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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으로서의 세계문학
― 세계문학과 번역의 위치*

1)김용규**

| 국문초록 |
이 글은 ‘번역’의 관점에서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번역은 해당 작품이 그 특수성이나 지역성을 뛰어넘어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
인 수준에 도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세계문학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
이다. 괴테와 맑스가 말한 세계문학론 역시 문학의 국제적 유통과 문화 간 번역이 전제
되지 않는다면 등장하기 어려웠다. 번역으로서의 세계문학을 탐구하는 것은 ‘문학’이
어떻게 ‘세계’를 이동하는가, 문학이 자신의 원천문화를 떠나 목표문화로 나아가는 번
역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를 겪는가, 이런 횡단과 이동이 목표문화에 어떻게 이식, 굴절,
변형되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말하는 ‘번역’은 텍스트 내의 언어적
번역뿐만 아니라 이념들 간의 문화번역까지 염두에 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진보, 계몽, 근대성과 같은 사상이나 이념이 목표문화 속에 수용
되어 야기되는 굴절, 혼종, 변형의 과정 역시 번역 개념에 포함된다. 이런 시각을 가질
때, 번역의 등가성이나 투명성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번역과정의 물질성에 주목하게 된
다. 번역은 중심과 주변의 불균등성과 비대칭성을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이며 세계문
학의 중요한 작동을 드러내는 핵심 기제이다. 번역으로서의 세계문학은 번역의 위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세계문학 공간의 불균등성과 불평등성을 문학의 세계구성을 통해 번
역하는 한편 그 번역을 통해 세계문학 공간의 불평등을 정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세계문학, 번역가능성, 번역불가능성, 탈로컬화, 재로컬화, 소수화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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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세계문학과 번역가능성
세계문학과 번역의 위치, 그리고 번역불가능성
나가며

1. 들어가며
오늘날 문학의 위기 속에서 세계문학의 담론이 유행하고 있다. 전 지
구적인 변화들은 국민국가의 경계 내에서 중심적 위상을 차지하던 근대
문학을 위축시키면서 동시에 문학시장의 세계화와 문학의 위치를 새롭
게 재편하고 있다. 그 결과 근대문학의 영향력은 줄고 있는 데 반해 세계
문학은 유행하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세계
문학을 둘러싼 논의들이 문학이론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문학의 자본화와 상품화는 유례없이 진행되고 있다. 출
판 및 유통 시장이 세계화하면서 ‘세계적’ 작가들의 책을 판촉 및 홍보하
거나 주변부 출신의 문제적 작가들을 발굴하는 세계문학의 시장이 급성
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출판사 중에 빅 식스에 해당하는 랜덤하우
스와 펭귄 출판사가 2013년 합병하여 펭귄랜덤하우스가 탄생했는데1)
이런 세계적 출판사들은 문학 시장을 새로운 방식으로 주도해가고 있다.
이들은 책의 생산이나 작가의 발굴과 같은 전통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책의 세계적 소비와 판촉, 세계적 작가의 탄생, 세계적 차원의 독자층 확
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기획함으로써 세계문학의 생산과 확산을
직접 담당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다.
서구 대학에서도 세계문학론은 그동안 분과학문으로 흩어져 있던 다
1) 장은수, 출판의 미래, 서울: 오르트, 2016,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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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문학이론과 문학방법론을 결합하고 소통시키는 하나의 문학장 내
지 플랫폼(platform)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내부에는 세계문학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경쟁하고 있다. 이
론적 스펙트럼만 보더라도 방대한 자료를 다루는 빅데이터 처리방식에
의존한 정량적 문학연구에서 세계문학의 기획과 이념에 전념하는 규범
적인 문학연구에 이르기까지, 문학의 국제적 관계와 체계에 초점을 둔 기
술적 문학연구에서 지구화에 맞서는 문학의 세계형성을 강조하는 비판
적 문학연구에 이르기까지, 인문주의에 초점을 둔 정통적 문학연구에서
맑스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를 포함한 진보적 문학연구에 이르기까지 매
우 다양하다. 이 다양한 시각들과 방법들이 세계문학을 둘러싼 문학장 내
에서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세계문학론은 문학이
론이나 문화적 시각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위치에 있는 문학연구자들
이 자신의 문제의식을 갖고 개입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되고 있다.
이 글은 ‘번역’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세계문학론의 다양한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서 세계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한다. 번역은 세계문학론에서 핵심적 문제이다. 번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계문학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번역은 문학작품이 그 특수성이나
지역성을 뛰어넘어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과
정이라는 점에서 문학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세계문학에 결정적인 문제
이다. 괴테와 맑스가 말한 세계문학론 역시 문학의 국제적 교류와 문화
간 번역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논의될 수 없었다. 번역으로서의 세계문학
을 탐구하는 것은 ‘문학’이 어떻게 ‘세계’를 이동해가는가, 문학이 자신
의 원천문화를 떠나 목표문화로 나아가는, 즉 탈로컬화(delocalization)와
재로컬화(relocalization)의 과정 속에 어떤 문화적 변화를 겪는가, 즉 이
런 문화횡단과 이동이 목표문화 내에서 어떻게 이식, 굴절, 변형되는가
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번역’은 텍스트 내의 언어적 번역뿐
만 아니라 이념들 간의 문화번역까지 포괄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
번역으로서의 세계문학

191

가 있다. 과정으로서의 번역은 구체적 텍스트나 작품의 번역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천문화를 넘어 목표문화 내에서 생산하는 문화현상들까지 포
함하는 것이다. 후자에는 개념의 번역, 가령, 민주주의, 진보, 계몽, 근대
성과 같은 사상이나 이념이 목표문화 속에 수용되어 발생하는 굴절, 혼
종, 변형의 과정 또한 포함된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번역의 등가성이나
투명성을 극복하고 번역과정의 실천적 과정에 주목하게 되고, 번역의 지
정학, 즉 문화 간 번역의 불균등성과 불가능성, 특히 중심부와 주변부 간
의 문화 위치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번역의 특이성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번역 논의는 세계문학의 이론들을 더욱 풍성히 해줄 수 있다.
기존 민족문학에서 번역은 항상 원작에 비해 폄훼되거나 원작의 복제품
으로 평가되어온 경향이 있다. 세계문학론은 이런 경향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일부 세계적 작가들이 여러 국가들에서 자신의 작품을 동
시에 출간하는 것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번역을 창조와 모방, 원작과 복
제, 이념과 시뮬라크르 간의 위계질서로 바라보는 것은 타당성을 잃고 있
다. 오히려 번역은 그런 위계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창조적 실천으로 인
식되기 시작한다. 국가 간, 지역 간 문화의 번역은 문학작품의 유통을 증
가시키고 새로운 독자들을 창출하고 작품의 의미를 미지의 영역까지 확
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이 원작이 사후적 삶(afterlife)을 갖게 되는 것은 번역 때문이라 말한 것처
럼2) 번역은 원작의 의미를 풍부히 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번역 자체
가 작품의 내적 장치나 계기가 되고 있다. 일부 세계적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번역될 것을 미리 감안하여 작품의 주제와 형식, 언어를 선택하기
도 한다. 세계문학은 번역을 텍스트의 외적 요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텍
스트 내의 핵심 장치로 인식하는 차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2) Walter Benjamin, “The Task of Translator”, 최성만 옮김, 번역가의 과제 , 언어 일
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번역자의 과제 외, 서울: 길, 2008,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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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시각은 기존 세계문학론에서 제기되는 번역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도 중요한 성찰을 제공해준다. 그동안 영미권의 세계문학론
의 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세계문학 경향이 우세했다. 하나가 문학이 ‘세
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이동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다른 하
나는 문학이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자는 초
국적 문학장 혹은 세계체제 내에서 문학이 어떻게 세계문학이 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면, 후자는 문학이 어떤 세계형성을 추구하는가를 통해 세
계문학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에릭 헤이엇(Eric Hayot)은 전지구
화와 세계문학의 관계를 통해 이 두 가지 흐름을 구분했는데, 전자가 지
구화의 시대에 세계문학을 사유하는 방식(thinking world literature in an
age of globalization)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세계문학의 시대에 지구화를
사고하는 방식(thinking globalization in an age of world literature)이라
고 할 수 있다.3) 이것은 세계문학을 중심에 두고 세계(지구화)를 전제 혹
은 배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성적 효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전자가 문학의 국제적 ‘체계’ 속에서 세계문학의 특징들을 추출하
고 설명하고자 한다면, 후자는 지구화에 맞선 문학의 세계구성을 통해
세계문학을 정의하려고 한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전자는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나 파스칼
카자노바(Pascale Casanova)와 같은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현존
문학연구의 민족중심적 시각을 비판하고 문학의 초국적 장과 세계체제
를 전제하면서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중심부와 주변부 문학 간의 경쟁 및
타협의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카자노바가 세계문학의 장(세계문학공
화국)을 전제하고 주변부 작가들이 그 인정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통과하
여 세계문학의 반열에 진입하는가에 주목한다면, 모레티는 ‘불균등하지
3) Eric Hayot, “World Literature and Globalization”, Theo D’haen, David Damrosch,
and Djeral Kadir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World Literature,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2,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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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나인’ 세계체제 속에서 중심부의 문학 형식이 주변부의 문학적 제재
에 간섭하고 그것과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문학의 경향을 설명하고
자 했다. 문학을 둘러싼 초국적 장과 세계체제의 작동방식을 설명하는 데
차이를 보이지만 두 사람 모두 단일한 세계체제 내의 중심과 주변의 불균
등성이나 초국적 문학장의 상대적 자율성을 통해 세계문학을 설명하려
고 한다는 점에서 세계문학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입장은 이들의 입장을 (지구화든 세계체제든) 세계가
세계문학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식의 경제결정론이라 비판하면서 문학이
구성하는 세계성 혹은 세계형성을 통해 세계문학을 정의하고자 한다. 주
로 드제랄 카디르(Djelal Kadir), 에릭 헤이엇(Eric Hayot), 펭 치아(Pheng
Chea),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과 같은 이론가들이 주로 이 입
장을 취한다. 이들은 지구화의 영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문학은 지구화
와는 다른 차원의 세계구성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문
학의 세계형성을 통해 지구화를 우리 시대의 절대적 지평이 아니라 다양
한 세계화의 한 방식임을 역설한다. 이들은 그 내부에 이론적 정치적 인
식의 차이를 갖고 있지만 세계화(mondialization), 세계구성(worldling or
world-forming), 우주창조론(cosmology), 행성성(planetarity) 등의 다양
한 세계 개념을 통해 지구화를 상대화하면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한다.
주로 세계체제나 세계문학공화국과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 세계문학의
체계와 작동을 멀리서 읽고자 하는(distant reading) 전자와 달리 후자는
작품 내부의 세계성에 주목하는 미시적 시각을 통해 지구화에 대항하는
세계문학의 세계 내적 존재성을 가까이 읽고자 한다(close reading). 현재
두 입장은 서로 비판적이고 갈등적이며 대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후자가 볼 때, 전자가 지나치게 경제결정론적이고 거시적이며 텍스트 내
의 세계성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면, 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후자는 세
계체제의 불균등 발전과 문학장의 상대적 자율성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다
시 텍스트로 회귀하고자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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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으로서의 세계문학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입장들의 장점을
비판적이고 실용적으로 읽어내는 데 유용하다. 우리는 중심부든 주변부
든 번역이 위치한 문화적 지정학적 위치, 즉 번역의 위치(location of
translation)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번역의 위치를 괄호 칠 경우 번역은 자
유로운 이동의 문제로 간주되기 쉽다. 특히 그런 시각은 번역을 일방적이
든 쌍방향적이든 번역의 위치로 인한 아포리아와 딜레마를 간과한 채 문
화의 경계를 쉽게 뛰어넘는 유통의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번역과
정을 단순화하는 것이며 번역의 가능성을 예찬하는 것이다. 보다 많은 독
자들에게 다가간다는 미명 하에 그런 시각은 탈로컬화(delocalization)를
통해 문화의 위치를 지워버림으로써 보다 은밀한 방식으로 기존의 서구
적 보편주의를 강화할 수도 있다. 전지구화가 초래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감안할 때 번역을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유통의 시각으로만 이해하
기는 어렵다. 오히려 번역의 위치는 그러한 유통의 원활한 작용을 중지시
키는 장애나 실패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번역의 위치는 번역불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문학이 세계를 횡단하고 번역하는 과정은 투명하거나
순탄한 과정이 아니라 불균등하고 불투명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
로 번역은 중심과 주변의 불균등성과 비대칭성을 전제로 한 위치의 문제
이며 세계문학의 불평등성을 드러내는 핵심 기제이기도 하다. 여기서 번
역으로서의 세계문학은 바벨 이전의 순수하고 보편적이며 단일한 이념
을 지향하는 세계문학이 아니라 바벨 이후 이질적이고 불투명한 번역들
이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세계문학을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앞의 두 세계문학의 두 경향으로 돌아가보면, 번역의 위치는 세
계문학의 체계론적 시각을 갖고 있는 입장이 주장하는 중심과 주변의 불
균등성과 비대칭성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그런 관계 속에서

4) 존재론적 세계문학에 대해서는 김용규, 존재로서의 세계문학 , 비평과 이론 제43
집, 한국비평이론학회,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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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화에 맞선 세계성을 상상하는 후자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수밖에
없다.5) 번역으로서 세계문학의 위치는 세계성 속의 문학/문학 속의 세계
성을 이중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번역하는 세계문학론을 구
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문학의 자율적 세계구성을 바탕으로
세계문학 공간 내 중심부의 일방향적 간섭 및 영향에 맞서고, 반대로 불
균등한 세계문학의 공간에 대한 복합적 인식을 통해 문학의 세계구성이
갖는 자율성의 조건들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간 횡단과 교섭의 과정 속에 존재하는 번역의 위치를 항상 전제해
야 한다.

2. 세계문학과 번역가능성
번역은 세계문학의 출현에 핵심적이다. 세계문학의 장이 민족문학들
과 별개로, 그리고 그 ‘위’에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문화들 간의, 이념들
간의, 작품들 간의 번역이 없다면 세계문학은 존립할 수 없다. 번역은 타
문화의 소개와 수용을 넘어 타문화와의 대화를 통해 타인의 경험을 자기
화하고 자신의 경험을 타자화하는 문화적 보편화의 핵심 과정이다. 괴테
가 1827년 1월 31일 에커만(Eckemann)과의 대화에서 “세계문학의 시대
5) 전자의 입장이 세계문학의 중심적 장을 파리에 두거나 세계체제 내의 불균등발전을
일방향적으로 해석하는 한계를 드러내긴 하지만 세계문학 공간의 불균평등하고 비대
칭적 작동을 사고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성찰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사실 전자의
입장에 비해 후자의 비판은 상당히 다양한 이론적 스펙트럼에서 나오다보니 일관성
이 부족하고 체계적 시각을 결여한 경향이 있다. 전자를 세계문학을 경제체계가 결정
한다는 식의 경제결정론이라 매도하는 후자의 일부 입장은 수긍하기 곤란한 점이 많
으며, 문학 외부의 세계성을 비판하면서 문학 내부의 세계구성의 역할에 지나치게 매
달리다보니 세계문학이 갖는 시대적 기획을 놓치고 ‘모든 문학은 세계성을 다루기’
때문에 세계문학이라는 식의 논리로 귀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기와 달리 두 입장 간
에는 서로 보완할 만한 점이 많다. 김용규, 존재로서의 세계문학 , 3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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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전에 와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6)고 말했을 때 그는 중국 작가의 번역작품을 읽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작품이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서 활발히 번역되고 있던 현실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번역이 한 민족의 문화 자산을 인류의 보편적 자
산으로 승격시키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맑스가 공산당 선
언(The Communist Manifesto)에서 “수많은 민족적 지역적 문학들로부
터 세계문학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지역적 민족적 고립
과 자급자족 대신에 모든 방면에서의 상호교류, 민족들 간의 보편적 상
호의존”7)을 세계문학 출현의 전제로 이해했다. 두 사람에게 문화교류와
번역은 세계문학의 출현을 위한 전제에 다름 아니었다.
오늘날 세계문학의 논의에도 번역의 의미와 역할은 지대하다. 근대 민
족문학연구는 번역의 역할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것은 자신
보다 발전된 외래문화의 번역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도 번역 자체를
열등감의 표현으로 간주해 번역을 억압하고 은폐하려고 했다. 민족문학
사의 일관된 구성을 추구하는 근대문학연구의 입장에서 외래문화에 대
한 의존을 함축하는 번역의 기능은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었다. 이 과정
에서 원본과 모방, 창작과 번역의 위계구조가 확립된다. 플라톤의 국가
에서처럼 번역은 원본의 아우라를 모방하는 시뮬라크르(simulacra)의 신
세에 놓이게 된다.8) 이런 입장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세계문학론은
무엇보다 그와 같은 번역의 위계구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번역을 통해
다른 문학장이나 세계문학의 장으로 진입한 텍스트가 원본이냐 번역본
6) J. W. von Goethe, “Conversation on World Literature”, David Damrosch, Natalie,
Mboniseni Buthlezi eds., The Princeton Sourcebook in Comparative Liter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23.
7) Karl Mart & Friedrich Engles, The Communist Manifesto, New York: Penguin, 2002,
pp.223~224.
8) 김용규, 시뮬라르크로서의 번역과 근대 번역문학 연구 , 김용규 이상현 서민정 편,
번역과 횡단, 서울, 현암사: 2017,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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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냐 하는 논쟁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목표문화의 독자들에게
번역본은 원본이나 진배없기 때문이다. 가령 한강의 채식주의자나
소년이 온다를 읽은 원천문화의 독자가 갖는 경험이 The Vegetarian이
나 Human Acts라는 영역본을 읽은 목표문화의 독자들이 갖는 경험보다
더 진정한 것인가? 원천문화의 독자는 목표문화의 독자가 잘못 읽었다고
판단할 자격을 갖고 있는가? 오히려 두 번, 세 번의 독서들을 통해 텍스
트의 의미는 더욱 확장되고 풍부해지는 것은 아닌가? 세계문학의 일부
논자들은 텍스트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번역이라고
주장한다. 벤야민은 번역가의 과제 (The Task of the Translator)에서 번
역이 원작의 의미를 살려주고 풍부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는 원작과
번역 사이에 순수언어(pure language)를 상정함으로써 순수언어를 구현
한다는 점에서 원작과 번역이 대등한 수준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특히
원작에는 번역가능성이 이미 내재하고 있으며 번역 때문에 원작의 사후
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원작 역시 순수언어의 한 파편으로 순수언어
의 완전한 표현이 될 수 없듯이, 번역 역시 원작과 마찬가지로 순수언어
를 표현한다는 벤야민의 주장은 번역을 원작과 비슷한 지위로 격상시키
고 번역을 통해 원작의 의미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받
아들일 수 있다.9)
일찍이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펼친 세계문학론자로는 데이비드 댐로쉬
(David Damrosch)를 들 수 있다. 댐로쉬는 세계문학이란 무엇인가?
(What is World Literature?)에서 세계문학을 세 가지 특징으로 정의한다.
그에 의하면 첫째 세계문학은 민족문학들의 타원형적 굴절(elliptical
refraction)이고, 둘째 세계문학은 번역을 통해 풍부해지는 글쓰기(writing
that gains in translation)이며, 셋째 세계문학은 정전 텍스트의 집합이 아
니라 독서 양식, 즉 우리 자신의 장소와 시간을 넘어선 세계에 대해 일정
9) Walter Benjamin, 번역가의 과제 , 122~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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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리를 두고 대응하는 읽기 형식(form of detached engagement)이
다.10) 우선 댐로쉬는 세계문학이 하나 이상의 문화들 간의 타협의 공간임
을 강조하고 하나의 작품이 세계문학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다른 문화
의 공간 속으로 이동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과정을 민족
문학들의 타원형적 굴절이라 부른다. 그에 따르면 타원형에는 두 개의 초
점이 있고 하나의 작품이 하나의 초점에서 다른 초점으로 이동할 때 필연
적으로 굴절될 수밖에 없고 이런 굴절이 세계문학의 주요 조건이 된다. 그
는 “하나의 작품이 세계문학 속으로 진입할 때도 민족적 기원의 표시들을
계속 간직하지만, 그럼에도 이들 흔적들은 점차적으로 분산되고, 하나의
작품이 원천문화로부터 더 멀리 옮겨감에 따라 더 첨예하게 굴절된다”11)
라고 주장한다. 댐로쉬는 다음과 같이 굴절의 이중적 의미를 설명한다.
세계문학은 그것이 한 작품의 원천문화에 관한 것인 만큼 항상 목
표문화의 가치와 필요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것은 이중적
굴절이다. 이는 타원형이라는 비유를 통해 제대로 기술될 수 있는데,
원천문화와 목표문화는 타원형적 공간을 생성하는 두 개의 초점을
제공한다. 이 공간 속에서 한 작품은 두 문화에 연결되면서 어느 한
문화에 의해 제약받지 않으며 세계문학으로 살아가게 된다.12)

댐로쉬는 이런 타원형이 다양한 시간과 장소를 통해 다른 타원형들과
중첩적으로 확장해간다고 말한다. 이런 굴절의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것
이 바로 번역의 역할이자 기능이다. 이것이 댐로쉬가 말하는 세계문학의
두 번째 특징이다. 그는 세계문학연구가 번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
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문학어의 경우 번역을 통해 의미가 “증
10) David Damrosch, What is World Litera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p.281.
11) Ibid., p.283.
12) Ibid.,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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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거나 손실되는”(either gains or loses) 언어임을 강조하면서 그 증가
와 손실의 “대차대조표가 민족문학 대 세계문학의 독특한 특징”을 설명
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문학이 번역을 통해 의미의 손실이
일어날 경우 민족문학이나 지역문학에 머무는 데 반해, 작품이 번역될 때
의미의 손실보다 증가가 일어나면 세계문학이 된다. 여기서 작품이 그 범
위를 확장함에 따라 문체의 손실은 깊이의 확장을 통해 상쇄된다.”13) 그
는 “탁월한 번역에서 [작품 이동의] 결과는 순수한 기원적 비전의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와 텍스트 간의 자연스런 창조적 상호작용의 고양
(heightening)이다”14)라고 주장한다. 번역을 통해 한 문화권의 작품이 다
른 문화권의 독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고 수용되며, 그 결과로서 작
품의 의미가 더욱 풍부해진다는 것은 번역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중요한
인식이다. 이는 번역의 의미가 평가절하되었던 기존 문학연구에서와 달
리 세계문학에서 번역이 갖는 가치를 잘 부각시킨 것이다.
댐로쉬는 세계문학의 세 번째 특징으로 읽기의 독특한 양식을 제안한
다. 그는 세계문학이 정전 작품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장
소와 시간을 넘어선 세계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응하는 읽기의
양식임을 강조한다. 하나 이상의 문화들에서 번역된 작품들을 다루는 세
계문학은 역사적 선형성과 단일한 일관성을 추구하는 민족문학의 역사
구성 방식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르면 세계문학의 장은 다양한
번역된 작품들의 “병치와 결합의 가능성들로 구성된 유동적이고 다양한
집합”에 의해 규정된 문학장, 즉 “사방에서 교류가 발생하는”15) 장이다.
이런 장에서는 문학을 읽는 방식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 댐로쉬에 따르
면 한 문화에 푹 젖어 거의 네이티브 수준의 언어문화적 능력을 갖고 텍
스트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민족문학의 방식과 달리 세계문학을 읽는
13) Ibid., p.289.
14) Ibid., p.292.
15) Ibid.,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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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작품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읽
기를 필요로 한다. 즉 세계문학에서 작품은 “원천문화의 중심에서가 아
니라 아주 다양한 문화들과 시대들로부터 온 작품들 사이에서 생성된 힘
의 장”에 위치하기 때문에 민족문학의 직접적 읽기와 달리 거리를 둔 초
연한 읽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개 이상의 초점을 가진 타원형적 굴절, 의미가 풍부해지는 번역, 하
나의 장소와 시간을 초월한 세계에 대해 나름 초연한 대응의 읽기 양식
을 주장하는 댐로쉬의 세계문학론은 기존의 체계적 세계문학이나 존재
론적 세계문학과 달리 번역과 유통(독서)의 시각에서 세계문학을 정의하
는 독창적 방식을 제안한다. 세계문학의 이념이나 기획에 얽매이지 않으
면서 세계문학의 메커니즘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하지만 번역과 유통(독서)에 대한 강조는 댐로쉬가 원
용하는 벤야민이 말하는 번역의 사후적 삶에 대한 이해와도 다를 뿐 아
니라 세계문학에 대한 논의들을 단순화하는 측면 또한 없지 않다. 그것
은 중심부와 주변부 간의 세계문학의 불균등 발전이나 오늘날 지구화하
는 현실에 맞선 세계형성을 상상하는 세계문학의 중요한 이슈들을 피해
가버린다. 번역론의 입장에서도 번역을 통해 작품이 하나의 장을 넘어
다양한 해석과 수용을 경험하고 그 의미가 풍부해진다는 주장 이상을 제
시하지 못함으로써 번역의 풍부한 의미를 유통과 읽기로 축소한다는 비
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번역을 유통과 읽기의 차원에서만 설명하는
것은 번역의 위치와 그로 인한 권력관계나 정치학을 다루기 어렵게 한다.
세계문학의 번역은 의미의 증가와 풍부화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 손실로서의 번역이 민족문학연구에 해당되는 반면, 증가로서
의 번역이 세계문학연구의 특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가?
특히 댐로쉬가 번역과 읽기의 관점에서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을 구분하
는 것은 민족문학이나 세계문학에 대한 논의를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민
족문학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번역 문제, 즉 서구적 근대성의 이념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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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 지역적 차원에서 번역하고 전유하는 문제는 지역적인가 민족적인
가 세계적인가?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자본의 침식이나 지구
를 위협하는 환경생태 문제와 같이 오늘날 민족문학 및 지역문학에서 다
루어야 할 첨예한 이슈들에 대응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지역적임과 동시
에 세계적이지 않은가? 지역문학이 세계문학으로 진입하기 위해 번역의
위치를 지우고 의미와 문체의 탈로컬화를 거치는 것을 ‘의미의 풍부화’
로만 해석할 수 있는가? 동일한 작품을 두고 유통과 번역의 시각만으로
어느 작품은 민족문학이고 어느 작품은 세계문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
족문학과 세계문학 간의 대화를 괄호쳐버리는 것이다. 민족문학이나 지
역문학이 자신의 번역 위치에서 전지구화와 같은 세계적 이슈들을 번역
하고 거슬러 읽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 또한 세계문학의 중요한 과제이다.
예를 들어, 치아누 아체베(Chianu Achebe)의 문학들이 세계적이고 세계
문학적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서구의 문학장에 번역 및 유통됨으로써
많은 새로운 독자들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문학이 다룬 지역
적 주제들이 이미 세계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
다(Things Fall Apart)에서처럼 서구 제국주의의 억압 하의 아프리카 민
중들이 제국주의적 폭력과 식민지 문명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지역 전통
을 지켜내면서 동시에 그 전통적 악습을 서구적 근대성의 수용을 통해
극복해갈 수밖에 없는 착잡한 과정을 고심하는 아체베의 문학은 지역적
이고 민족적이고 세계적이기도 하다. 나아가 포스트 독립 시대에 민족
주의와 그 대의가 변질되면서 소수의 엘리트들과 정치가들에 의해 독재
국가로 변질해버린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세 친구의 다른 운명을 다룬
아바나의 개미언덕(Anthills of the Savannah)은 파농이 말한 민족주의
의 함정처럼 대부분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은 포스트 독립 시
대의 지역적, 민족적 실패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점에서 서구적이지는 않
을지언정 이미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서
구적인 것과 동일시할 경우, 세계문학의 논리는 극히 협소해지고 서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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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의를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댐로쉬의 세계문학은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에서 세계문학의 특징들을
정의하면서 세계문학의 논의에서 이념적 정치적 갈등의 문제를 피해가
고 있다. 특히 그는 의미의 풍부화라는 관점에서 번역 문제를 제기함으
로써 번역 위치에 따른 정치적 차이, 특히 번역의 불가능성의 문제를 배
제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현재 미국 학계에서 강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
는 포스트식민주의의 비판을 우회해 세계문학을 정의하려는 의도로 보
인다. 이런 점은 기존 세계문학이 갖는 근대지향적이고 근대기획적 성향
을 피해감으로써 세계문학의 논의를 공간적으로 시기적으로 크게 확장
시켜놓는다. 이를 바탕으로 댐로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문학 선
집을 주도하는 한편 특히 위기에 처한 비교문학을 세계문학으로 재편하
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론가이다. 하지만 유통과 읽기를 강조하
는 그의 세계문학론에서 번역의 핵심적 역할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번역 위치의 문제는 제기되지 못한다. 그 결과 번역의 위치와 관련된 중
심과 주변 간의 불평등하고 불균등한 관계, 지역문학과 세계문학 간의
대화, 지구화에 맞선 세계문학의 대응 같은 오늘날의 중요한 쟁점들을
회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문학 논의에서 번역 문제에 관해 댐로쉬의 주장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댐로쉬가 번역을 유통과 읽
기의 시각에서 주로 제기한다면, 번역이 이미 세계문학의 창작 내의 결
정적 계기로 내재해 있거나 번역을 위한 문학 창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들도 있다. 레베카 월코위츠(Rebecca L. Walkowitz)는 오
늘날 많은 작품들이 하나의 언어에서 출발하지 않고 여러 언어로 거의
동시에 발표됨으로써 애초에 세계문학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오늘날 책들이 크고 작은 다양한 민족문학의 시장들로
신속하게 퍼져나감으로써 문학의 번역과 유통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
으며, 그 결과로서 동시대 소설들이 새로운 시장에 엄청난 속도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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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enter)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그녀는 ‘입장’이 “작품들이 동일한
언어의 다양한 판본들이나 다양한 언어의 다양한 판본으로 출간”16)될
수 있음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소설들을 월코위츠는 ‘태생적 번역
문학’(born translated)이라 부른다. 태생적 번역문학은 단순히 사후적으
로 번역되는 문학이 아니라 처음부터 번역을 염두에 두거나 번역되기 위
해 쓰여진 문학을 의미한다. 그녀에 의하면 “태생적 번역문학은 컴퓨터
상에서 혹은 컴퓨터용으로 제작되는 태생적 디지털 문학(born-digital
literature)처럼 번역을 사후고려(afterthought)로서보다는 매체(medium)
와 기원(origin)으로 접근한다.”17) 이 말은 번역이 작품의 이차적이거나
부차적인 계기가 아니라 작품 창작의 매체이자 일차적 기원임을 강조하
는 것이다. 월코위츠가 번역에 제기하는 질문은 댐로쉬가 말하는 유통과
순환의 차원을 넘어 “번역이 동시대 소설의 서사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는
가”18)하는 것이다.
태생적 번역 소설에서 번역은 주제적, 구조적, 개념적 장치, 그리고
간혹 인쇄술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들 작품들은 번역되기를 바라며
번역을 위해 쓰여(written for translation)질 뿐만 아니라 사실상 (

)

16) Rebecca L. Walkowitz, Born Translated: The Contemporary Novel in an Age of
World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p.2. 월코비츠는 그
사례로 쿳시(J. M. Coetzee)의 소설 예수의 어린시절(Childhood of Jesus)을 언급
하면서 이 소설이 두 가지 점에서 놀랍다고 말한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소설이 해리
포터보다 더 신속하게 번역되었고,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쿳시가 주로 영어로 작품을 썼지만 이 작품의 최초 출간 언어가 네덜
란드어였다는 점에서 놀랍고, 두 번째로 문학의 글로벌적 수요가 번역을 추동하는
중요한 힘이긴 하지만 쿳시의 언어가 상업적 차원 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이
미 여러 언어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는 것이다. 쿳시는 네덜란드어와 밀
접히 관련되어있는 남아프리카의 공용어인 아프리칸스어(Afrikaans)를 말하며 성장
했고 네덜란드 시와 산문을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작품이 번역
될 때 네덜란드어 번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Rebecca L. Walkowitz,
Born Translated: The Contemporary Novel in an Age of World Literature, pp.3~5.
17) Ibid., pp.3~4.
18) Ibid.,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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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으로 쓰여진다(written as translations). 때로 이 작품들은 허위적
이거나 허구적인 판본, 즉 실제 존재하지 않는 (어떤 다른 언어로 된)
원텍스트의 (영어로 된) 후속판인 듯 보인다. 또한 이 작품들은 아주
자주 번역으로부터(written from transaltion) 쓰여지기도 한다. 이 작
품들은 (

) 번역을 문학적 혁신을 위한 박차로 제시한다.19)

월코위츠에 따르면 “번역은 문학사의 맨 뒤 차장 차(caboose)가 아니
라 엔진이다.”20) 번역은 문학작품이 창작된 뒤 일어나는 사후 활동이 아
니라 이미 문학 창작 속에 내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창작을 추동하
는 내적 동력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댐로쉬와 월코위츠의 주장이
갖는 차이를 엿볼 수 있다. 댐로쉬의 번역이 문학작품의 사후성에 위치
한다면, 월코위츠의 번역은 문학창작과 생산 속에 있는 동력이며 실제
원본과 번역본의 경계가 사라짐으로써 원본과 번역본 모두 번역으로서
만 사유될 수 있다. 그것은 “언어를 특정 지역과 결부짓기를 거부함으로
써” 이들 작품들은 “한 장소 이상을 점하고, 하나의 언어 이상으로 생산
되며, 나아가 다양한 독자들을 동시에 상대”함으로써 “번역을 그 형식 속
에 이미 구축해두고 있다.”21) 이와 같은 태생적 번역문학은 단일한 언어
와 장소와 독자에 기반을 둔 민족문학과 달리 하나의 장소를 초월해 여
러 개의 언어들 사이를 이동하며 전 세계의 독자들을 상대로 한다. 월코
위츠에 의하면 태생적 번역문학이야말로 오늘날 세계문학의 전형이다.
일단 문학작품들이 몇 개의 언어, 몇 개의 장소에서 시작하면 그것
은 더 이상 민족적 재현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많은 태생적 번역소
설들의 출발을 알리는 것은 기원적 언어를 차단하고 다양한 스케일
의 지리에 의지하며 그 출생지를 집단성과 분리하는 것이다. 새로운
19) Ibid., p.4.
20) Ibid., p.5.
21) Ibid., p.6.

번역으로서의 세계문학

205

대상들은 세계문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상 또한 바꾼다. 세계문학
이 다양한 민족문학들을 담을 수 있는 용기와 비슷할 때 그것은 독립
적 지리, 셀 수 있는 언어, 개별 천재, 지정된 독자, 그리고 소유적 집
단주의의 원리와 같이 원천(source)을 특권화한다. 하지만 세계문학
이 새롭게 출현하는 일련의 문학들, 즉 하나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과 비슷하다면, 그것은 목표(target), 즉 문학사를 가로지르는 수
렴과 분기의 분석을 특권화한다. (

) 문학연구는 한 때 이차적이거

나 외적인 것으로 보이는 활동들(독서뿐만 아니라 번역)을 생산의 원
천으로 삼아야 한다.22)

월코위츠는 댐로쉬와 유사하게 세계문학과 민족문학의 존재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세계문학을 정의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녀는 댐로쉬보다 훨
씬 더 나아간다. 댐로쉬가 세계문학을 유통과 번역의 영역에서 정의하고
자 했다면, 월코위츠는 번역과 유통을 작품 내부로 옮겨놓는다. 즉 그녀는
번역을 작품의 내재적 형식이자 엔진으로 이해한다. 댐로쉬가 번역을 작
품의 외재적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면, 월코위츠는 번역을 작품의 내재적
장치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세계문학과 민족문학은 단순히 유
통이나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구별된다. 세계문학이 다른
문학들과 구별되는 내용과 형식을 갖는 자율적 문학으로 정의된다면, 민
족문학은 애초에 그 내용과 형식에서 세계문학과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월코위츠는 이러한 세계문학의 사례로 일본계 영국작가인 가즈오 이시구
로(Kazuo Ishiguro)의 문학을 든다. 그녀는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들, 특
히 남아있는 날들(The Remains of the Day)과 나를 보내지 마(Never
Let Me Go)의 독특한 특징, 즉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이 세계사적 사건들
과 연결된 거대한 지리적 공간, 즉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함”(unimaginable
largeness)23)을 보여준다는 점(남아있는 날들), 그리고 인간과 클론, 진
22) Ibid.,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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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복사품, 창조성과 모방, 자연스러움과 인위성과 같은 전통적 이분법
을 해체한다는 점(나를 보내지 마)을 지적하며 번역의 인위성이 작품의
내재적 계기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외부의 세계적 사건이 사람들
의 사소한 행동과 연결되고 인간, 진본, 창조성, 자연성이 이미 복제(번역)
된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녀에 의하면 “클론을 인간으로 보는 것
이 핵심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을 클론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우리는 생물학적 재생산을 통해 생산되는 인간들조차 어떤 점에서 복제
품이고, 카세트 테입과 텔레비전 프로그램, 온갖 소문, 다니엘 데론다
(Daniel Deronda)의 페어퍼백으로 채워진 인간들의 문화 또한 비기원적
(비창조적)임을 보지 않을 수 없다.”24) 즉, 인간 문화 자체가 이미 복제와
번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월코위츠는 오늘날 특정한 지역과 장소를 초월하고 진본과 복사, 창조
와 모방 간의 번역을 작품의 형식적 계기로 삼는 새로운 문학, 즉 태생적
번역문학의 출현에서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읽어낸다. 그녀의 이론은 앞
서 지적했듯이 세계문학을 민족문학과 명확히 구분하면서 일부 특정한
형식의 세계문학에 특권적 위치를 부여한다. 월코위츠가 말하듯 오늘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문학들이 대거 출현하고 있다. 글로벌화 속에서
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직접 충돌, 대면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세
계적 이슈들이 출현하고 이런 이슈들에 대응하려는 세계문학들이 등장
하고 있다. 가령 전쟁, 난민, 이주, 학살, 폭력 문제들이 지구촌의 곳곳에
서 출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담아내려는 세계문학과 세계소설들이 대
거 나타나고 있다.25) 하지만 이런 이슈를 다루는 문학의 등장을 논할 때
23) Ibid., p.95.
24) Ibid., p.107.
25) 예를 들어, 드브자니 강귤리(Debjani Ganguly)는 1989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을 경계
로 글로벌 문학형식으로서 새로운 세계소설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런 소설들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세 가지 결정적 현상으로 냉전의 종언 이후 전쟁과
폭력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지정학, 정보기술의 급진전을 통한 초연결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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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해야 할 점은 초국적이고 세계적인 시각을 강조하면서 지역적인 주
제나 이슈들을 탈로컬화(일반화)하거나 그것의 중요성을 간단히 소비해
버리는 태도이다. 댐로쉬나 월코위츠의 주장처럼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의 구분을 넘어 그것을 분리해서 사고하거나 번역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지역적 경험의 탈로컬화와 초국적 경험의 보편화로 이어질 수 있
으며 이는 지구상의 숱한 지역적 경험을 교환가치로 환원하는 자본의 시
각과 은연 중 닮아있다. 번역을 통한 의미 증가와 번역의 내재적 형식화
는 지역문화적 삶이나 경험의 번역불가능성(이나 재현불가능성)이라는
쟁점을 논외로 하거나 쉽게 간과할 수 있다. 오늘날 번역의 논리는 단수
일 수 없다. 번역의 위치에 따라 복수의 번역 논리들이 존재한다. 어쩌면
오늘날 번역의 지배 논리는 거대 출판자본의 논리와 유사하다. 인간 경
험의 번역불가능한 지역적 조건들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면서 인간의 경
험을 교환 가능한 일반적 경험으로 탈로컬화하는 번역의 논리는 인간의
삶을 교환가치로 등가화하는 자본의 논리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 출판자본은 점차 거대해지고 있다. 엄청난 시장점유율을

리고 인간의 고통들이 디지털 이미지의 직접성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 바로 나타나는
맥락에서 이를 다루는 새로운 인도주의적 감성을 든다. 1989년은 냉전의 종언, 사회
주의권의 해체, 글로벌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지배와 같은 역사적 격변이 나타난 시
점이다. 강귤리가 1989년을 기점으로 잡은 것은 이 시점에 “정보 통신 기술의 엄청
난 성장, 인권 문화의 전 지구화, 새로운 형태의 전쟁과 반란의 등장, 9/11의 스펙터
클에서 정점을 보이는 새로운 미디어 형식의 점증하는 가시성” 등과 같은 전례 없는
역사적 현상이 출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강귤리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안토
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가 제국(Empire)에서
말한 제국의 현상을 떠올리게 된다. 냉전과 민족국가의 종언으로 초국적 경제 및 정
치기구들의 등장과 제국의 유지를 위한 수많은 헤게모니적 전략의 행사나 전 세계의
국지전은 지역적 이슈를 곧장 세계적 이슈로 전환한다. 이런 시대에 민족국가 시대
의 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가진 문학의 출현을 세계문학의 새로운 경
향으로 정의해볼 만하다. 최근 들어 문학을 논의할 때 코즈모폴리터니즘이 중요한
화제로 등장하는 것도 이런 현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Debjani Ganguly,
“Introduction,” This Thing Called The World: The Contemporary Novel as Global
Form,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6, p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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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는 거대 출판자본은 세계 출판시장을 주도한다. 장은수에 의하면
거대 출판자본들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유명한 작가들을 독점하고,
콘텐츠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틀어쥐며, 독자 직접 판매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전 세계 출판 시장의 지배를 향한 움
직임을 계속하는 중이다.”26) 이들의 관심은 ‘세계적’ 작가를 발굴하여
그들의 작품을 발표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번역하여 전 세계의 문학시장
에 유통시키는 데 있다. 전 세계에 손쉽게 유통될 수 있는 세계문학과 그
핵심장치로서의 번역은 이미 거대 출판자본의 주요 관심 중 하나인 것이
다. 이런 흐름을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 다만
세계문학과 번역의 다른 가능성을 사유하지 않는 한, 인간의 다양한 삶
을 경쟁과 시장의 논리로 동질화하는 전지구적 자본에 대항하는 세계문
학의 세계형성을 사고하지 않는 한, 번역가능성만 강조하면서 그 가능성
을 조건짓는 번역의 위치를 감안하지 않는 한, 세계문학의 번역은 자본
의 논리 속으로 통합될 수도 있다.

3. 세계문학과 번역의 위치, 그리고 번역불가능성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2014년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
스(Deborah Smith)에 의해 2016년 영국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이탈리
아 문학상인 말라파르테상(Malaparte prize)을 수상하기도 했다. 맨부커
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에 이어 우리에게 세계문학에서 번역의 중요성
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소년이 온다의 영역본인 Human Acts는 채
식주의자의 번역 시비에 비해 번역도 나름 잘 되어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서는 작품의 가치나 번역의 문제는 접어두고 잠시 이 작품의 번
26) 장은수, 출판의 미래, 29쪽.

번역으로서의 세계문학

209

역과 관련해 번역(불)가능성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소설의 제6장 꽃 핀
쪽으로 는 1980년 5월 광주로 풍비박산 난 동호네 가족사, 특히 그 날 막
둥이였던 동호를 시청에서 빼내오지 못한 자책으로 그 사건 이후 가족들
에게 새겨진 트라우마를 어머니의 문체와 시선으로 형상화한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뒤를 숨 가쁘게
쫓아가지만 결국 아들을 놓치고 만다. 그 과정에서 동호가 죽고 난 뒤
2010년까지의 상처투성이의 가족사가 펼쳐진다. 다음은 어머니가 어린
동호를 보고 그 뒤를 쫓아가는 장면이다.
그 머시매를 따라갔다이.
머시매 걸음은 빠르고 나는 늙었는디, 아무리 걸어도 따라잡을 수
있어야제. 조금만 옆으로 고개를 돌려주먼 옆얼굴이 보일 것인디, 아
무 데도 안 둘러보고 앞으로, 앞으로만 가야.
요새 어느 중학생이 그리 짧게 머리를 깎겄냐이. 둥그스름한 네 두
상을 내가 아는디, 분명히 너였다이. 느이 작은 형이 물려준 교복이
너한테는 너무 컸다가 3학년 올람감스로야 겨우 몸에 맞았제. 아침에
네가 책가방 들고 대문을 나서먼, 한없이 뒷모습을 보고 섰고잪게 옷
태가 났제. 그란디 그 머시매는 책가방을 어디다 놓고 빈손으로 훌훌
걸어가더라이. 하얀 하복 반소매 아래 호리호리한 팔뚝이 영락없이
너였단게. 좁은 어깨하고 길쭉한 허리하고 걸음걸이가, 고라니같이
앞으로 수그러진 목이 꼭 너였단게.
네가 나한테 한번 와준 것인디,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한번 보여줄
라고 온 것인디, 늙은 내가 너를 놓쳐버렸다이. (

)27)

I followed you as soon as I spotted you, Dong-ho.
You had a good head of steam on, whereas I’m a bit doddery these
days. Would I ever catch you up? If you’d turned your head just a
27) 한강, 소년이 온다, 서울: 창비, 2014, 178~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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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to the side I’d have been able to see your profile, but you just
kept going, for all the world as thought there was something driving
you on.
Middle-school boys all had their hair cut short back then, didn’t
they, but it seems to have gone out of fashion now. That’s how I

―

knew it had to be you I’d know that round little chestnut of a head
anywhere. It was you, no mistake. Your brother’s hand-me-down
school uniform was like a sack on you, wasn’t it? It took you till the
third year to finally grow into it. In the mornings when you slipped
out through the main gate with your book bag, and your clothes so
neat and clean, ah, I could have gazed on that sight all day. This kid
didn’t have any book bag with him; the hands swinging by his sides
were empty. Well, he must have put it down somewhere. There was
no mistaking those toothpick arms, poking out of your short
shirtsleeves. It was your narrow shoulders, your own special way of
walking, loping like a little fawn with your head thrust slightly
forward. It was definitely you.
You’d come back to me this one time, come back to let your
mother catch just a glimpse of you, and this doddery old woman
couldn’t even catch you up. (

)28)

제6장 꽃 핀 쪽으로 는 영역본에서는 “6. The Boy’s Mother. 2010”으
로 제목이 달려있어 ‘꽃 핀 쪽으로’라는 구절이 이 장에서 갖는 의미를 제
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머시매를 따라갔다이’로 시작하고 그
머시매가 어린 시절 엄마와 어디를 가면 ‘꽃 핀 쪽으로’ 가는 것을 좋아했
다는 회상으로 끝을 맺는 것이 한글본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영역본에서
는 이 점을 느낄 수 없다. 하지만 한글본을 읽었을 때 시간과 시점이 정확
28) Han Kang, Human Acts, London: Portobello, 2016, pp.185~186.

번역으로서의 세계문학

211

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을 영어권 독자들의 시간 착오를 막기 위해 시점
을 제목으로 끌어낸 점은 목표문화의 독자들이 작품을 더 명확하게 이해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점보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한글본에서 엄마가 사용하는 전라도 방언이 모두 표준영어로
옮겨져 있는 점이다. 이 과정은 원천언어와 목표언어 사이에 일어나는
굴절과 변형, 즉 영어로 번역되면서 어머니의 언어가 갖는 지역성과 여
성성 그리고 구술성이 사라지는, 번역의 전형적인 탈로컬화 과정을 보여
준다. 최근 번역학에서 구술성(orality) 번역이 중요한 이슈인데 전라도
여성인 어머니의 말은 전라도 방언, 특히 전라도 중년여성의 발화이면서
독특한 구어체 리듬을 갖는 구술성을 지니고 있다. 영역본에는 이런 특
성들이 살아있지 않다. 무엇보다 전라도 방언이 갖는 한국사회에서의 사
회문화적 위치, 즉 중심어와 주변어 간의 관계, 표준어와 방언의 불평등
한 위상이 사라져버리는데, 이러한 점이 왜 광주민주화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났는가를 인식하는 데 결정적인 힌트임을 깨닫는다면, 이런 탈로컬
화 과정은 번역 문제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
각한다. 번역과정에서 주변언어로서의 원천언어가 목표언어의 표준어로
번역되면서 번역의 위치가 사라져버린다. 번역과정은 의미와 정보의 전
달을 위해 원천언어의 위치가 상당부분 상실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원
래 원천언어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번역에서 결정적인 문제
이다. 번역의 정치성과 물질성을 사고할 때 번역의 위치를 간과해선 안
된다. 번역으로 인한 독자층이 확장되고 더 널리 유통되는 것이 번역의
의미를 풍부히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번역의 탈로컬화 과정 속에
서 번역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 물질성에 투명한 등가의 원리가 가해지는
등 상당한 변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고, 번역의 재로컬화 과
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원천언어에서
방언이자 소수언어가 번역문학에서 다수언어로 옮겨지는 과정의 문제는
세계문학연구뿐만 아니라 최근 번역연구(Translation Studies)에서도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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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숙제이다. 로렌스 베누티(Lawrence Venuti)는 이 숙제를 풀기 위
해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의 소수문학론에 의지하여 소수
화 번역(minoritizing translation)을 제안한다.
영어 체제를 흔들기 위해 번역자는 외국 텍스트의 선정과 그것을
번역할 담론 개발에 전략적이어야 한다. 불균등한 문화교환을 시정
하고, 표준어, 문학정전, 혹은 미국(혹은 다른 주요 영어권 국가인 영
국)에서의 정형적 인종상에 의해 배제당한 외국 문학을 복원하기 위
해 외국 텍스트들을 선택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영어의 다양성과 다
성성을 이용하여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듯) ‘다수언어 내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소수언어들을 찾아내기 위해 다수언어를 정복하는’
식으로 번역 담론을 개발할 수도 있다. 문체적으로 혁신적인 외국 텍
스트들은 영어권 번역자로 하여금 다양한 방언과 다양한 언어사용과
문체로 홈 패인 사회어들(sociolects)을 창조하고 표준영어의 외견상
단일성을 문제 삼는 집단적 배치를 발명하도록 자극한다. 소수화 번
역의 목적은 ‘결코 다수성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표준을 세우거나 새로운 정전을 확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어 내부의 변수들을 증식시킴으로써 문화 차이의
이해뿐만 아니라 문화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소수성은 모든 이의
생성이다.’29)

베누티의 소수화 전략은 원천문학의 타자성을 번역의 탈로컬화와 재
로컬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유지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중요한 성찰
을 제공한다. 번역가능성이나 경계 없는 유통에 초점을 둔 세계문학론
또한 거대 출판사들의 시장 논리로 통합되지 않으려면 이런 성찰을 참조
할 필요가 있다. 세계문학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유통과 읽기 차원에서만
29) Lawrence Venuti, The Scandal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9,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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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작품을 읽는 것이 아니라 번역 위치의 변경, 그리고 원천언어와 번
역언어, 원천문화와 번역문화 간의 물질적 실천적 변형을 고려하면서 번
역작품을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차원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을 경
우 세계문학은 번역이 제공해줄 수 있는 중요한 성과들을 놓치게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유통과 읽기, 번역가능성에만 근거한 세계문학론은 비
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로버트 J.C. 영(Robert J.C. Young)은 세계문학
과 포스트식민주의 (World Literature and Postcolonialism)에서 세계문
학과 포스트식민 문학을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 영은 세계문학이 지역적
맥락을 초월하면서 모든 문화들이 공유하는 사심 없고 보편적인 심미적
기준 같은 것을 강조함으로써 “최근까지도 그 강조점에 있어서 압도적으
로 유럽적이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는 ‘보편적’이라
는 단어처럼 세계문학의 ‘세계’는 종종 유럽적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
라고 지적한다. 반면에 영에 따르면 포스트식민 문학은 당대의 전지구적
정치 현실, 지금도 이어지는 식민 권력과 식민주의의 지배와 억압에 맞
선 저항의 문학이자 항상 소설 외부의 세계적 현실 상태를 겨냥한 비판
적 개입의 문학이다. 중립적이거나 보편적인 경향의 세계문학과 달리 포
스트식민 문학은 “젠더, 계급, 혹은 카스트, 지배언어와 소수의 언어의
역할, 피식민지인과 토착민의 지속적 투쟁과 관련된 정의, 인권, 생태학,
종교, 세속주의, 식민적이든 포스트식민적이든 권력관계의 불평등의 문
제”30)에 관심을 갖는 문학이다. 포스트식민 문학의 보편성은 세계문학
과는 다른 차원의 보편성, 즉 오늘날 세계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정의
와 윤리를 사유하는 보편성을 추구한다. 포스트식민 문학에서 번역 또한
세계문학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영은 포스트식민 작가들에게 언
어와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 언어적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임
30) Robert J.C. Young, “World Literature and Postcolonialism”, Theo D’haen, David
Damrosch, and Djeral Kadir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World Literature,
New York: Routledge, 2012,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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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역설한다. 그에 의하면 손쉬운 번역가능성과 의미의 투명한 전달에
의지하는 세계문학과 달리 어떤 언어를 쓸 것인지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의 문제로 인식하는 포스트식민 문학은 번역의 위치, 즉 언어의 불안정
성과 번역불가능성과 근본적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다.
발언과 그것이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는 포스트식민 문학
에 근본적이다. 심미적 가치는 포스트식민 문학에서 주요 초점이 아
니며 오히려 언어와 번역의 문제들이 핵심적이다. 비록 이 문제들이
표면 아래서 인정받지 못한 채 움직이더라도 말이다. 이 점에서 우리
는 세계문학의 상황을 대조시켜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문학은 문학
과 각 언어 간의 불균등 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언어와 번역의 문
제에 항상 직접적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랬
다. 세계문학이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의 언어로 자신들을 표현하는
개별 작가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물론 우리는 번역으로 읽을 수 있
고 비평가의 매개적 역할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은 포스
트식민 작가들에게는 결코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너
무나 자주 자신들이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 불안 상태에 놓여있다.31)

영의 주장은 자본의 논리처럼 번역불가능한 경험을 탈로컬화함으로써
유사보편적 경험으로 환원하는 세계문학의 경향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세계문학과 포스트식민 문학을 구분함으로써 세계문학
을 비판하고 포스트식민 문학의 특수성을 부각시킨다. 하지만 댐로쉬나
월코위츠가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을 너무 쉽게 구분하듯이, 영 또한 세계
문학과 포스트식민 문학을 너무 대립적으로 인식한다. 그러한 구분은 세
계문학을 부정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세계문학의 장에 개입할 여지를
축소시킨다. 프레드릭 제임슨이 “제국주의와 생사를 건 투쟁을 벌이는”
31) Ibid.,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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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 문학을 오늘날 세계문학의 보편적 형식으로 읽어냈듯이,32) 영
이 말하는 포스트식민 문학은 세계문학이 될 수 없는가, 혹은 포스트식
민 문학을 세계문학의 다른 가능성으로 해석해볼 수는 없는가? 유럽중심
적 세계문학을 비판하는 주변부 혹은 지역적 세계문학의 가능성으로 간
주할 수는 없는가?
비슷한 연장선에서 에밀리 앱터(Emily Apter)는 세계문학에 맞서: 번
역불가능성의 정치학에 관해(Against World Literature: On the Politics
of Untranslatability)에서 투명한 번역가능성을 근거로 한 세계문학에 맞
서 번역불가능성을 통해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다시 사유한다. 그녀는 투
명한 번역가능성이 자본의 지구화에 근거한 단일 문화의 형성과 무관하
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런 논리에 근거한 세계문학이 결국 자본의 세계화
가 전제하는 세계 개념에 의존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오히려 그녀는 세
계 속에는 번역불가능한 번역 지대들(translational zone)이 도처에 존재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투명한 번역가능성을 전제하면서 지역적 경험
을 번역을 통해 탈로컬화(delocalization)하거나 동화할 수 없는 타자의
경험의 번역(불)가능성을 배제하는 세계문학의 경향을 논박한다. 그녀는
“세계문학이 정전작품을 탈지방화(deprovincialization)하고, 접근 불가
능한 언어적 주름들에서 생겨나는 놀라운 인식적 풍경을 전달하기 위해
번역에 의지하는 방식은 지지”하지만 “세계문학 내에 문화적 등가와 치
환 가능성의 반사적 지지로 나아가거나, 혹은 상업화된 ‘정체성’으로서
판매되는 민족적 인종적으로 상표화된 ‘차이들’에 대한 예찬으로 이어
지는 경향”33)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낸다. 그녀는 세계문학을 부활시키
려는 최근의 시도들이 번역가능성이라는 전제를 너무 쉽게 받아들임으
32) Fredric Jameson, “Third World Literature in the Era of Multinational Capitalism”,
Michael Hardt ed., The Jameson Reader, Oxford: Basilblackwell, 2000, p. 319.
33) Emily Apter, Against World Literature: On the Politics of Untranslatability, London
& New York: Verso, 201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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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문학연구에서 통약 불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과 같은 문제를 제대

―

로 고민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녀에 따르면 “번역이 그것이 언어,
문화, 시기, 학문을 횡단하는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평적 실천이라

―

는 가정 하에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 받아들여진다면, 번역불가능한 것

―
‘세계’라는 단어를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듯―바
들에 대한 권리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세계문학은
로 그 핵심에서 번역불가능한 것에 대해 망각해버리는 것 같다.”34)
여기서 앱터는 번역불가능성을 다양한 이론적 사유를 통해 설명하고
자 한다. 그녀가 번역이나 번역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데리다(Derrida)가 언어의 의미 속에 차연과 에크리튀르가 흔적
으로 내재해있다고 말했듯이 번역과정 속의 번역가능성에 번역불가능성
이 내재한다고 말함으로써 번역의 물질적 과정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그
녀는 번역불가능성을 번역가능성과 대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 번역
과정에서 번역가능성이 좌절되거나 저지되는 지점으로 이해한다. 즉 번
역불가능성이란 투명한 번역의 논리나 용이한 번역가능성이 중지되고
실패되는 지점이라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번역불가능한 것들을 (
) 항상 번역가능한 것들과 대립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순수 차이가 아
니라 동종요법적 효용들을 가진 창조적 실패들의 언어 형태로 이해하는
것”35)이 더 타당하다. 그 결과 번역불가능한 것들은 그 실패를 통해 언어
의 한계, 즉 “문법의 논리, 지시의 한계, 사유가능성의 외적 영역, 나아가
의미 명제와 무의미 명제 간의 차이”36)가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앱터는 번역이 문학의 세계형식을 구성하지만 거기엔 번역불가능성이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녀의 주장은 오늘날 서구의 거대 출판자본
의 논리와 거기에 편승하는 세계문학의 논리를 비판하는 문학의 정치학
34) Ibid., p.8.
35) Ibid., p.20.
36) Ibid.,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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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유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번역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이 혼재된 번
역지대를 통해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시험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중심과
주변의 불균등 관계 속에서 번역의 위치를 고민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그녀의 번역불가능성은 번역의 탈로컬화 과정 내에 번
역가능성을 저지하는, 번역을 실패시키는, 번역의 위치와 지대가 존재함
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녀가 편집 작업에도 동참한 바 있는 번역불가능
한 것들의 사전(Dictionary of Untranslatables)에서 공동 편집자인 바바
라 카씬(Barbara Cassin)은 모든 언어를 단일 의미로 번역하려는 글로벌
영어라는 지배 언어에 맞서 언어 간, 문화 간 소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복수 언어들의 차이에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카씬 역시 의미의 차이를 번
역하려는 시도에는 애초에 번역불가능성이 수반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녀는 번역불가능성이 말 그대로 번역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번역되지 않는 것이 있기에 계속해서 번역되어야 함을, 즉 “용어, 표
현, 통사적 문법적 형태들이 번역될 수 없음이 아니라 번역의 한계와 실
패로 인해 계속 번역되지 않을 수 없음,” 즉 “우리가 계속 번역하(지만 번
역되지 않)는 것”(what one keeps on (not) translating)37)을 의미한다고 말
한다.
앱터나 카씬의 주장은 번역 지대와 번역 과정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순
탄한 과정이 아니라 번역에 장애가 발생하고 의미가 좌절되지만 지속적
인 번역이 일어나는 지대임을 보여준다. 이런 인식을 세계문학과 연계시
킬 때 세계문학의 번역지대는 번역가능성과 번역불가능성, 탈로컬화와
재로컬화, 일반성과 특수성, 보편성과 주변성이 혼재된 특이성
(singularity)의 공간임을 깨닫게 된다. 비유적으로 말해, 앱터와 카씬의
번역불가능성은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본의 시각이 아니라 국경
37) Barbara Cassin, “Introduction”, Cassin, Barbara Emily Apter, Jacques Lezra,
Michael Wood eds., Dictionary of Untranslatables: A Philosophical Lexic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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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앞에서 좌절하거나 설령 그 경계선을 넘더라도 불확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주노동의 시각을 연상시킨다. 무엇보다 이런 시각은 포스트식민
문학을 세계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읽을 수 있게 해준다.
번역은 작품의 의미와 맥락을 확장하고 풍부히 해준다. 하지만 그 확
장에는 번역의 위치가 달라지고 의미의 변형과 손실이 수반될 뿐만 아니
라 번역불가능한 것들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번역의 공간은 타자의 언어와 문화들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마주치고 뒤섞이며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혼종성의 장이다. 그
공간은 결코 투명한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작품들의 의미와 가치가 탈
로컬화함으로써 경험의 구체적 지역성이 박탈되기도 하지만 그 경험들
이 다른 경험들과 만나 새로운 보편적 의미를 창조하는 생성의 공간이기
도 하다. 세계문학을 상품으로 홍보하고 소비하는 거대 출판자본의 논리
는 이 공간을 투명하고 평평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들에게 지역
적 경험의 탈로컬화는 타자와의 소통과 교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교환가치에 적합한 경험의 생산으로 이어진다. 이는 지역적 경험의 빈곤
과 착취를 낳는다. 하지만 탈로컬화는 경험의 지역성을 박탈함으로써 그
경험을 소비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경험의 지역성에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이문화나 타자와의 만남을 위한 소통의 경험으로 고양
시켜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폴 리쾨르는 번역을 언어적 환대(linguistic
hospitality)로 정의한다. 그는 번역을 이중의 즐거움, 즉 “타자의 언어 속
에 거주하는 즐거움이 외래적 언어를 집으로, 즉 자신의 환영의 집으로
받아들이는 즐거움과 균형을 이루는, 언어적 환대”38)로 사고할 것을 주
문한다. 리쾨르의 언어적 환대는 자기동일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타자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 번역(불)가능성을 전제한다.

38) Paul Ricoeur, On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dge, 2004,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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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가며
세계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번역의 위치이다. 번역과 관련해서 세계문
학의 이론가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문화의 위치에서 세계문학을 정의한
다. 번역의 위치를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의 ‘사이’(between) 혹은 민족문
학들 ‘위’(sur)에 두는 경우도 있고,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간의 ‘틈
새’(in-between)나 민족문학의 ‘아래’(sub)에 두기도 한다. ‘사이’나 ‘위’
가 사람이든 문화든 텍스트든 자유롭게 이동하고 횡단하며 번역가능한
초국적 공간을 가리킨다면, ‘틈새’와 ‘아래’는 제국과 식민, 중심과 주변
처럼 불균등하고 불평등한 관계에 의해 규정되며 의미의 횡단이나 번역
이 일어나기 위해선 변형이 불가피한 공간을 가리킨다. 호미 바바(Homi
Bhabha)가 “욕망과 조소의 대상인 타자성과, 경험을 동질적이고 지식을
일반화하는 식민적 권위를 뒤흔드는 문화적 차이”39)가 존재하고 불안과
좌절에 근거한 심각한 양가성과 혼종성이 작동하는 틈새적 위치를 말했
듯이, 전지구화된 오늘날의 문화공간에서도 번역은 여전히 이런 상황으
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바로 이점이 세계문학에서 번역의 ‘위치’
(location)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세계문학에서 ‘세계’를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는가, 어떤 번역의 위치
에서 세계를 상상하는가에 따라 세계문학에 대한 입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어떤 이론가는 ‘세계’를 특정한 위치에서 보지 않고 세계
위에 자신을 위치지음으로써 보편적 위치를 참칭하려고 한다. 이런 입장
은 근대 서구의 많은 지식과 문화가 주장해왔던 논리를 계승한다. 서구
의 근대적 인식론은 비서구의 문화와 지식을 특수하거나 편협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거기에 맞서 스스로를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위치에 올려
놓았다. 그러기 위해 “특정한 관점의 너머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은폐
39) Homi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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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즉 어떠한 관점도 갖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를 재현”40)하는 영점
(point zero)의 인식론에 근거해왔다. 하지만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이런
관점은 스스로를 특정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생산된 체현된 관점임을 은
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서구의 관점들을 보편성에 미달하는 특수성
의 관점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능해왔다.41) 상황 속에 체현된 관점은
문화와 번역의 위치를 전제로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초월적이고 보
편적인 관점은 사실 다양한 특수성들 중의 어느 하나가 헤게모니적 과정
을 통해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된, 즉 지배적 특수성(the dominant
particular)에 다름 아니다.42) 아직도 세계문학론에서 이런 관점을 받아
들이는 이론적 입장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체계를 주장하든 세계구성을
주장하든 번역을 주장하든 간에 문화와 번역의 위치를 감안하지 않을 경
우 그 보편성은 서구중심주의라는 함정을 피하기 어렵다. 나아가서 문화
와 번역의 위치를 은폐하는 세계문학론은 세계문학의 특수성을 등가적
교환의 논리 속으로 통합하는 자본의 보편화 논리에 지배받게 된다.
프란체스카 오르시니(Francesca Orsini)와 라에티티아 제크치니
(Laetitia Zecchini)는 비서구,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시각을 통해 (세
계)문학의 위치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은 그 어떤 입장도 “하나든 다수
든 시각이나 관점의 위치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이런 위치가
“아주 거대한 스케일 위에서 문학 현상을 연결하려는 세계문학에서도 결
정적”43)임을 강조한다. 그들에 의하면 “위치는 우리에게 단순히 지리적,
40) Ramon Grosfoguel, “The Epistemic Decolonial Turn: Beyond political-economy
paradigm”, Cultural Studies, Vol. 21, No.2-3, 2007, p.214.
41) 김용규, 혼종문화론: 지구화 시대의 문화연구와 로컬의 문화적 상상력, 서울: 소명,
2014, 94쪽.
42) ‘지배적 특수성’(the dominant particular) 개념에 관해서는 Mike Featherstone,
“Localism, Globalism, Cultural Identity”, Rob Wilson & Wimal Dissanayake eds.,
Global/Local,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1996, p.69를 참조.
43) Francesca Orisini & Laetitia Zecchini, “The Locations of (World) Literature:
Perspectives from Africa and South Asia”, Journal of World Literature 4, 2019,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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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혹은 문화적 맥락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리 복합적이고 풍부하
며 복수적 세계(multiversal)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한 작가가 자신의 세
계들을 재현하고 상상하는, 하나의 관점, 하나의 지점, 하나의 방향이며
불가피하게 부분적이고 특수한 시각이다.” 이런 위치의 제약을 가장 첨
예하게 느끼는 것은 주변부 세계의 작가들로서 그들은 “실제 어디에 살
든 아시아와 아프리카 작가들”44)임을 절실히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들
의 세계가 번역될 경우 번역의 위치를 잠시도 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것을 잊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성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이
세계문학과 포스트식민 문학을 구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작가들이 처한
위치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중심부에 위치한 세계문학의 작가는 자신
의 특수한 위치가 특수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보편적이라고 생각하
는 데 반해, 포스트식민 문학의 작가들은 자신의 위치가 강제하는 제약
과 구속을 늘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문학이 주변부 작가들과 그 문
학의 특수성, 그 특수성에 근거한 번역의 위치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세
계문학은 유럽중심적 세계문학에 머물고 말 것이다. 세계문학은 그 내부
의 다양한 위치로 인해 하나의 관점이나 시각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시
각과 관점들로 구성된다. 세계문학을 바라보는 번역의 위치로 인해 세계
문학을 상상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서구의 중심부가
아닌 다양한 주변부 지역의 세계문학은 지역적 세계적 이슈들에 맞서 새
로운 세계를 상상하기 위해선 자신의 번역위치에 대해 항상 자각적일 필
요가 있다.

44) Ibid.,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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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World Literature as Translation

― World Literature and the Location of Translation
Kim, Yong-Gyu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the possibility of world literature in terms
of translation. The role of translation is indispensable to world literature
in that it is an important process in which literary works move up to a
more universal and general level beyond their specificity or locality.
Goethe’s and Marx’s theory of world literature would also be hard to
emerge without the international exchange and translation of literatures
between cultures. Exploring world literature as translation means how
literature moves around the world, how literature moves from source
culture to target culture, what changes and refractions are taking place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and how these crossings and migrations
transform the culture. Translation needs to be understood as a ‘process’
in which texts are not only linguistically translated in the text but also
across cultures and ideas. Translation as a process includes both new
cultural phenomena which translated texts produce in the target culture
rather than translation of specific objects or texts, and the process of
refraction, hybridization, and transformation that occurs when new ideas
or concepts enter into the target culture. Once based upon this view, the
materiality of the translation process without obsessing with the
equivalence or transparency of translation reveals itself. Translation in
world literature is a major mechanism that shows its important operation,
as well as the problem of inequality and asymmetry between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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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periphery. By engaging with the location of translation in mind,
world literature seeks to think of itself in a way that translates the
inequality of the world literary space and revisits it through transcultural
practice.
Key Words: world literature, translatability, untranslatability,
delocalization, relocalization, minoritizing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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