써 깊이를 더해간다. 그의 번역관은 이론에서 그

친 것이 아니라 그의 세계관과 그의 작품에까지 폭 넓게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번역 이론에 있어서의 ‘낯선 것’이 번역의 실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한영과 영역번역본들의 비교를 통

해 괴테의 번역 이론상의 ‘낯선 것’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도 괴테의 번역론이 효용성이 있으며 실제에서 분리된 번역

이 아니라 번역의 실행에서 우러나오는 이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

역본들의 비교 분석에서 나온 번역본들 간의 차이는 낯선 것들을 가져오

는 방식에 있어서의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지향점

이 다른 번역들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번역어 문화 중심의 번역

의 경우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원문이 지닌 낯

선 것들은 많이 상실될 수 있다. 반면, 원문의 낯선 것을 많이 살리려고

한 번역의 경우, 이해하기 어렵고 독자에게 낯설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낯선 것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주고 낯선 것에 다가가

게 할 수 있는 번역으로 괴테의 번역관에 부합한 번역으로 볼 수 있다.

괴테가 제시하는 번역관은 직역 의역 논쟁과 같은 어느 한쪽에만 치

우치는 번역에 관한 이분법적인 논쟁을 넘어서는 관점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낯선 것과 자신의 것이 결합한 “하나이면서 둘”로서의 번역은 서

로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춰주며 낯선 것과 자신의 것을 드러

내주는, 화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 상대에게

는 낯선 것이 되는데, 이 ‘낯선 것’이 울릴 수 있는 번역은 ‘낯선 것’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번역문 안에서 자리 잡고 울려 퍼지는 낯선 것을 통해 원문에 이끌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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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으로 다가갈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과는 다른 낯선 요소를 통해 자

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 이는 번역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속화 되어가

는 세계화 속에서, 더욱 더 낯선 것과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

에게도 함의하는 바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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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서 동 시집』에 수록된 괴테의「번역」론 전문의

원문과 번역

UEBERSETZUNGEN

Da nun aber auch der Deutsche durch Uebersetzungen aller Art gegen den

Orient immer weiter vorrückt, so finden wir uns veranlaßt etwas zwar

Bekanntes, doch nie genug zu Wiederholendes an dieser Stelle beyzubringen.

Es giebt dreyerley Arten Uebersetzung. Die erste macht uns in unserm

eigenen Sinne mit dem Auslande bekannt, eine schlicht-prosaische ist hiezu

die beste. Denn indem die Prosa alle Eigenthünlichkeiten einer jeden

Dichtkunst völlig aufhebt und selbst den poetischen Enthusiasmus auf eine

allgemeine Wasser-Ebne niederzieht, so leistet sie für den Anfang den

größten Dienst, weil sie uns mit dem fremden Vortrefflichen, mitten in

unserer nationellen Häuslichkeit, in unserem gemeinen Leben überrascht und,

ohne daß wir wissen wie uns geschieht, eine höhere Stimmung verleihend,

wahrhaft erbaut. Eine solche Wirkung wird Luthers Bibelübersetzung

jederzeit hervorbringen.

Hätte man die Nibelungen gleich in tüchtige Prosa gesetzt und sie zu

einem Volksbuche gestempelt, so wäre viel gewonnen worden, und der

seltsame, ernste, düstere, grauerliche Rittersinn hätte uns mit seiner

vollkommenen Kraft angesprochen. Ob dieses jetzt noch räthlich und thunlich

sey werden diejenigen am besten beurtheilen, die sich diesen alterthümlichen

Geschäften entschiedener gewidmet haben.

Eine zweyte Epoche folgt hierauf, wo man sich in die Zustände des

Auslandes zwar zu versetzen, aber eigentlich nur fremden Sinn sich

anzueignen und mit eignem Sinne wieder darzustellen bemüht ist. Solche

Zeit möchte ich im reinsten Wortverstand die parodistische nennen.

Meistentheils sind es geistreiche Menschen, die sich zu einem solchen

Geschäft berufen fühlen. Die Franzosen bedienen sich dieser Art bey

Uebersetzung aller poetischen Werke; Beyspiele zu Hunderten lassen sich in

Delilles Uebertragungen finden. Der Franzose, wie er sich fremde Worte

mundrecht macht, verfährt auch so mit den Gefühlen, Gedanken, ja den

Gegenständen, er fordert durchaus für jede fremde Frucht ein Surrogat 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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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f seinem eignen Grund und Boden gewachsen sey.

Wielands Uebersetzungen gehören zu dieser Art und Weise; auch er hatte

einen eigenthümlichen Verstands- und Geschmacksinn, mit dem er sich dem

Alterthum, dem Auslande nur insofern annäherte, als er seine Convenienz

dabey fand. Dieser vorzügliche Mann darf als Repräsentant seiner Zeit

angesehen werden; er hat außerordentlich gewirkt, indem gerade das was

ihn anmuthete, wie er sichs zueignete und es wieder mitteilte, auch seinen

Zeitgenossen angenehm und genießbar begegnete.

Weil man aber weder im Vollkommenen noch Unvollkommenen lange

verharren kann, sondern eine Umwandlung nach der andern immerhin

erfolgen muß; so erlebten wir den dritten Zeitraum, welcher der höchste und

letzte zu nennen ist, derjenige nämlich, wo man die Uebersetzung dem

Original identisch machen möchte, so daß eins nicht anstatt des andern,

sondern an der Stelle des andern gelten solle.

Diese Art erlitt anfangs den größten Widerstand; denn der Uebersetzer der

sich fest an sein Original anschließt giebt mehr oder winiger die Originalität

seiner Nation auf, und so entsteht ein Drittes, wozu der Geschmack der

Menge sich erst heran bilden muß.

Der nie genug zu schätzende Voß konnte das Publikum zuerst nicht

befriedigen, bis man sich nach und nach in die neue Art hinein hörte, hinein

bequemte. Wer nun aber jetzt übersieht was geschehen ist, welche

Versatilität unter die Deutschen gekommen, welche rhetorische, rhythmische,

metrische Vortheile dem geistreich talentvollen Jüngling zur Hand sind, wie

nun Ariost und Tasso, Shakespear und Galderon, als eingedeutschte Fremde,

uns doppelt und dreyfach vorgeführt werden, der darfhoffen daß die

Literargeschichte unbewunden aussprechen werde, wer diesen Weg unter

mancherley Hindernissen zuerst einschlug.

Die von Hammerschen Arbeiten deuten nun auch meistens auf ähnliche

Behandlung orientalischer Meisterwerke, bey welchen vorzüglich die

Annäherung an äußere Form zu empfehlen ist. Wie unendlich vortheilhafter

zeigen sich die Stellen einer Uebersetzung des Firdusi, welche uns genannter

Freund geliefert, gegen diejenigen eines Umarbeiters, wovon einiges in den

Fundgruben zu lesen ist. Diese Art einen Dichter umzuvilden halten wir für

den traurigsten Mißgriff den ein fleißiger, dem Geschäft übrigens

gewachsener Uebersetzer thun kön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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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aber bey jeder Literatur jene drey Epochen sich wiederholen,

umkehren, ja die Behandlungsarten sich gleichzeitig ausüben lassen; so wäre

jetzt eine prosaische Uebersetzung des Schahname und der Werke des

Nisami immer noch am Platz. Man benutzte sie zur überhineilenden, den

Hauptsinn aufschließenden Lectür, wir erfreuten uns am Geschichtlichen,

Fabelhaften, Ethischen im Allgemeinen und vertrauten uns immer näher mit

den Gesinnungen und Denkweisen, bis wir uns endlich damit völlig

verbrüdern könnten.

Man erinnere sich des entschiedensten Beyfalls den wir Deutschen einer

solchen Uebersetzung der Sakontala gezollt, und wir können als Glück was

sie gemacht gar wohl jener allgemeinen Prosa zuschreiben, in welche das

Gedicht aufgelöst worden. Nun aber wär'es an der Zeit uns davon eine

Uebersetzung der dritten Art zu geben, die den verschiedenen Dialecten,

rhythmischen, metrischen und prosaischen Sprachweisen des Originals

entspräche und uns dieses Gedicht in seiner ganzen Eigenthümlichkeit aufs

neue erfreulich und einheimisch machte. Da nun in Paris eine Handschrift

dieses ewigen Werkes befindlich, so könnte ein dort hausender Deutscher

sich um uns ein unsterblich Verdienst durch solche Arbeit erwerben.

Der englische Uebersetzer des Wolkenboten, Megadhuta, ist gleichfalls

aller Ehren werth, denn die erste Bekanntschaft mit einem solchen Werke

macht immer Epoche in unserem Leben. Aber seine Uebersetzung ist

eigentlich aus der zweyten Epoche, paraphrastisch und suppletorisch, sie

schmeichelt durch den fünffüßigen Jambus dem nordöstlichen Ohr und Sinn.

Unserm Kosegarten dagegen verdanke ich wenige Verse unmittelbar aus der

Ursprache, welche freylich einen ganz andern Aufschluß hat sich der

Engländer Transpositionen der Motive erlaubt, die der geübte ästhetische

Blick sogleich entdeckt und mißbilligt.

Warum wir aber die dritte Epoche auch zugleich die letzte genannt,

erklären wir noch mit Wenigem. Eine Uebersetzung die sich mit dem

Original zu identificiren strebt nähert sich zuletzt der Interlinear-Version und

erleichtert höchlich das Verständniß des Originals, hiedurch werden wir an

den Grundtext hinangeführt, ja getrieben und so ist denn zuletzt der ganze

Zirkel abgeschlossen, in welchem sich die Annäherung des Fremden und

Einheimischen, des Bekannten und Unbekannten bewegt.148)

148) Goethe, Johann Wolfgang, West-östlicher Divan, a. a. O., S. 28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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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그러나 독일인도 모든 종류의 번역을 통하여 오리엔트 쪽으로 점점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 알기는 하면서도 되풀이해도 결코 충분

치 않은 것을 이 자리에 적어볼까 한다.

번역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우리들 자신의 의미 안에 머물면서 타국을

알리는 것이니, 소박하고 산물적인 번역이 여기서는 가장 좋은 번역이다. 산문

이란 다른 시예술의 모든 특성을 완전히 지양하고 시적인 격정조차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처음에 쓰임새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런 번역은

우리가 민족적으로 편안히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낯선 탁월

한 것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른 채

로, 보다 높은 정서적 고양을 경험하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북독워 주기 때문이

다. 루터의 성서번역은 언제든 그런 효과를 낸다.

만약 니벨룽엔 서사시를 곧장 능숙한 산문으로 옮겨 그것을 민중본이라고 도

장을 찍어놓기라도 한다면 득이 많으리라. 또한 이상하고, 진지하고, 음침하고,

공포스러운 기사적 감각이 송두리째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른다. 이것이 아직

도 권할 만하고 행만 만한 일인가 아닌가는, 이 고풍한 작업에 좀 더 적극적으

로 헌신해온 사람들이 가장 잘 판단할 것이다.

두 번째 번역 단계가 여기에 이어지는데, 외국의 상황 안으로 자신을 옮겨 놓

기는 하지만, 실은 다만 낯선 뜻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자신의 뜻으로써 다시

그려 내라고 애쓰는 시기이다. 그런 시기를 나는 단어의 가장 순수한 뜻에서 패

러디적(원뜻: 노래 바꾸어 부르기) 시기라고 부르고 싶다. 그런 일에 소명을 받

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에스프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모든 시 작품들의 번역에서 이런 종류를 사용한다. 수백 가지 예들을 들리유

Delille의 번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프랑스 사람은 낯선 말들을 자기 입에

담기 알맞게 만들고, 감정, 생각, 실로 대상들에도 그런 방식을 취한다. 낯선 열

매에게 전적으로 그 자신의 토양에서 자라난 열매의 대용물이 되라고 요구한다.

빌란트의 번역들이 이런 종류와 방식에 속한다. 그도 독특한 오성 감각과 미

감이 있어 고대며, 외국에 접근했는데, 거기서 그가 편안함을 찾는 만큼만이었

다. 이 탁월한 사람은 그 시대의 대표자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바로 그의 마

음을 끄는 것을, 그가 자기 것으로 하며 다시 그것을 전달하는 대로, 자신의 동

시대인들에게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끔 전달하였는데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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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완전한 것 가운데도 불완전한 것 가운데도 오래는 머물러 있을 수 없

고, 변화에 변화를 자꾸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이자 마지막 것이라

고 일컬을 수 있는 세 번째 시공時空을 경험한다. 즉, 번역을 원전과 동일하게

만들고 싶어하여, 하나가 다른 것 대신이 아니라, 다른 것 자리에서 통용되는

시공 말이다.

이런 종류는 처음에는 아주 큰 저항을 겪는다. 번역가가 원전에 단단히 어울

려, 자신의 민족의 원전성을 다소간에 포기하고, 그렇게 하여 제3의 것이 생겨

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중의 미감美感은 이제부터 길러져야만 한다.

아무리 많이 평가되어도 결코 부족한 포스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새

로운 양식에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차츰 편안해져 갈 때까지는 독자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무슨 새로운 바람이 독일인들 가운

데로 불어왔는지, 이 에스프리 있고 재능 넘치는 젊은 사람 수중에 얼마나 수사

적, 리듬의, 운율의 장점들이 있는지, 어떻게 이제 아리오스트와 타소, 셰익스피

어와 칼데론이, 독일화된 낯선 이들이 우리 무대에 2중 3중으로 올려지는지 조

감이 되는 사람은, 갖가지 장애 가운데서 누가 이 길을 맨 먼저 접어들었는지

문학사가 굴절 없이 발언해줄 것을 희망해도 좋으리라.

그런데 하머의 작업들도 대체로 오리엔트 걸작들의 비슷한 취급방식을 보여

주는데, 거기서는 특히 외적 형식에의 접근이 추천할 만하다. 우리의 친구(하머)

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피르두지의 번역 구절들은《보물광맥》에서 얼마간 읽을

수 있는 어느 번안자의 번역에 비해 얼마나 무한히 장점이 많은지 나타난다. 시

인을 이렇게 바꾸어 그리는 방식을 우리는, 부지런하고 여타의 일에서는 능력

있는 번역자가 저지르는 가장 슬픈 오류로 여긴다.

그러나 어느 문학에도 저 세 가지 시기가 되풀이되고, 돌아오고, 실로 그 세

가지 번역 방법이 동시에 행사되기 때문에, 지금은《샤 나메》와 니자미의 작품

들의 산문 번역 하나가 여전히 합당한 일인 것 같다. 이 번역은 신속하게 중심

이 되는 의미를 알려는 독서에 좋다. 우리는 역사적인 것, 우화적인 것, 윤리적

인 것을 대체로 즐거워함으로써 그들의 신념이며 사고방식과 점점 더 가까이

친숙해졌고, 마침내 그것과 완전히 형제같이 되었다.

우리 독일인들이《샤콘탈라》의 그런 번역에 주는 가장 확고한 갈채를 기억

하시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이룬 이 행운을 거의 확실히 저 일반적 산문 덕

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에서 세 번째 단계의 종류의 번

역 하나가 나올 시간인 것 같다. 원전의 다양한 사투리들에, 리듬상의 운율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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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문적인 발언방식에 상응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를 그 전체 고유함 가

운데서 새롭게 기뻐하게 하고 토착화하게 하는 번역 말이다. 그런데 이 영원한

작품의 필사본이 파리에 있으니, 그곳에 사는 독일인 하나가 우리 주변을 위해

그런 작업을 한다면 불멸의 공적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구름의 사신 메가두타》의 영어 번역자 역시 모든 영예를 받을 만하다. 그

런 작품을 처음 알게 되는 것은 항시,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한 시대를 만들

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번역은 사실은 두 번째 시기의 번역이다. 풀이하고

보충하면서, 이 번역은 5운보 약강격을 통해 북동유럽인들의 귀와 감각을 즐겁

게 한다. 반면 나는 우리의 코제가르텐 덕에 원어에서 곧바로 나온 몇 안 되는

구절을 알게 되었는데, 물론 아주 다른 열림을 준다. 나아가 이 영국인은 모티

프들의 변형Transposition을 감행했는데, 이건 숙련된 미학적 눈길은 곧바로 잡

아내는 것이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왜 우리가 세 번째 시기를 동시에 마지막 시기로도 일컫는지, 그것만

조금 설명하겠다. 원전과 동일시되기를 지향하는 번역은 마지막에는 행간번역에

접근하며 원전의 이해를 아주 쉽게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바탕의 텍스트에

로 인도되어 간다. 아니 심지어 떠밀려간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전체 원이 마

무리된다. 낯선 것과 토착적인 것, 기지의 것과 미지의 것이 서로에게 다가가서

마무리되는 원 말이다.149)

149) 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서 동 시집』, 397-4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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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HEGIRE」원문과 국역 3종, 영역 2종 전문

HEGIRE

Nord und West und Süd zersplittern,
Throne bersten, Reiche zittern,
Flüchte du, im reinen Osten
Patriarchenluft zu kosten,
Unter Lieben, Trinken, Singen,
Soll dich Chisers Quell verjüngen.

Dort, im Reinen und im Rechten,
Will ich menschlichen Geschlechten
In des Ursprungs Tiefe dringen,
Wo sie noch von Gott empfingen,
Himmelslehr'in Erdesprachen,
Und sich nicht den Kopf zerbrachen.

Wo sie Väter hoch verehrten,
Jeden fremden Dienst verwehrten;
Will mich freun der Jugendschranke:
Glaube wiet, eng der Gedanke,
Wie das Wort so wichtig dort war,
Weil es ein gesprochen Wort war.

Will mich unter Hirten mischen,
An Oasen mich erfrischen,
Wenn mit Caravanen wandle,
Schawl, Caffee und Moschus handle.
Jeden Pfad will ich betreten
Von der Wüste zu den Städten.

Bösen Felsweg auf und nieder
Trösten Hafis deine Leider,
Wenn der Führer mit Entzücken,
Von des Maulthiers hohem Rücken,
Singt, die Sterne zu erwecken,
Und die Räuber zu erschrecken.

Will in Bädern und in Schenken
Heil'ger Hafis dein gedenken,
Wenn den Schleyer Liebchen lüftet,
Schüttlend Ambralocken düftet.
Ja des Dichters Liebeflüstern
Mache selbst die Huris lüstern.

Wolltet ihr ihm dies beneiden,
Oder etwa gar verleiden;
Wisset nur, daß Dichterworte
Um des Paradieses Pforte
Immer leise klopfend schweben,
Sich erbittend ew'ges Leben.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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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역]

헤지레 헤지라

북녘도 서녘도 남녘도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 북과 서와 남이 갈라지고
옥좌들 무너지고 왕국들 부들부들 떨고 있다. 권좌들이 무너지고 제국들이 전율한다
달아나라, 순수한 동녘 땅으로 그대여 달아나게나, 순수한 동방에서
옛 족장들의 숨결 만끽하기 위해, 가부장의 대기를 맛보게나
사랑과 술과 노래 즐기며 사랑하고 마시고 노래하는 가운데
키저의 원천수로 젊어져야 하느니. 키저의 샘이 그대를 젊게 해 주리라.

그곳, 순수와 올곧음의 고장에서 그곳 순수하고 올바른 곳에서
나 인류의 원초적 심저(心底)에까지 파고들리라. 나는 인류 기원의
하늘의 가르침 지상의 언어로 심연 속으로 들어가리라
하늘님에게서 직접 받아들이고 아직 인간이 신으로부터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않던 사람들 지상의 언어로 하늘의 계시를 받고
아직 살아 있던 곳 괜한 일로 골머리를 썩이지 않았던 곳으로.

그곳에선 조상을 높이 경배하였고
조상들 높이 떠받쳐 모시고 그 어떤 다른 봉사도 거부하였다.
그 어느 낯선 것에도 복종하길 거부하던 사람들 나는 그러한 젊음의 제약도 기뻐하리라
아직 살고 있던 곳 믿음은 광대하고 사상은 협소한 것
나 그곳에서 젊음의 제한된 삶 즐기리 신께서 들려주신 말이었기에
믿음 넓고 지모(智謨)는 짧은, 그곳에선 말이 그렇듯 중요하였다.
그곳에선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었기에. 나, 목동들 틈에 섞여

오아시스에서 목을 축이리라
나 목자들 틈에 끼여 가리 대상들과 함께 떠돌며
가다가 오아시스에서 상쾌하게 물 마시리 숄이며 커피며 사향을 팔고
털목도리랑 커피랑 사향이랑 사고 팔며 사막에서 도시에 이르는
카라반과 함께 가리 모든 길을 걸어 보리라.
어떠한 외길이라도 따라 나서리
사막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사막으로.

험난한 바윗길 오르내릴 때 험한 바윗길을 오르내릴 때면
위안이어라 하피스여, 그대의 노래 하피스, 그대의 노래가 위안을 주리라
낙타 등에 높이 앉은 안내자 노새의 높다란 등 위에서
신나게 노래 부르면 선도자가 황홀하게
별들 잠에서 깨어나고 별들을 깨우고, 강도들을 쫓기 위해
도적들은 놀라 달아난다오. 그대의 노래를 부를 때면,

온천에서, 주막에서 온천에서 그리고 주막에서
하피스 성인이여, 나 그대를 생각하리라. 성스러운 하피스여, 그대를 생각하리라.
사랑스런 아가씬 너울 살짝 열어제치어 사랑스러운 이가 베일을 살짝들어 올려
살랑이는 머리카락 용연 향내 풍길 때면 말이요. 송진 향 나는 머리 냄새를 풍길 때면
천상의 선녀들마저 설레게 한다 하질 않소. 그대, 시인의 사랑의 속삭임은

후리들마저도 설레게 한다.

너희가 시인의 이런 능력 시샘하려 든다면, 그대들은 이런 그를 시샘하는가
또는 심지어 그를 괴롭히려 까지 한다면, 혹은 불쾌히 여기는가
한 가지만 알아 두라, 시인의 말은 그렇다면 이 시인의 노래가
언제나 나직이 파라다이스 영원한 삶을 간구하면서
문가 두드리며 떠돌고 있노라 천국의 문을 나직히 두드리며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면서.151) 떠돌고 있음을 알아 두게나.152)

150) Goethe, Johann Wolfgang, West-östlicher Divan, a. a. O., S. 12-13.

151) 요한 볼프강 폰 괴테,『서동시집』, 최두환 옮김, 도서출판 시와 진실, pp 9-11

(한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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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쥐르(헤지라) 헤지르

북北과 서西와 남南이 쪼개진다 북쪽, 서쪽, 남쪽이 산산조각 나고
왕좌들이 파열한다, 제국들이 흔들린다 왕좌들은 부서져 왕국마다 떨고 있으니
그대 피하라, 순수한 동방東方에서 달아나라 그대여, 순수한 동방에서
족장族長의 공기를 맛보러 가라 옛 족장들의 숨결을 맛보아라.
사랑과 술과 노래 가운데서 사랑과 술과 노래 더불어
히저의 샘이 그대를 젊어지게 하리. 키저의 샘물이 그대를 젊게 하리니.

거기, 순수함 가운데서 올바름 가운데서 그곳, 순수하고 정의로운 곳에서
나, 인간의 족속들의 나는 인류의 원천
심원한 근원으로 가겠노라 그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아직은 천상의 가르침을 그때만 해도 신으로부터
곧바로 신神에게서 지상의 언어로 받던 곳 하늘의 가르침 지상의 언어로 받아들이며
머리 아프지 않게 받던 그곳.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았다.

조상을 높이 기리며 조상을 높이 받들되
남을 섬기기는 거부하던 곳 이방인 섬김을 거부하던 곳.
거기서 나 젊음의 제약도 기뻐하리. 거기서는 젊음의 제약도 기쁘리라.
믿음은 넓고 생각은 좁은 것도. 믿음은 멀고, 생각은 좁아도
그곳에선 말이 그리 귀중했잖은가 거기선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아직은 말로 전한 말이었기에. 신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었으니.

양치기들 가운데 섞여 나 목동들 틈에 섞여
오아시스에서 원기를 찾겠노라 오아시스에서 목을 축이리라.
카라반과 함께 떠돌며 카라반을 따라 방랑하며
숄과 커피와 사향을 팔며 숄과 커피와 사향을 팔고
어느 오솔길이든 가겠노라 사막으로 도시로

모든 길 누비고 다니리라.
험한 바윗길 오르내릴 때
위안을 주는구나, 하피스여, 그대 노래 험한 바윗길 오르내리며
대장이 신명나게 하피스여, 그대의 노래가 위안이 된다.
노새의 높은 등에서 대장(隊長)이 나귀 등에 높이 앉아
노래 부를 때. 별들을 깨우려 그 황홀한 노래 불러 별들 잠 깨우고
도둑을 쫓으려 노래 부를 때 도적을 물리칠 때면.

목욕장에서 선술집에서 온천에서나 주막에서나
성 하피스여, 그대를 생각하겠노라 성스러운 하피스여, 나 그대를 기억하리라.
사랑이, 베일이 살짝 쳐들 때 면사포 살짝 쳐드는 아가씨의
암브라향 고수머리 흔들어 향기 풍길 때. 머리카락 향내 맡으며.
시인의 사랑의 속삭임은 정녕 시인의 사랑의 속삼임은
후리까지도 음탕하게 만들잖는가 후리들까지도 설게게 하리니

그대들 이런 시인이 부럽거든 이러한 시인을 시기하거나
부럽다 못해 괴롭거든 귀찮게 여기는 자는
알아나 두어라, 시인의 말은 알아야 한다, 시인의 말씀은
낙원의 문 주위를 천국의 문 앞을 서성이며
언제나 나직이 두드리며 감도는 것을, 나직이 문 두드려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간구하며.153) 영원한 생명 간청하고 있음을.154)

152) 요한 볼프강 폰 괴테,『서동시집』, 김용민 옮김, 민음사, 2007, pp 15-18(한역

2).

153) 요한 볼프강 폰 괴테,『괴테 서 동 시집』, 전영애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p 2-4(한

역 3).

154) 요한 볼프강 폰 괴테,『서동시집』, 안문영 외 역, 문학과 지성사, 2006, pp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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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Hejira HEGIRA

North and West and South up-breaking! North and west and south are breaking,
Thrones are shattering, Empires quaking; Thrones are shattered, empires shaking:
Fly thou to the untroubled East, Flee to the pure East, and there
There the patriarchs' air to taste! Taste its patriarchal air;
What with love and wine and song Love, wine, song are waiting for you,
Chiser's fount will make thee young. Khiser's fountain shall restore you.

There, 'mid things pure and just and true, In that right world, in that pure world,
The race of man I would pursue I'll dig deep into the sure world-
Back to the well-head primitive, Origins of humankind,
Where still from God did they receive And that simple lore I'll find
Heavenly lore in earthly speech, Which they learnt, unschooled, God-given,
Nor beat the brain to pass their reach. Dropped in earthly tongues from heaven.

Where ancestors were held in awe, Theirs were fathers high-respected;
Each alien worship banned by law; Alien thraldom they rejected.
In nonage-bounds I am gladly caught - Hail, glad early youth of man,
Broad faith be mine and narrow thought; Faith wide-flung, thought's narrow span!
As when the word held sway, and stirred In their words a power unbroken
Because it was a spoken word. Dwelt, for all their words were spoken.

Where shepherds haunt would I be seen, Herdsmen's company I'll keep
And rest me in oases green; In oases fresh and deep,
When with the caravan I fare, Travel with the caravans,
Shawl, coffee, must, my chapman's ware, Trade in musk through burning sands;
No pathway would I leave untraced All the coffee-trails I'll wander,
To the city from the waste. Deserts here to cities yonder.

And up and down the rough rock ways As we ride the steep and rocky
My comfort, Hafiz, be thy lays, Paths, great Häfiz, yours the lucky
When the guide enchantingly, Songs our leader sings, rejoicing
From his mule-back seat on high, On his high-backed mule, enticing
Sings, to rouse the stars, or scare All the stars from sleep, and scaring
The lurking robber in his lair. Robbers from our rich wayfaring.

In bath or inn my thought would be, In the baths and taverns too,
Holy Hafiz, still of thee; Häfiz, I'll remember you,
Or when the veil a sweetheart lifts When some sweetheart lifts her veil,
From amber locks in odorous drifts; Shakes her scented locks; the tale
Ay, whispered loves of poet fire Of our whispered love shall fashion
Even the Houris to desire! Even the Huris' hearts to passion.

Would you envy him for this, Who shall envy me such pleasure?
Or bring despite upon his bliss, Who would shorten its full measure?
Know that words of poets rise Let him note: in words upsoaring,
To the gate of Paradise, Softly knocking and imploring,
Hover round, knock light, implore Poets ever haunt heaven's portal,
Heavenly life for evermore.155) Seeking, finding life immortal.156)

155) Dowden, Edward, West-Eastern Divan : In Twelve Books. Johann Wolfgang von Goethe,
Edinburgh Colstons Limited Printers, 2010, pp1-2.

156) Luke, David, Johann Wolfgang Von Goethe: Selected Poetry, Penguin Books Ltd, 2005,
pp14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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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ethe’s translation theory and status of the ‘strange

things’ in the theory with a focus on

West-East D ivan

Oh, Shi Eun

Dept. of Comparative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general, translation means to transform text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language. Translation always brings about facing with a

stranger of an original text or a strange thing included in the original

text, and agony and choice by a translator are all about how to

transform these strange things into the translated language. In fact,

the debate between integrity and readability is much related with

consideration about the strange things in the original text, and they

have constituted an important status in the broad framework whether

they should be translated with a focus on the original text or a

translated language in the history of the translation theory.

This thesis examined the ‘strange things’, focused on the Goethe’s

translation theory and its reflection of ‘West-East Divan.’ The

Goethe’s theory notes the strange things and presents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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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in three phases according to the way to make a relation

with the ‘strange things.’ The first phase is to let readers know the

strange things by explaining the original text into the translated

language, for which prose translation is the perfect example. The

second phase is to bring the strange spirit and embody it adding

creative work. The third phase is to expedite understanding of the

original text through the strange things, drifting toward the original

text and completing a circular circle in approaching to the strange

and familiar things, which is a way to make literature more abundant

in the side of readers by leaving the strange things as they are. In

this phase where the strange things and mine co-exist, the two sides

mirror each other so that each side finds out the other side from

itself respectively. This interaction extends to the concept of

‘Weltliteratur.’ In this regard, Goethe’s Weltliteratur means to

understand and embrace the strange things in mutual exchange and

inspiration, through which each national literature influences and

reflects each other. This is the point where his point of view on

translation and Weltliteratur intersects.

His view of translation is supported in many ways, most of all,

‘West-East Divan’ which presents his translation theory, supports his

view by itself, reflecting the view on the whole. The view is also

presented in the Poems of West-East Divan. In the Notes and

Essays of West-East Divan,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ree

elements of ‘understanding’, ‘go’, and ‘translation’ is reflected in the

overall work, supporting his view of translation. In addition, his view

of translation is related with his view of the world showed in his

Theory of Colours, suggesting broader point of view. It is shown that

his view of translation was applied and reflected in his translation as

well as the creating method of his ballade. Therefore, his view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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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to the translation theory, but broadly and organically

connected to his view of the world and his creative activities.

Usefulness and application of his translation theory can be proven

through examples of practical translation, showing that the theory is

coming from implementation of translation, Also, his theory of

translation is meaningful as a perspective beyond the dichotomic

debate between literal and liberal translation. Integration with the

strange things is to be in harmony, not in conflict. Translation

leaving the strange things echoed down enables readers to approach

the original text, and we can look back ourselves through the strange

things.

Key words : Goethe’s Translation Theory, Strange, West-East D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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