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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세기 초 페루의 사상가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는 고산지대의 인

디오 농민을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로 세우는 인디헤니스모를 주창했다. 

당시 페루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디오가 비록 정치적 소외와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었지만, 마리아테기는 그들의 공동체에 공유되고 

있는 집단적 문화와 종교에서 페루를 혁신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마리

아테기의 이러한 입장은 인디오 공동체의 ‘원시적’ 문화를 근대화의 장

애물로 본 크리오요와 메스티소 기득권 세력의 관점과 대립한다.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에 반대하는 마리아테기의 인디헤니스모가 마

누엘 곤살레스 프라다, 루이스 알베르토 산체스, 빅토르 라울 아야 데 라 

토레 등 페루 사상가들과의 교류와 논쟁 속에서 발전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에 앞선 삼 년간의 유럽 망명생활이 마리아테기에

게 미친 영향을 떼어놓고 그의 인디헤니스모 형성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과 조르주 소렐의 사회주의적 관념론,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는 마리아테기의 사상을 구성하는 핵심이다. 

마리아테기는 경제적 토대에 주목하는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페

루의 토지소유구조를 분석하는 데 활용했다. 그는『페루 현실에 관한 일

곱 가지 해석적 소론』에서 페루의 자본주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인디오 

농민의 강제노동에 기생할 뿐 효율과 혁신이 부재하는 봉건적 대토지소

유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대토지의 강제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잉여가치 창출에 기여할 임노동자와 이윤창출을 위한 생산방식

의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소자본가들이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 막대한 차관을 제공한 영국의 주도 아래 자원수출 위주

로 국내산업이 재편되고 봉건지주세력이 외국자본과 결탁하면서 페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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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국내 공업자본의 형성과 토지문제의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

다. 이를 비관한 마리아테기는 자본주의 발전의 정점에서 사회주의 혁명

을 이룩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단계적 혁명론에서 벗어나 인디오 

농민의 직접적인 투쟁으로 토지문제부터 혁파할 것을 주장했다.  

마리아테기는 소렐이 마르크스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가장 혁

신적인 계승자라고 평가했다. 마리아테기의 마르크스주의 인식에서 소렐

의 영향은 매우 지배적이며, 이는『마르크스주의 옹호』, 『여명의 정신과 

현대인의 다른 계절들』에서 잘 드러난다. 이 저작들에서 마리아테기는 

신화와 폭력, 생산자의 윤리 등 소렐이 주창한 주요 개념들을 소개하고 

자신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소렐은 프롤레타리아의 연대감을 

고양하여 혁명적 실천을 가능케 하는 신화를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 만들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수용한 마리아테기는 물적 조건을 분석하

는 데에만 천착하지 않고 사상의 지평을 정신의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

었다. 현재의 집단적 삶을 중시하는 인디오 공동체의 종교와 윤리가 사

회주의 혁명을 고양하는 정신적 바탕이 될 수 있다는 마리아테기의 주장

에서 소렐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성과 과학을 절대시하는 실증주의에 의문을 제기한 소렐의 문제의식

은 마리아테기가 무의식과 감정의 영역에 주목하는 전위주의와 정신분석

학을 수용하는 바탕이 되었다. 현실의 ‘객관적’ 재현을 추구하는 자연주

의 문학에 반기를 든 프랑스 초현실주의 운동은 마리아테기가 전위적인 

인디헤니스모 미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인디오의 모습과 고산지대의 풍경을 타자의 시선으로 재현하는 기존

의 지역주의 문학에서 벗어나 그들의 무의식과 감정을 서구의 문자가 아

닌 토착민 고유의 입말을 통해 직관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마리

아테기의 인디헤니스모 미학은 세사르 바예호와 가말리엘 추라타, 그리

고 호세 마리아 아르게다스의 문학을 통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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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예호는 서양언어 문법의 구조를 파괴하는 한편, 타인의 고통에 공감

하는 인디오의 집단적 비관주의를 시를 통해 표현했다. 추라타는 서구와

는 달리 삶과 죽음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인디오의 세계관을 토착어를 

차용하여 표현하고자 했고, 아르게다스는 사회적 투쟁에 나서는 인디오

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미학과 정치의 모든 영역에서 인디헤니스모 문

학의 전위성을 제고했다. 

경제적 토대를 면밀히 분석하면서도 신화와 윤리, 그리고 미학의 중요

성을 강조했던 마리아테기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유물론을 일방적으

로 페루에 적용하지 않았다. 정신적 무기력과 물질적 착취에 맞서 페루

의 변혁을 추구했던 그의 인디헤니스모는 미학과 정치경제학, 이성과 그 

너머의 영역을 아우르는 유물론과 관념론이 종합된 사상이다. 

 

주요어: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 인디헤니스모, 조르주 소렐, 관념론, 
마르크스주의, 유물론, 전위주의, 초현실주의 
학  번: 2011-2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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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José Carlos Mariátegui, 1894~1930)는 20세기 

초 페루의 전위주의 문예지 『아마우타 Amauta』의 창간자이자 페루 사회

주의당(Partido Socialista del Perú)의 설립자이다. 그는 부르주아 사회에 대

한 미학적 저항으로서의 전위주의와, 윤리적이고 정치경제학적인 비판으

로서의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였다. 봉건성과 근대성이 공존하는 페루의 

현실은 마리아테기에게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고, 다양

한 사상을 수용하고 종합하는 것은 그가 당면한 시대의 요구였다. 인디

헤니스모(indigenismo)는 마리아테기가 마르크스주의와 전위주의를 페루

의 현실에 맞게 전유한 결과물로, 인디오(indio) 1  농민을 예술과 역사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는 인디오와 연대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고 페루의 미학을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럽의 사상과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종합하는 마리아테기의 시도는 

보편적이고 단선적인 혁명을 강령으로 내세웠던 코민테른(Comintern) 2의 

관료들, 그리고 페루만의 지역성을 강조하며 부르주아와의 연대를 합리

화했던 민족주의자 3들 모두에게서 외면받았다. 마리아테기 사후 40년대 

1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아메리카에 살았던 사람들을 스페인어로 부르는 
말이다. 페루의 인디오는 주로 안데스 고산지대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다. 
2 공산주의자 국제연맹(The Communist International)의 줄임말이다. 과거 마르크스 
자신이 주축이 되어 활동했던 국제연맹(제1인터내셔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는 의미에서 “제3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  당시 페루의 진보진영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정당은 아메리카혁명인
민동맹(Alianza Popular Revolucionaria Americana)이었다.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에 
저항하자”는 기치로 빅토르 라울 아야 데 라 토레가 창당한 조직으로, 줄여서 
“아프라(APRA)”라고 부른다. 아프라의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는 마리아테기의 
인디헤니스모와는 다르다. 아프라는 외세의 위협에 맞서 힘을 모으기 위해 크리
오요(criollo: 스페인 정복자의 후손으로 주로 백인종)와 메스티소(mestizo: 인디오
와 백인 모두에게서 혈통을 물려받은 인종)로 이루어진 부르주아 계급과 연합해
야 함을 주장했지만, 마리아테기는 계급 간 연대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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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까지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페루 

내부에서 마리아테기를 재조명하기 시작하고, 1959년 쿠바혁명의 여파로 

소련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지면서 그의 사상은 다시 주목을 받는

다(김창민 250-251). 60년대 이후 그의 저작들이 단행본으로 재출간되고, 

70년대에는 영역본이 출판되면서 마리아테기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다

(로버트 영 350). 

그의 글을 모은 전집만 스무 권 가까이 되는 만큼, 마리아테기가 다룬 

주제는 라틴아메리카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아우른다.『페루 현실에 

관한 일곱 가지 해석적 소론 Siete ensayos de interpretación de la realidad 

peruana』과『페루를 페루답게 Peruanicemos al Perú』는 정치경제학과 문예

비평이 복합된 관점으로 페루의 경제와 문학, 그리고 정체성 문제를 다

룬다. 『우리 아메리카의 문제 Temas de nuestra América』는 멕시코 혁명과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정치에 대한 기고문을 엮은 책이다.『현대의 장면 

La escena contemporánea』에서 마리아테기는 유럽 민주주의의 위기를 나타

내는 파시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주의 운동을 서술한다.『예술가

와 시대 El artista y la época』는 전위주의와 사실주의 미학에 대한 마리아

테기의 단상이 응집되어 있다.『마르크스주의 옹호 Defensa del marxismo』

와『여명의 정신과 현대인의 다른 계절들 El alma matinal y otras estaciones 

del hombre de hoy』은 조르주 소렐4과 베네데토 크로체 등 이탈리아의 관념

론적 사회주의자들이 마리아테기에게 미친 사상적 영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마리아테기가 절반 이상의 저작물을 유럽에 관해 쓸 수 있었던 것은 

와 농민으로 이루어진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
조했다. 
4  소렐은 프랑스인이지만, 그의 사상은 이탈리아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Salvattecci 49). 마리아테기는 이탈리아 파시즘의 지도자 무솔리니가 소렐에게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Mariátegui, Defensa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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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부터 1923년 초까지 주로 이탈리아에 체류하며 당대의 사상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작품을 접했기 때문이다. 격변기 유럽의 한복판에서 마리

아테기는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시사 감각을 익혔다. 그는 이미 서구를 

중심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된 이상, 그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것

은 페루의 변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국내의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세계의 전위적 흐름을 놓치지 않았던 마

리아테기의 사상은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에 부합하는 예술과 혁명을 고려

했던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페루와 프랑스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이

주주체” 5였던 세사르 바예호, 인디헤니스모 문학의 혁신을 대변하는 가

말리엘 추라타와 호세 마리아 아르게다스, 그리고 쿠바 혁명의 주역 에

르네스토 체 게바라는 마리아테기의 영향으로 각자 문학과 정치에서 혁

명을 실천했다(유왕무, “마리아떼기 작품” 895; 류청 58; 로버트 영 350). 

마리아테기의 시대를 지배했던 실증주의와 근대화의 논리는 오늘날에

도 마찬가지로 과학과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이

성의 독재에 반대하는 전위주의와, 불평등과 착취의 원인을 고찰하는 마

르크스주의를 종합한 마리아테기의 인디헤니스모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

다. 

 

1.2 선행연구 분석 및 문제 제기 

페루의 진보진영에서 마리아테기의 사상은 자기 노선의 정당성을 부여

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레닌과 스탈린이 마르크스의 저작을 해석하여 자

신의 주장에 권위를 부여했던 것과 유사하다. 페루 공산당의 한 분파인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가 마리아테기 사상의 해석을 바탕으

5 우석균은 바예호가 유럽을 동경하면서도 그 안에서 고독을 느끼고, 페루의 현
실을 비관하면서도 향수를 느끼는 고뇌의 주체였다고 설명한다(“이주주체로서의 
바예호” 207-219). 이 논문의 5.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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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농민 중심의 무장혁명을 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페루 진실

화해위원회(Comisión de la Verdad y Reconciliación)의 보고서에 따르면, 센데

로 루미노소는 마리아테기를 “마오주의의 선구자”(2: 19)로 평가하며 자

신들이 그의 뜻을 이어가고 있음을 주장한다(2: 17).6 

아니발 키하노의 연구는 당파적 입장에 따라 마리아테기를 전유하는 

네 가지 주요 관점들을 개괄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Quijano, “Las cuatro 

caras de un mito” LI-LVII).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은 살라사르 본디의 “사

회주의적 개량주의”(Quijano LI)이다. 키하노에 따르면, 살라사르 본디는 

마리아테기가 “열린 마르크스주의”(LII)를 추구했다고 주장한다. 소렐, 베

르그송, 크로체, 고베티, 우나무노의 관념론을 수용한 것에서 이러한 개

방성이 드러난다는 것이다(LII).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마르크스주의와

의 연결고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한다. 

두 번째로 키하노는 아프라의 관점을 설명한다. 마리아테기가 창립한 

페루 사회주의당이 그가 죽은 뒤 공산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며 코민테른

을 따르자, 외세의 개입을 반대하는 아프라는 자신의 노선을 부각하기 

위해 마리아테기와 거리를 둔다(LII-LIII). 제도 정치에 안착하며 부르주

아와의 타협을 추구하기 시작한 아프라는 초기의 급진성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LIII). 대중의 지지를 잃을 것을 우려한 아프라의 

참모들은 무덤에 있는 마리아테기를 다시 불러낸다(LIII). 이렇게 마리아

테기는 아프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코민테른의 추종자’와 ‘반제국주의

자’의 가면을 번갈아 써야만 했다. 

세 번째로 키하노는 코민테른을 지지하는 페루 공산당의 관점을 비판

한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마리아테기 사상의 비

6 페루 진실화해위원회는 센데로 루미노소가 페루의 아야쿠초를 근거지로 게릴
라전과 납치, 암살 등을 저지름으로써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실종자 포함 약 
69,280명의 희생자를 낳았다고 설명한다(“Anexos 2”: 17). 이 학살의 책임을 물어 
페루 진실화해위원회는 센데로 루미노소를 “테러조직”(2: 13)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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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마르크스주의적 요소를 경시하고 있으며”(Quijano LV), 당명을 공산당

이 아닌 사회당으로 정한 것이 코민테른과의 노선 차이가 아니라 “당시

의 엄혹한 분위기”(LV)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키하노는 “마르크스주의에 적대적인”(LVII)인 마리아테기의 

민족주의 노선이 아프라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트로츠키주의자들

의 견해를 비판한다. 키하노에 따르면, 이들은 마리아테기를 “라틴아메리

카의 가장 중요한 마르크스주의자”(LVII) 중 하나로 인정받게 한 그의 

유물론적 페루 현실 분석을 무시하고 “마리아테기가 마르크스주의와 적

대한다”고 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다. 

결론적으로 키하노는 지금까지 언급된 네 가지 관점 모두 마리아테기

의 사상을 “왜곡”하고 “우상화”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한다(LVII). 하지만 

관념론의 흔적을 좇는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 소

렐과 크로체 등에게 영향을 받았음을 마리아테기 스스로 분명하게 인정

하고 있고, 그의 사상에서 관념론이 차지하는 위상이 마르크스주의 유물

론에 못지않기 때문이다.7  

키하노는 파시즘과 연계된 혐의가 있는 이탈리아의 관념론적 사회주의

에 지나친 무게중심을 두는 것을 경계하면서도(LXXIII), 마리아테기에게 

관념론이 독립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는 마리

아테기의 모든 사상적 행보를 애써 마르크스주의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

다고 주장한다(LXXV). 관념론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키하노의 견해는 살

라사르 본디의 ‘열린 마르크스주의’와 다르다. 전자는 마리아테기의 사상

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외부’가 존재함을 인정하지만, 후자는 부정하기 때

문이다.  

7 이 논문의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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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연구는 키하노보다는 살라사르 본디의 견해에 가깝다. 마리아

테기의 사상을 “민족주의적 마르크스주의”(김지환), “창조적 마르크스주

의”(김창민), “트리컨티넨탈 마르크스주의”(류청)로 규정하는 연구제목에

서 공통되는 단어가 ‘마르크스주의’라는 점은 상징적이다. 

김지환은 마리아테기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변증법적 종합”(40)을 

추구했다고 평가하며 그의 사상적 원류가 마누엘 곤살레스 프라다에 있

음을 지적한다. 곤살레스 프라다가 처음으로 인디오 농민을 단순한 인종 

집단이 아닌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혁명의 계획이 부족했다고 서술하며 김지환은 이를 보완한 인

물이 페루 사회주의당을 건설한 마리아테기라고 평가한다(8-11). 한편 마

리아테기가 그의 농민 중심성으로 인해 아프라와 코민테른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릅쓰고 마르크스주의를 변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조르주 소렐, 베네데토 크로체, 안토니오 그람시

의 영향을 지적한다(31-34, 39). 하지만 김지환은 “비교조적이고 휴머니즘

적인”(39) 사회주의 사상가들과 인디헤니스모가 갖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김창민은 페루의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수정한 마리아테기의 

“유연성”(253)과 “비(非)정통성”(245)에 주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끈은 놓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반면 신념을 강조하는 그의 종교적 성향은 다소 “기이”(245)하

고 “이전의 페루 지식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258) 것으로 평가된다. 따

라서 주로 언급되는 것은 그의 사후 재평가 과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와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라틴아메리카와 소련 학자들의 주장이다(251-

252). 김창민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물론적이고 실증주의적”(253) 

분석의 예시로 마리아테기의 『페루 현실에 관한 일곱 가지 해석적 소론』

을 제시한다. 하지만 “역사유물론으로 잘 재단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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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현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261)며 특히 문학을 다루는 

마지막 장이 이러한 결점을 보인다고 비판한다. 

유왕무는 다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마리아테기의 미

학 사상과 문학비평론을 다룬다. 그는 마리아테기의 미학이 마르크스–레

닌주의 유물론과 “통일성”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이 그의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론”에서 표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마리아테기의 미학 사상” 47, 

68-69). 8  유물론자임에도 미학의 영역을 중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 관해 

유왕무는 “창조적 인간성”(57)의 표현으로서 물질이 아닌 정신, 특히 문

화를 중시하는 베르그송의 사상을 마리아테기가 유물론으로, 즉 “마르크

스주의적 인간주의”(58)로 전유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또한, 베르그송의 

사상을 받아들인 소렐이 혁명에 있어서 신화라는 관념의 실재성과 유용

성을 주장한 것도 마리아테기의 미학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유왕무는 

말한다(58). 유물론의 입장에서 허구에 불과한 신화가 인간에게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부여한다면, 상상의 산물인 문학 또한 삶에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유왕무는 마리아테기에게 문학이 “더 이

상 어떤 이념이나 사물현상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 사회적 존재로

서의 인간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려는 삶의 통합요소”(60)였다며 

미학에 관한 그의 관심이 신화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주장한다. 

유왕무는 마리아테기가 당시 그람시 등에 의해 문화와 정치에 주목하

는 경향이 우세했던 이탈리아에서 주로 체류하여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을 제대로 접할 수 없었던 상황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페루에서 혁명운동

에 동참했던 경험을 통해 ‘과학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과 동일한 

인식에 다다랐다고 평가한다(55-56). 그러므로 유왕무는 마리아테기를 마

8 마리아테기가 지향하는 사실주의는 소련의 미학과는 다르다. 우석균은 마리아
테기가 지향하는 ‘진정한 사실주의’의 실천으로서 인디헤니스모 문학의 모습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아니었음을 지적한다(“호세 마리아 아르게다스” 206). 이 
논문의 4.2장,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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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크스주의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자 했던 수정주의자로 보기보다는 마

르크스–레닌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며 현실에 맞는 변화를 추구했던 

“변증법적 마르크스주의자”(56)로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다. 

류청은 로버트 영의 견해를 수용하여 마리아테기의 사상이 비(非)서구 

사회의 반(反)식민주의 계보에 속한다고 설명한다(43-44). 이를 뒷받침하

기 위해 북부의 부르주아와 남부의 봉건지주가 공존하는 이탈리아의 “내

적 식민주의”(16)의 현실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을 고려한 안토니오 그람

시와의 유사성을 근거로 제시한다.9 또한, 그람시와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이단적’ 사상가 발터 벤야민과는 “유럽 중심의 선형적 진보주의”(58)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류청은 마리아테기가 봉

건과 근대가 중첩된 페루라는 시공간의 복합성을 인지하고 식민종속 상

태를 타파할 주체로 인디오 농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페루 현실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마리아테기는 

서구와의 갈등과 섞임 속에서 고유의 삶을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온 인디

오 공동체의 문화에서 라틴아메리카 정체성 구축의 맹아를 발견했다(54-

55). 

문화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면, 마리아테기의 관심을 이 영역으로 

이끈 사상적 바탕으로서 니체, 우나무노, 베르그송 그리고 조르주 소렐 

등 관념론자들에게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류청은 앙헬 라마, 

월터 미뇰로, 로버트 영 등 마리아테기의 사후에 활동한 학자들의 논의

를 다루는 데 집중한다. 

김지환, 김창민, 유왕무, 류청의 연구는 국역본이 전무한 현실 속에서 

9  그람시는 마리아테기와 마찬가지로 농민집단에 주목하는데, 이탈리아 북부의 
부르주아와 남부의 봉건지주에게 ‘이중의 억압’을 겪고 있는 농민집단의 상태를 
“서벌턴subaltern”이라 부르며 그들에게 종속과 해방의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존
재한다고 주장했다. 류청은 미뇰로의 연구를 근거로 그람시와 마리아테기가 마
르크스주의의 일방적인 적용인 아닌 현실로부터의 변형된 마르크스주의를 구축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한다(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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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테기의 주요 작품과 외국의 연구 현황을 분석 및 개괄한다는 의의

가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경향이 지배

적이어서 관념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기에 후속 연

구를 통해 관점의 총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리아테기는 하나의 논리가 가질 수 있는 절대적 일관성보다는 여러 

관점으로 구성되는 상대적 다양성을 추구했다. 키하노는 마리아테기가 

논리적 정합성보다는 변화하는 상황에 부합하는 ‘실효성’을 기준으로 사

상적 행보를 보였다고 말한다(Quijano LXXIV). 마리아테기는 상대주의자

이자 실용주의자였다.10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음에도 불구

하고, 마리아테기는 이러한 태도를 시사적 글쓰기 11 를 통해 의도적으로 

견지했다. 따라서 그의 저작들을 하나의 얼개로 엮어냄으로써 왜곡과 과

장의 실수를 반복하기보다는, 역동하는 현실의 시급함에 대응하는 마리

아테기의 사상적 복합성과 혼란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리아테

기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일관성은, 그의 ‘논리’가 아니라 

‘태도’에 있다. 

아우구스토 루이스 세바요스의 연구는 마르크스주의의 논리로 환원되

지 않는 마리아테기의 반(反)실증주의, 생기론vitalismo 그리고 실용주의

와 상대주의의 배경과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Zevallos). 

그는 니체, 베르그송과 소렐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Zevallos 103) 마리아

테기가 유물론과 관념론, 과학과 문학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적으

로 감정과 의지의 영역을 더 중시했다고 주장한다(105-106). 세바요스는 

마리아테기가 “권리뿐만이 아닌 감정으로 단결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10 상대주의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을 의심하는 태도이고, 실
용주의는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대적인 믿음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입장으
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논문의 3.3장 참조. 
11 마리아테기의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에세이ensayo 장르로 분류된다. 이 논문의 
3.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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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느낌의 주체sujeto sintiente’”(Zevallos 107)를 찾아가는 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고 말한다. 마리아테기가 서구의 근대가 만들어낸 합리성

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대안을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세바

요스는 그가 근대성의 틀 내에서 근대 너머를 사유했던 사상가라고 평가

한다(107). 마찬가지로 마리아테기가 소렐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은 근대

적 사상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세바요스의 말

대로, 마리아테기는 이 이념에 “과도하게 지워진 이성과 과학의 무게를 

덜어냄으로써”(107) 유물론적 결정론에 갇히지 않는 “집단적 주관성”(108)

을 추구했다. 

페루의 토지소유구조를 정치경제학의 언어로 분석한 『페루 현실에 관

한 일곱 가지 해석적 소론』을 통해 잘 드러나듯, 마리아테기의 사상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유물론의 위상을 지니고 주요한 분석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마리아테기를 마르크스주의 유물

론자로만 규정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비록 그 자신이 마르크스

주의자의 정체성을 표명하기도 하지만 12 , 그에게 마르크스주의는 현실의 

경제적 토대를 분석하는 역사적 유물론의 관점뿐만 아니라 ‘정신’의 위

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관념론의 문제의식이 종합된 것이었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과학이자, 신념이었다.  

마리아테기는 소렐의 영향으로 마르크스주의가 과학적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중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신화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소렐과 마리아테기의 관계에 주목한 우고 가르시

아 살바텍시의 연구가 유용하다(Salvattecci). 살바텍시는 자신의 연구에서 

마리아테기와 소렐의 저작을 상세히 비교하며 사상의 유사점을 설명하는 

한편, 마리아테기가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비이성적이고 본

12 “나는 나 자신이 마르크주의자임을 인정하며, 그 강령에 동의한다”(Mariátegui, 
Siete ensayos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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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적인”(50) 성향을 형성시키는 데 소렐이 영향을 주었다며 부정적인 평

가를 내린다. 이는 살바텍시가 페루의 주류 정당이 된 아프라의 사상가

로서 제도정치를 지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 살바

텍시는 “민주주의와 정치정당에 대한 소렐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소렐의] 치료법이 [민주주의라는] 병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

여주었다”고 말하며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Salvattecci 267). 이처럼 이성과 과학보다는 감정과 신화를 

중시하는 소렐의 영향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거나 주목받지 못한 데에는 

반(反)이성주의에 대한 후대 학자들의 불편함 때문이라고 하이메 한네켄

은 지적한다. 

 

마리아테기 사상의 주춧돌인 신화myth를 둘러싼 상대적인 

침묵, 특히 탈식민적postcolonial 맥락과 마리아테기 사상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에서 더 심해지는 이 침묵은 탈

식민주의postcolonialism의 지배적 독해 패러다임에 널리 퍼

져 있는 비(非)이성적 혹은 종교적인 것에 대한 불편함의 

징후로 볼 수 있다. 이 침묵으로 인해 마리아테기는 역사적 

유물론의 감각을 지니고 신비주의와는 동떨어진, 마르크스

주의적 라틴아메리카와 후기구조주의적 메트로폴리탄의 탈

식민성postcoloniality 이해를 다시 통합시키는 데 가장 적합

한 인물로 암묵적으로 제시된다. (Hanneken 2) 

 

마리아테기의 ‘비이성적 혹은 종교적인’ 측면이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한네켄의 비판은 유물론 혹은 마르크스주의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대부분의 마리아테기 연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학적’ 유물

론의 그늘에 가려진 ‘비이성적’ 관념론의 영역에 주목함으로써 마리아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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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사상적 배경을 추적하는 관점의 균형을 회복하고 그의 인디헤니스

모를 관념론과 유물론의 종합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는 

1928년에 마리아테기가 직접 출간한 그의 대표작 『페루 현실에 관한 일

곱 가지 해석적 소론』을 중심으로, 유물론과 관념론이 복합된 관점으로 

페루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자 하는 마리아테기의 지적 노력을 알아

볼 것이다. 

마리아테기의 관념론적 문제의식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은 조

르주 소렐이지만, 살바텍시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마리아테기와 소렐의 

사상적 관계가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폭력을 옹호한 소렐이 이

탈리아의 파시즘을 정당화했다는 혐의로 인해 여전히 논쟁적인 인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렐 사상의 역사적 공과를 따지는 것과 마리

아테기에게 소렐이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3장에서는『마르크스주의 옹호』를 중심

으로 마리아테기가 소렐을 통해 마르크스주의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밝힐 것이다. 

과학과 이성의 절대성을 의심하는 소렐의 관점은 문학 비평가로서 마

리아테기가 공감했던 전위주의 미학과도 공통점이 있다. 마리아테기는 

당대의 전위주의를 대표했던 초현실주의 미학이 그 내용과 기법 등 모든 

측면에서 인디헤니스모 문학의 혁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

했다. 4장은『예술가와 시대』를 중심으로 마리아테기가 전위주의 미학을 

어떻게 문학 비평의 기준으로 활용하였는지를 다루며, 5장에서는 초현실

주의를 통해 전위적 인디헤니스모 미학을 문학에서 실현한 세사르 바예

호, 가말리엘 추라타와 마리아테기의 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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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리아테기의 페루 분석과 전망 

살바텍시는 마리아테기가 현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미래의 전

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비관

주의와 낙관주의의 종합”(Salvattecci 59)을 시도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페루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페루 현실에 관한 일곱 가지 

해석적 소론』에서 우리는 비관적 유물론과 낙관적 관념론이 종합된 마리

아테기의 인디헤니스모를 확인할 수 있다. 

 

2.1 유물론적 비관: 자본주의 근대화의 불가능성 

마리아테기가 서구 문명의 발전 노선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사회주의

로의 도약을 주장한 것은 봉건성·식민성·근대성이 공존하는 페루의 기형

적 토대를 자본주의 근대화를 통해서 변혁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분석에 따른 것이다. 마리아테기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해 자본축적

이 필요하다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봉건적 대토지 

소유가 국내 기득권 세력, 외국 자본과 균형을 이루며 공고하게 유지되

고 있는 페루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길’13을 찾을 수밖에 없었

다. 다시 말해, 마리아테기는 페루에서 봉건지배의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어 자본주의의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고 보았다. 

 

[···] 근대의 대규모 사유재산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봉건적 

재산의 분할과 해체가 필요했다. 자본주의는 도시에서 일어

13  마리아테기와 마찬가지로 페루의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던 아프라는 반
제국주의를 외치며 민족 부르주아와 연대를 시도한다(Mariátegui, Ideología 89-92). 
하지만 마리아테기는 현 지배세력(전前귀족-공화파)이 부르주아의 가면을 썼을 
뿐 봉건적 토대를 혁파할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Mariátegui, Siete ensayos 40). 따
라서 마리아테기는 아프라의 타협전략이 근대화를 실천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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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현상이다. 산업 부르주아, 공장주, 상인의 정신이 함께

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장 우선적인 조치 중 하나는 봉건토

지의 해체와 토지 소유의 자유화였다. 도시의 발전은 농민

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됨으로써 이루어졌다. (Mariátegui, 

Siete ensayos 25)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로 인해 페루의 경제적 토대는 유럽과 달리 그 

시작부터 외국에 의존하는 기형적 형태로 형성된다. 외국인들은 자원의 

채굴과 수출 가능한 상품의 집중 생산을 통한 투기적 이익만을 추구할 

뿐,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페루의 봉건적 상황을 개선하

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이 주도한 구아노와 초석 채굴사

업이다. 마리아테기는 스페인 식민지배자가 페루에서 값나가는 귀금속을 

자국으로 빼돌리는 데만 신경 썼던 것처럼, 영국이 주도하는 구아노와 

초석 채굴사업 또한 마찬가지의 탐욕만을 채우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한다

(13). 광업과 달리 해안 지대에서 채집하는 것으로 충분한 구아노는 수익

성이 높은 자원이었다. 영국은 페루 정부에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구아

노와 초석 생산을 주도한다. 막대한 국가채무를 자신들이 생산해낸 국부

(國富)로 착각한 페루의 위정자들은 계획성 없이 이를 낭비했고, 결국 페

루에 남은 것은 더욱 외국에 종속된 현실이었다(19). 

 

무엇보다 구아노와 초석은 페루에서 한동안 서구 세계와 무

역을 활발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 페루는 접근하기 힘

든 지리적 위치로 인해 이미 인도–이베리아 아메리카의 다

른 국가에 뿌리내린 식민·문명화의 흐름을 끌어들일 매개체

가 없었다. 구아노와 초석을 담보로 차관을 빌림으로써, 이 

무역은 페루의 경제를 영국의 통제 아래 두게 하였고,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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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원 개발의 수단인 철도 운영권을 넘겨야만 했다. 

(Mariátegui, Siete ensayos 14) 

 

외국자본의 유입은 국내산업을 발전시키는 밑천이 되지 못하고, 국가

의 채무만 늘려갔다. 외국자본은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라는 부르주

아의 근대적 정신과 함께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이윤에 대한 열망은 자

본과 함께 페루로 들어왔으나, 진취적 근대화의 이상은 유럽을 떠난 적

이 없었다. 외국자본의 도입과 봉건성의 혁파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키하노는 페루에서 투기적 외국자본과 봉건적 대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 사이의 기묘한 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제국주의 자본에게 전(前)자본주의적 관계망은 해체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전자본주의의 상태가 

존속되는 것은 자본증식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받는 데 유용할 것이었다. 따라서 이 상태는 오래 지속

되었다. 

이렇게 독점자본과 전(前)자본은 혼합 경제의 구조 속에

서 독점자본의 지배가 더 우세한 경향을 유지하며 모순적으

로 결합하게 된다. (Quijano XIX) 

 

 전근대적 봉건지배의 형태는 가모날리스모 14의 지배 아래 반(半)노예 

상태에 있는 인디오의 노동력을 동원하기에 유리했고, 또한 봉건적 대토

14 Gamonalismo. 소수의 지주가 소유한 대토지 경작에 인디오 농민을 강제로 동
원하는 전제적 지배체제를 의미한다. 대토지소유(라티푼디스모: latifundismo)가 
경제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가모날리스모는 대토지소유와 인디오 노동력의 
강제 동원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지배 구조를 표현한다. 가모날리스모와 라티푼
디스모는 페루 봉건성의 두 축이라고 마리아테기는 설명한다(Mariátegui, Siete 
ensayo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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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은 자본의 활동무대인 도시에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자본은 이윤증대를 위해 페루의 봉건체제가 필요했다. 이렇

게 외국자본과 국내 봉건세력 간의 ‘모순적 결합’이 완성된다. 자원 수출

로 창출된 이윤은 국내 산업자본의 형성에 쓰이지 않고, 외국기업과 소

수 지배층의 창고에 축적되고 소비되었다. 국내 산업의 형성이 미약했으

므로, 유럽처럼 부르주아 계급이 등장하는 것은커녕 임노동자의 도시 집

중을 바탕으로 프롤레타리아의 연대 또한 구성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페루의 자생적 자본주의 발달 가능성을 비관한 마리아테기는 해안지대의 

도시가 아닌 고산지대의 인디오 공동체로 눈을 돌린다. 

 

2.2 관념론적 낙관: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그리고 함께 일하는 이들과도 유리된 도시 노동

자의 소외된 상태와 달리, 인디오 공동체에는 노동과 인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연대감이라는 감정이, 또한 동일한 숙명을 함께하고 있다는 숭

고함이 공유되고 있었다. 마리아테기는 인디오 집단에게서 여전히 살아 

있는 감정의 공동체를 발견한다. 

 

[···] 공동체 유산과 공동 노동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가

족들이 모인 인디오 마을일지라도, 공산주의 정신의 경험적 

표현인 협력과 연대의 습관은 여전히 끈질기고 공고하게 존

속하고 있었다. (Mariátegui, Siete ensayos 67) 

 

인디오 농민들 사이에서 공동체 의식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잉카 

시대부터 이어져 온 집단주의적 종교의 영향이다. 내세의 행복을 지향하

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과업들을 중시하며 공동 노동과 공동 소유의 집

단주의 정신을 발현하는 토착 종교의 세속성은 개인주의적이고 형이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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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서구의 종교와는 달랐다. 인디오 공동체의 종교는 연대감과 생산자

의 도덕15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현재의 삶을 중시하며 과거지상주의 

혹은 유토피아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상대주의와 실용주의의 

사상적 바탕이 될 수 있었다. 

 

잉카 종교의 근본적인 특성은 신권정치적 집단주의와 유물론

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극히 정신주의적인 힌두교 지역의 종

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타우안틴수유 사람에게는 사

실상 ‘피안(彼岸)’의 개념이 없었다는 발카르셀의 결론을 진

정 모르거나, 혹은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면 잉카에서 

형이상학이 단순하고 미약했다는 사실에 무지할 수는 없다. 

케추아16의 종교는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이전에 도덕적 법규

였다. 인도보다는 중국과 훨씬 비슷했다. 국가와 종교기구는 

절대적으로 일치했다. 즉 종교와 정치는 동일한 원칙과 권위

를 인정했다. 종교적인 것은 사회적인 것에 녹아 들어가 있

었다. (Mariátegui, Siete ensayos 135-136) 

 

마리아테기의 설명에 따르면, 잉카에서 종교는 현세의 공동체를 유지

하고 발전하기 위한 사회법규였지, 힌두교나 소승불교가 지배하는 남부

아시아 같이 개인의 열반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이 아니었다. 따라서 잉카

의 종교는 소수의 영적 해방보다는 집단의 세속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윤리로서 기능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잉카 종교의 세속성이 

15 조르주 소렐이 창안한 개념으로, 사회가 부여하는 과업을 수동적으로 수행하
는 존재가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 자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사
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정신의 상태를 의미한
다. 이 논문의 3.1.3장 참조. 
16 Quechua. 안데스 인디오의 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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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긴 유산은 공동노동의 효율성이었다. 이를 마리아테기는 대토지에 비

해 뒤떨어지지 않는 인디오 공동체의 생산량을 보여줌으로써 증명하고자 

했다. 마리아테기는 근대적 농업기술이 부재함에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

는 생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카스트로 포소의 연

구를 인용한다. 

  

[···] 접근 가능한 모든 통계수치를 고려해 보면, 공동체의 

평균 소출이 대토지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밀 생산량의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카스트로 포소는 1917~18년의 자료를 종합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1헥타르당 밀 생산량은 인디오 공동체에서 450

킬로그램, 개인 소유 토지에서 580킬로그램이다. 하지만 가

장 비옥한 토지는 지주가 점유하고 있고, [···] 부당한 세금

징수를 두려워한 나머지 공동체의 소출이 축소되어 보고된 

점을 고려하면, [···] 사실상 두 집단의 소출은 동일하다.” 

(Mariátegui, Siete ensayos 69-70) 

 

마리아테기는 도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생산량의 증가를 설명한다. 

즉, 인디오 공동체에서 공유되고 있는 생산자의 도덕이 말뿐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실체임을 주장하고 있다. 

 

페루 산악지역의 대토지 소유는 러시아 차르 시대만도 못한 

생산량에 그쳤다. 

반면 “인디오 공동체”는 발전과 변화에서 유능함을 보여 

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로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

내는 데 필요한 도덕적인 동기가 인디오 안에 살아 숨 쉬고 

 18 



있는 생산 체계로서 나타난다. 

[∙∙∙] 카스트로 포소가 다음과 같이 인디오 공동체를 묘사

한 것은 매우 적절한 관찰이다. “인디오 공동체는 지금까지 

그 어떤 사회과학이나 거대산업의 경험주의도 만족스럽게 

해결해내지 못한 두 사회경제적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하

나는 집단적 노동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계약을 실현함

에 있어 경쟁심과 동료애가 공존하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생리학적 피로를 줄이는 것이다.” (Mariátegui, Siete ensayos 70-

71) 

   

마리아테기는 이렇게 카스트로 포소의 말을 인용하며 “노동은 감정에 

의존한다”는 소렐의 주장을 되새긴다(qtd. in Mariátegui, Siete ensayos 71). 그

는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사고에서는 이러한 ‘감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

함을 지적하며, 이 감정의 공유가 연대감으로 발전하고 생산자의 도덕으

로 발현되었을 때 생산량의 증대라는 실질적인 발전을 이뤄냈다는 점을 

들어 ‘관념(감정)’과 ‘물질(생산력)’의 상호연관성을 주장한다.  

마리아테기는 이처럼 생산자의 윤리를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를 꾸린 

인디오 농민들이 사회주의 혁명의 주체로 변모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현세적이면서도 집단주의적인 그들의 종교적 감정에서 사회

주의 혁명과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이다. 서구와 달리 임노동자

로 이루어진 프롤레타리아 연대가 구성되지 않은 러시아와 중국 17 에서 

17 마리아테기의 저작에서 농민혁명을 주장했던 마오쩌둥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
는다. 마리아테기가 활동하던 1920년대 초중반에 중국은 아프라와 유사한 국민
당의 반제국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었고, 마오쩌둥의 본격적인 활동이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하노는 마오쩌둥과 마리아테기
가 봉건잔재와 제국주의를 함께 청산해야 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부르주아와의 
협력이 아닌 농민중심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
다고 설명한다(Quijano CV-CVI). 마리아테기는 1929년 국민당의 계급 연합적 노
선에 반대하는 글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3인터내셔널 회의에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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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의 움직임이 싹트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테기는 인디헤니스모야말로 

사회주의로 가는 길임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사회주의 혁명 주체로서의 

인디오에 대한 낙관적 태도는 루이스 에두아르도 발카르셀의 『안데스의 

폭풍 Tempestad en los Andes』에 마리아테기가 직접 헌사한 서문에 잘 드러

나 있다. 

 

민족의 역사에서 인디오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혁명의 원칙

은 이 책에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화가 있다. 당대의 사회주의자들을 오염시킨 하찮은 실증

주의에 맞서면서, 조르주 소렐의 위대한 영혼은 인민의 위

대한 운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화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

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것이 가장 엄격한 현실주의의 관

점에서 간과해서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투쟁의 모습임

을 잘 알고 있다. 

『안데스의 폭풍』이 도래한다. 그 목소리는 모든 지각 있

는 양심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페루를 알리는 

열정적인 예언이다. 사실로부터 예언을 이끌어내는 것인지, 

예언으로부터 사실을 만드는 것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Mariátegui, Sánchez and Castro 139-140) 

 

이 서문에서 우리는 마리아테기가 인디오의 복권(復權)과 사회주의 혁

명을 이야기하며 소렐에게 열렬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페루의 토지구조를 개혁해낼 집단주의 정신을 갖춘 인디오 공

동체가 주도하는 혁명이란, 소렐이 주창하는 ‘신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인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Mariátegui, “Punto de vista antimperialista”, Ideología 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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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마리아테기의 혁명관은 소렐에게 영향을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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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리아테기의 관념론적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마리아테기는 도덕과 종

교를 중시했다. 그는 종교를 배제하는 서구 부르주아의 공교육 체계가 

자본주의의 위기와 함께 그 역할을 다했다고 지적하며, 사회주의 혁명에

의 숭고한 감정을 일깨우는 도덕교육을 실현하는 데 종교가 필수불가결

한 요소라고 주장했다(Mariátegui, Temas de educación 24). 마리아테기는 마

르크스주의가 도덕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으며 ‘혁명적 신비주의’로서 

종교처럼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종교와 도덕을 중시하는 마리아테

기의 성향은 신앙심이 깊었던 그의 모친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마

리아테기 스스로 소렐을 통해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Salvattecci 24). 따라서 도덕과 종교라는 관념론의 주제에 마리아테기가 

주목하게 된 원인으로서 소렐의 사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3.1 마리아테기와 소렐 

서구 사회의 정신적 위기를 진단하는 『여명의 정신과 현대인의 다른 계

절들』에서 마리아테기가 자주 언급하는 단어인 “신화”(Mariátegui, El alma 

18)는 소렐에게 빌려온 것이다. 마리아테기는 신화를 기계적 유물론에 

종속되지 않고 정치와 윤리, 문학 등 이른바 상부구조의 중요성을 강조

하기 위해 사용했다.  

계몽적 이성의 산물인 민주주의와 박애주의의 타협적이고 온정주의적

인 관점에서 벗어나 계급 간 적대를 통해 모순을 직시해야 함을 주장했

던 마리아테기의 비타협적인 노선 또한 소렐의 영향이다. 마리아테기는 

적대적 폭력과 이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종교적 열정을 강조한 소렐이 

타협에 물들어갔던 사회주의 운동을 혁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마르크스를 가장 활력 있게 계승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Mariáteg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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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a 21). 

마리아테기의 마르크스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렐의 개념은 ‘생

산자의 도덕’이다. 이는 노동의 주체로서 프롤레타리아가 ‘열등한 천민들’

의 질투와 시기, 즉 ‘노예의 도덕’에 머물지 않고 노동현장에서의 연대를 

통해 같은 운명공동체임을 깨닫는 계급의식을 형성하고 사회를 변혁시킬 

‘주인의 도덕’을 갖추게 된다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니체에게서 영감을 

받아 소렐이 재구성한 생산자의 도덕은 마리아테기가 인디오 공동체를 

옹호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장에서는 소렐이 쓴『폭력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폭력과 신화, 생산자의 도덕을 설명한다. 

 

3.1.1 폭력: 타협의 거부 

소렐은 『폭력에 대한 성찰』에서 폭력violence과 무력force을 구분하는데, 

무력은 “소수가 통치하는 어떤 사회질서의 수립”을 가능케 하는 힘이며, 

폭력은 반대로 “이 사회질서의 파괴를 지향”하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242). 따라서 폭력과 무력의 구분은, 그것의 규모나 물리적 형태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행사하는 목적과 주체가 기준이 된다. 즉 

무력이 군대와 경찰 등 기득권을 유지하는 지배체제의 물리력이라면, 폭

력은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민들의 봉기 등을 통해 사회질서의 부당함에 

직접 저항하는 데서 행사되는 도덕적으로 숭고한 물리력이라고 볼 수 있

다. 

소렐은 폭력이 “계급투쟁의 노골적이고 명확한 표현일 때에만 역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128)고 말하는데, 이는 계급 간의 갈등을 일시적인 

타협으로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미이

다. 소렐은 유럽 시민들이 박애주의로 인해 “얼이 빠져 있다”(129)고 지

적한다. 그는 타협과 민주주의를 중시하며 교육이나 의회 등 국가기구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량한 나리들”(82)이라 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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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웃는다. 그는 무기력해진 의회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초기의 

진취적이고 전투적인 태도로 돌아가기 위해 폭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소렐은 이렇게 폭력을 통해 계급분리와 적대가 심화되면 자본주의의 발

전과 모순이 정점에 달하고, 그 정점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발현될 것으

로 생각했다(129-130, 138). 

살바텍시는 소렐과 마리아테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적의를 공유하고 있

었다고 말하며,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소렐에게 있어 사회주의 혁명

에 반하는 것과 같았음을 지적한다(Salvattecci 241). 마리아테기 또한 민주

주의를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의 국가체제”(Mariátegui, El alma 38)로 규정

한다. 이로부터 마리아테기와 소렐은 타협적 민주주의 기구의 해체를 추

구하는 프롤레타리아 폭력의 필요성을 발견한다. 이 부분에서 숱한 논란

을 낳았던 파시즘과의 공통점이 드러난다.  

살바텍시에 따르면, 마리아테기는 파시즘이 반동적인 운동이었다는 점

을 인정했지만 한편으로 자유주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을 추구한 

것은 훌륭하다고 평가했다(Salvattecci 143). 마리아테기는『현대의 장면』에

서 이탈리아 문필가 다눈치오와 미래주의 운동, 그리고 무솔리니와 파시

즘의 관계에 큰 관심을 보이며 “파시즘은 단순한 반동의 움직임이 아니

라, 민주주의 몰락의 징후”(Mariátegui, La escena 34)로 읽어야 한다고 말한

다. 물론 그는 파시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공산주의

와는 달리 파시즘에는 혁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시

사성과 역사성이 모두 부재한 “과거 복원 운동”이었다고 비판한다(34-37).  

마리아테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용해 대중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종

교가 되고자 했던 파시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도덕과 과학, 역사

와 현실에 대한 감각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공산주의의 “혁명적 신비주

의”(41)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력이 파시즘을 지

지하는 것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비판은 소렐의 영향을 무솔리니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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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했을 때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렐과 마리아테기에게 

폭력은 현재를 부정하고 무질서 속에 과거만을 미화하는 파시즘의 그것

이 아니라, 부정의와 불평등이라는 자본주의의 현재적 모순을 극복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미래의 신화를 실현할 숭고한 힘이었다. 

 

3.1.2 총파업: 프롤레타리아의 신화 

총파업은 계급투쟁을 통해 계급 간 갈등과 적대를 심화하는 프롤레타

리아 폭력의 실현이다. “갈등이 총파업에 다다를 정도로 증폭된다고 가정

할 때, 이 모든 적대관계들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 [···] 사회는 두 진

영으로, 하나의 전장에서 단지 두 진영으로 완벽하게 나뉜다”(조르주 소

렐 188). 하지만 “전국, 전 세계의 생산과정을 모두 중단한다”는 의미에

서 총파업은 인류 역사의 사실로서 존재한 적이 없다. 총파업은 노동운

동의 수사학이었다. 따라서 총파업의 실현 가능성을 회의하고 이를 “대

중의 몽상”으로 비판하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소렐은 말한다(176).  

하지만 소렐은 총파업이 지금까지 부재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이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과거라는 “낡은 유토피아”에 갇혀 있는 태

도라고 비판하며 미래에 대한 구상은 그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행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177).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렐은 기독교

와 프랑스 혁명의 사례를 든다. “성인들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독

교의 예언도, 인권과 박애를 외치는 프랑스 혁명의 기치도 온전히 실현

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러한 예언과 기치가 없었다면 우리가 프랑스 

혁명 혹은 기독교라 부르는 집단행동의 형성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주장

이다(178-179). 

소렐은 프랑스 혁명과 기독교, 그리고 총파업이라는 전례 없는 관념을 

사유함에 있어, 그 내용의 현실성보다는 그 관념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의 도덕적 정당성(“혁명의 교의를 담고 있는가”)과, 이를 믿음으로써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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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실천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렐은 이 관념들을 ‘신화’

라 부른다.  

 

신화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신화들을 역사의 흐름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논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오직 중요한 것은 전체로

서의 신화 자체이다. [···] 설사 혁명가들이 총파업에 대한 

환상적 청사진을 품음으로써 완전히 오판했다고 할지라도, 

그 청사진은 혁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차적 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청사진이 사회주의의 모든 열망

을 완벽하게 수용하고 나아가 다른 사고방식으로는 좀처럼 

얻기 어려웠을 정확성과 강경함을 혁명사상들 전체에 가져

다주기만 했다면 말이다. (조르주 소렐 180) 

 

소렐은 신화가 지시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설명하

지 않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대중을 투쟁하게 하는 총파업이라는 신

화의 효력이지, 현실과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게 될 계획을 미

리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살바텍시는 소렐이 “진정으로 과학적인 정치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회의적이었다”며 그가 “우리를 행동하도록 

마음먹게 하는 시(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설명한다(Salvattecci 171). 

소렐은 유토피아와 신화를 구분하는데, 유토피아가 논리적인 구성물이자 

판단 기준으로서의 ‘이념형’이라면 신화는 ‘의지와 감정의 표현’이다. 따

라서 이는 ‘시’의 직관적 언어로 그려질 수 있을 뿐, 논리적인 “논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조르주 소렐 67)이었다.  

마리아테기는『여명의 정신과 현대인의 다른 계절들』에서 부르주아 문

명이 초기의 도전적인 야망을 상실하고 허무주의에 경도되는 등 신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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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로 인한 무기력의 상태에 빠졌다고 분석한다. 

 

전쟁 이전의 달콤한 삶이 남긴 것은 니힐리즘과 회의주의뿐

이다. 이러한 회의주의와 니힐리즘의 위기로부터, 인간으로 

하여금 위험이 따르는 삶을 감수하게 만드는 신앙과 신화에 

대한 격렬하고 강력한 영속적 필요성이 생겨난다. (Mariátegui, 

El alma 18) 

 

즉, 신화를 통해 인간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

감으로써 변화를 일궈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신화가 위험한 삶, 즉 행동하

는 삶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주장은 소렐의 맥락과 정확히 일치

한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삶의 방식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숭고함’이다.  

 

총파업이란 사회주의의 모든 것이 담긴 신화, 달리 말하자

면 현대사회에 맞서서 사회주의가 벌이는 다양한 표현들에 

부합하는 모든 감정을 본능적으로 일깨울 수 있는 이미지들

의 총화이다. 파업은 프롤레타리아에게서 그들이 가진 가장 

숭고하고 가장 심원하며 가장 역동적인 감정을 일깨웠다. 

총파업은 이 감정들 모두를 하나의 조감도 안에 결집하며, 

이렇게 결집함으로써 그것들이 제각기 가장 강렬한 색채를 

띠게 된다. 개별 투쟁들의 쓰디쓴 기억에 호소하면서 총파

업은 의식에 주어진 모든 지엽적 투쟁들을 활기찬 생명력으

로 채색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언어로는 충분히 명확하

게 전달할 수 없는, 사회주의에 대한 직관을 얻는다. 요컨대 

우리는 순간적으로 포착한 전체 속에서 직관을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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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주 소렐 181) 

 

총파업이라는 사회주의의 신화가 공유됨으로써 조직되지 않은 대중은 

계급의식을 지닌 프롤레타리아로 거듭나고, 이들은 자기 집단의 신념을 

위해 폭력과 갈등,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위험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

이 소렐이 생각했던 총파업의 의미요 그 효과다. 

 

3.1.3 생산자의 도덕: 노동자로서의 긍지와 연대의식   

총파업의 신화가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열정을 프롤레타리아에게 불

어넣는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즉 숭고한 감정의 공유를 중시했다는 점

에서 소렐은 경제적 토대를 중시하는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관념론

자의 성향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경제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

요한 것은 산업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즉 “프롤레타리아의 윤리”(316)를 노동자들

에게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소렐은 의회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사회주의자들이 하나의 의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정치공학의 늪에 빠져서 더 근본적인 윤리의 문제를 도외

시했다고 비판한다. 소렐에게 중요했던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타협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는 윤리를 대중들과 함께 구성해 

내는 것이었다. 소렐은 도덕을 중시하는 자신의 관점을 “신(新)학파”로 

규정하고, 개량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을 “관변 사회주의자”로 깎아내림으

로써 차별화한다(314). 노동자의 주체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소렐과 달리, 관변 사회주의자들은 온정의 손길을 부르주아에게 구걸했

던 초기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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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초기 사회주의자들의 목적은, 상류층 인사들로 하여

금 헐벗은 계급들이라는 동정어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

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불쌍한 형제들을 위해 

얼마간 희생을 감수하도록 이끌기 위해 그들의 감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윤리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조르주 소렐 

315) 

 

소렐의 신학파는 물질적 바탕을 독점하고 있는 부르주아의 동정에 사

회모순의 해결을 기대하는 목가적인 윤리모델을 거부한다. 이러한 틀에

서 프롤레타리아는 언제까지나 부르주아에게 삶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예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렐은 도덕의 주체는 

부르주아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주인의 도

덕과 노예의 도덕을 설파했던 니체 사상의 영향이다.  

소렐은 니체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영웅적 인간들의 미덕을 

주인의 태도라고 칭송했다고 설명한다(326). 위험과 죽음을 감수하는 것

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때로는 광기에 찬 그 자유로운 영혼의 생동

(生動)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소렐은 나폴레옹과 미국 서부를 개척한 

이민자들에게서 주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327, 340). 이들에

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개인주의이다. 그들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목

적과 신념을 위해 싸웠기에 위험을 감수하는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

었다. 소렐은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지휘관들이 

펼친 전략 때문이 아니라 일반 병사들에게 고양된 개인주의 때문이었다

고 지적한다(339-340). 전투에 있어서 더 이상 말단이 아니었기에, 즉 전

쟁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역할이 엄중함을 느꼈기에 병사들은 죽음을 무

릅쓰고 싸워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소렐은 나폴레옹의 자유주의 이념

이 병사들의 감정을 움직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총파업의 신화가 프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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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아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341). “총파업은 [나폴레옹의] 

해방전쟁과 마찬가지로 봉기한 대중 속에 있는 개인주의적 힘의 가장 눈

부신 발현”이라는 것이다(342). 

부르주아와 자본가, 그리고 의회주의자들은 역사에서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노동자들이 가져다주는 물질적 풍요에 안주했다. 부르주아는 

변화를 주도하던 프랑스 혁명 초기의 명민함을 상실하고 안정만을 희구

했다. 혁명의 주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숭고함과 현실감각을 상실했다. 자

본주의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프랑스 혁

명 당시의 급진성을 발휘하지 않고 값싼 동정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소렐은 ‘선한 부르주아’에 대한 기대를 접고, 생산을 주도하며 부를 창조

하고 있는 노동자에게서 주인의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신화가 인간에게 상실된 숭고성을 회복시

켜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321). 

 

땅 밑에서, 부르주아 사상가들의 도움 없이 만들어질 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다. 탄생할 것은 미덕, 즉 부르주아 지식

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미덕, 하지만 문명을 구원할 수 

있는 미덕이다 — 르낭이 희구했던 문명의 구원, 하지만 르

낭이 속한 계급[부르주아]의 완전한 철폐를 통한 문명의 구

원 말이다. (조르주 소렐 321-322) 

 

마리아테기는 소렐과 마찬가지로 문명의 주인으로서 생산을 주도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숭고함과 미덕을 강조한다.『폭력에 대한 성찰』에 드러난 

소렐의 윤리관을 받아들인 마리아테기는 생산자의 도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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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를 시대착오적으로 반대하는 도덕

적·사이비 기독교적·인본주의적 사회주의는 몰락하고 지친 

부르주아의 수사적이고 무의미한 표현일 뿐이다. [···] 우리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뛰어넘어 새로운 사회 질서

를 구축하는 과업이 선(善)의 선지자들을 따르는 군중집단, 

즉 조직되지 않은 피억압 민중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생각

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혁명의 힘은 질투나 동정에서 나오

지 않는다. 전운이 감돌면 모든 숭고하고 영웅적인 요소들

이 숨쉬기 시작하는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자의 도덕”에 이르러야 한다. 이는 “노예의 도덕”과는 

매우 상이하다. [···] 고통과 굴종 말고는 아무런 권리와 힘

도 존재하지 않는 천민과 노예의 세계에서 새로운 문명은 

생겨날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는 도덕적이고 정의롭든, 혹은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어져 왔던 인간의 노력으로 끌어모

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임무를 깨달았을 때, 정치공학에 따르지 않고 사회계급으로

서 역사에 등장한다. 프롤레타리아의 이러한 능력은 기적의 

결과가 아니다. 경제와 생산의 영역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

으면서 성취한 것이다. 그들의 계급윤리는 이 영역에서 활

동할 힘을 불어넣는 활력과 영웅적 용기, 그리고 부르주아 

경제를 지배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의 폭에 달렸다. 

(Mariátegui, Defensa 72-73) 

 

마리아테기가 지적하듯, 생산자의 도덕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냉철하게 분석함으로써 이 경제의 토대를 구성하는 

것이 자기 계급의 노동임을 자각하고, 나아가 프롤레타리아 계급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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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라는 혁명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힘과 용기를 갖추면서 생겨나는 것

이다. 다시 말해, 생산자의 도덕이 형성된다는 것은 계급의식을 갖추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소렐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이 자본가 

계급과의 적대와 폭력을 통해 더 강화된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총파업이

라는 사회주의의 신화를 내면화하여 영웅적 개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

라고 말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나는 프롤레타리아의 폭력이 가

져다주는 감정에 의해 줄기차게 쇄신되는 총파업의 이념이 

어떤 영웅적 정신상태를 낳을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영혼

의 모든 역량이 자유롭게 운영되고 현저히 진보적인 작업장

을 실현하도록 해주는 조건들을 향하도록 해준다는 점을 보

여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총파업의 감정과 생산의 끊임없는 

진보를 자극하는 데 필요한 감정 사이에 아주 커다란 유사

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찰했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세계가 

생산자들의 윤리를 확보할 가능성을 지닌 주요 원동력을 가

지고 있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다. (조르주 소렐 351) 

 

3.2 마르크스주의 성격 논쟁 

마리아테기가 편집한 전위주의 잡지『아마우타』에 1928년부터 연재된 

동명의 기획을 뼈대로 마르크스주의 논쟁과 관련된 글을 모은 『마르크스

주의 옹호』에서 마리아테기는 마르크스주의의 윤리성을 강조하는데 대부

분의 지면을 할애한다. 그 근거로서 소렐의 사상이 활용되며, 살바텍시는 

사실상 이 책이 “소렐을 옹호한다”(Salvattecci 17)고 주장한다. 마리아테기

는 『마르크스주의 옹호』 에서 “물질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극단적 유물

론 혹은 ‘과학적 사회주의’로만 마르크스주의를 규정하는 것은 편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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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이라고 비판한다. 

 

3.2.1 과학지상주의 비판 

맥스 이스트먼은 마르크스주의가 진정한 ‘혁명의 과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헤겔과 같은 관념론자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리아테기는『마르크스주의 옹호』에서 이스트먼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인용한다. 

 

[···] 마르크스의 글은 여전히 형이상학적이고 본질주의적 

애니미즘의 성향을 갖고 있다. 마르크스는 가장 좋은 결과

를 낳을 방법을 찾기 위해 자기가 가진 재료를 조사하는 장

인과 같이 물질세계를 연구한 적이 없다. 마르크스는 관념

세계를 연구하는 성직자와 같은 태도로 물질 세계를 연구했

다. [···] 마르크스주의는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묘사하지 않았다. [···] (qtd. in Mariátegui, 

Defensa 129) 

 

이에 대해서 마리아테기는 마르크스가 헤겔과 같은 방식으로 정신을 

우위에 두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대로 정신이 인간의 뇌를 통해 해석된 

물질 세계의 반영임을 주장했다고 지적한다(130).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의식이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의

식을 규정”(49)한다고 말하며 물적 토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

를 물적 토대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들은 ‘살아 있는’ 인간의 주체적 실천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물

론자들과 견해를 달리 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포이어바흐의 유물론

이 실재하는 개별 객체로서 인간의 활동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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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비판한다(184). 그들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임을 말한

다. 다시 말해, 인간은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인 것이다.  

 

환경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유물론적 교의는, 환경이 인간

에 의해 변화되며, 교육자 자신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교의는 사회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를 다른 것 위에 놓는 결과를 초래하

는 것임에 틀림없다. 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활동 또는 자기 

변화의 일치는 오직 혁명적 실천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독일 이데올로기』 185) 

 

마르크스는『자본론』을 쓴 정치경제학자이자,『공산당 선언』을 발표한 

정치인이었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토대를 구성하는 생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인간의 집단적 실천을 모아내는 정치의 영역에도 큰 관

심을 보였다. 베네데토 크로체가 마르크스를 “프롤레타리아의 마키아벨

리”(qtd. in Mariátegui, Defensa 56)라 칭한 것은 그가 계급의식을 일깨우는 

정치의 자율성과 중요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물질과 과학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하는 이스트먼의 견해에 대해 마리

아테기는 회의적이다. 마리아테기는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분하는데, 

마르크스주의가 관찰과 분석이라는 과학의 핵심을 수용했다면, 이스트먼

의 과학주의는 물질세계의 우위와 과학의 권위만을 숭배했다. 다시 말해, 

과학주의는 현실의 현상들에 의문을 갖고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과학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활용하지 않고, 과학을 종교처럼 무비

판적으로 숭앙했다. 마리아테기에게 이스트먼의 과학주의는 그 자신이 

추구하는 ‘과학적 사회주의’와 동떨어진 것이었다. 마리아테기는 과학주

의와 실증주의, 과학과 마르크스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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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학으로서의 실증주의와 과학주의의 파멸은, 결코 마르크

스주의의 입지까지 집어삼키지 않았다. 마르크스의 정치와 

이론은 과학주의가 아니라 과학에 기초하여 확고하게 서 있

다. (Mariátegui, Defensa 46) 

 

사회주의 혁명에 필요한 것은 철학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이스트먼의 

믿음에 대해서, 마리아테기는 엠마누엘 벌의 말을 빌려 과학주의가 만연

하게 된다면 결국 혁명은 역사성과 현실성을 상실하고 “혁명의 기술”을 

정규교육의 교과과정으로 구성하여 기계적으로 세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만용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한다(Mariátegui, Defensa 130-131). 과학의 방법

론과 문제의식에는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난관을 과학의 권

위에 기대 손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소렐은 말한다. 

이는 “작업장의 정교한 기술은 전혀 모르면서 공장을 경영하고 난처한 

일이 생길 때마다 영리한 발명가들을 찾는 자본가들의 사고방식”(조르주 

소렐 198)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과학의 사고

방식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이지, 이스트먼처럼 과학을 피상적으로 신

봉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이성의 발현인 과학과 기술은 물질문명의 발전에 부정할 수 없는 

기여를 하였고, 실증주의자들은 과학을 통한 진보와 발전에 무한한 신뢰

를 보냈다. 하지만 불평등과 부정의라는 사회윤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

았고, 이성에 의해 배제된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문제들 

또한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마리아테기는 이성과 과학

으로 정신과 감정의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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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주아 문명은 신화와 신앙, 희망의 부족을 겪고 있

다. [···] 서구인들은 한동안 죽은 신들의 제단에 이성과 과

학을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성도 과학도 신화가 될 수는 없

었다. 이성과 과학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 무한한 욕구를 만

족하게 할 수 없다. [···] 오직 신화만이 자아의 심층까지 채

울 수 있는 소중한 덕목을 지닌다. (Mariátegui, El alma 23) 

 

살바텍시에 따르면, 과학과 이성의 그늘을 지적한 마리아테기의 문제

의식은 소렐의 책『진보의 허상 Les illusions du progrès』에 크게 빚지고 있

다(Salvattecci 65). 과학과 이성을 의심하고 다시 신화의 필요성을 주장하

는 소렐과 마리아테기의 주장은 실증주의가 만들어온 합리적 사고의 전

통을 배격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문제시하는 것은 이성으로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다고 믿는 오만이다. 진정한 과학과는 거리가 먼 부르

주아의 만용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마리아테기는 

생각했다. 소렐과 마리아테기는 사회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원리로서 이

성의 위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성과 과학은 인간이 참

고해야 할 다양한 요소 중 하나로서, 신화와 더불어 공존해야 했다. 

 

3.2.2 마르크스주의의 윤리성 옹호 

부르주아의 ‘진보의 신화’를 대체할 사회주의의 새로운 윤리를 주장하

는 소렐과 마리아테기의 논의는 기계적이고 실증주의적인 유물론의 틀을 

벗어나 있다. 따라서『마르크스주의 너머 Au-delà du marxisme』에서 마르크

스주의가 전적으로 합리주의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앙리 드 망의 주장은 

마리아테기에게 무지의 소치로 보였다. 

 

앙리 드 망 같은 학자들은 간략하게 마르크스주의가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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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주의의 단순한 산물이라고 비난한다. 이보다 더 경솔하

고 엉뚱한 생각은 없다. [···] 역사에서 대중 운동의 방법이자 

교의로서 작동하는 한, 마르크스주의를 단순한 하나의 과학

적 이론으로 규정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부질없는 일이다.  

(Mariátegui, Defensa 40-41) 

 

마리아테기에 따르면, 스페인의 관념론자 미겔 데 우나무노 또한 마르

크스의 사상을 물질중심주의로 오해하고 있었다(Mariátegui, Signos 118). 

실증주의의 피상적 역사관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신화와 윤리를 

통해 인간의 숭고한 감정을 복원해야 한다는 우나무노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했지만, 마리아테기는 마르크스주의를 실증주의와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다. 우나무노의 실수는 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자

의적 해석을 마르크스 사상의 본류라고 간주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마

리아테기는 지적한다(118). 그는 우나무노와 앙리 드 망 등 마르크스주의

가 좌파적 실증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마르크스의 『자본

론』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119). “흡혈귀처럼 오직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

함으로써만 활기를 띠는” (『자본론』 307) 자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 이 세상에 나온다”(1046)는 마르크스

의 비유에서 우리는 자본을 악마화하는 그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마르

크스는 이 문장의 주석에서 더닝의 글을 인용하며 높은 이윤만 주어진다

면 아동노동, 밀수나 인신매매 같은 범죄도 마다하지 않는 자본가의 태

도를 비판한다(1046). 이윤(물질)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윤리를 문제

시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테기는 아드리아노 틸게르의 글을 인용하며 

마르크스가 그저 실증주의적 경제학자가 아니라,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qtd. in Mariátegui, Signos 119-120)을 추구하는 도덕가임을 주장한다. 

마리아테기는 마르크스주의의 몰윤리성에 대한 앙리 드 망의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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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기 위해 마르크스 사상의 윤리적 바탕, 관념론과의 연결고리에 관

해 설명한다. 마리아테기는 “포이어바흐와 피히테, 헤겔 철학의 불빛 아

래 사회주의 운동을 설명했던 마르크스의 뒤를 이은 소렐이 베르그송의 

영향 아래”(Mariátegui, Defensa 43) 다시 혁명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렐은 그의 명백한 유물론적(이 용어가 관념론의 반대 개

념이라는 전제에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회주의자

보다 더 정신적 불균형을 느꼈다. 이 불균형은 자본주의 질

서에서 노동자들을 괴롭혀 왔다. 소렐은 노동자들을 경제적

으로 옹호하는 것만큼이나 노동자의 정신세계와 그 윤리적 

책임을 고민했다. (Mariátegui, Defensa 28) 

 

마르크스주의가 윤리적 함의를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앙리 드 망과 같

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지만, 마리아테기는 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앙리 드 망은 의회의 점진적 개혁을 신뢰하는 사

회민주주의의 노선을 추구했지만, 마리아테기는 소렐의 영향으로 타협보

다는 직접투쟁의 노선을 고수했다. 마리아테기는 부르주아의 선(善)과 합

리성을 신뢰하는 앙리 드 망의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를 “소부르주아의 관

념론적 모순”(63)이라 비난한다. 그는 시혜적 동정으로는 불평등의 문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심리적 기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부르주아의 박애주의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새로

운 도덕이어야 한다고 말한다(57). 마리아테기는 생산자의 도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고베티의 말을 인용한다. 

 

공장과 생산시설은 노동자의 심리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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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계급투쟁은 노동과 공장에서 시작되는 교육을 

지속하고 완성한다. 고베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장은 

사회적 이해의 공존, 즉 노동의 연대라는 정확한 비전을 제

시한다. 개인은 자신이 생산 과정의 일부임을, 자신만으로는 

불충분하지만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필수불가결한 일부

임을 느끼는 데 익숙해진다. 바로 여기에 겸손과 긍지의 완

벽한 학교가 있다. [···] 명확한 이념을 믿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능력과 정치적 투쟁을 존엄하게 실천하고자 하는 엄격

한 의지가 기독교 이후 도래한 가장 위대한 혁명의 수련과

정을 통해 태어난다” (Mariátegui, Defensa 61) 

 

잉여가치를 빼앗기는 착취의 현장이었던 공장은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을 일깨우는 교육의 현장이 된다. 집단적으로 노동하고 생활하면서 노동

자들에게 공장의 개별적 부품이 아니라 생산을 주도하는 공동체로서의 

연대의식이 생겨난다. 공장에서의 배움을 통해 노동자들은 “기독교 이후 

도래한 가장 위대한 혁명”인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공장은 프

롤레타리아를 착취와 시혜의 대상으로 격하시키는 ‘노예의 도덕’이 “겸

손과 긍지”를 부여하는 ‘주인의 도덕’으로 탈바꿈하는 공간이다. 이처럼 

마리아테기에게 마르크스주의는 기존의 객체(프롤레타리아)와 주체(부르

주아)의 윤리를 뒤집는 시도였다. 마르크스주의의 윤리의식을 설명함으

로써 마리아테기는 마르크스주의가 물질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일

부 관념론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킨다. 도덕가이자 정치경제학자였던 마리

아테기에게 유물론과 관념론의 이분법은 억지스러운 대립이었다. 그는 

우나무노의 말을 인용하며 사상의 성격은 받아들이는 주체의 태도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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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론자라 해도, 자신의 믿음을 종교적으로 신봉하고 섬긴

다면, 유물론자와 관념론자는 언어관습에 의해서만 대립하고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이미 우나무노는 유물론과 관념론의 

대립을 넘어서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에게 관념에 불과한 것이라면, 유물론은 관념론과 다를 것이 

없다”). (Mariátegui, Defensa 60) 

 

키하노는 마리아테기가 마르크스주의를 관념론으로 환원함으로써가 아

니라, 유물론과 관념론의 절대적 상호불가침성을 부정함으로써 정신의 

문제에 개입하고자 했다고 설명한다(Quijano LXV). 이처럼 굳어버린 이분

법을 거부하고 관점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마리아테기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의 상대주의를 엿볼 수 있다. 

 

3.3 절대성의 거부: 상대주의와 실용주의 

마리아테기가 소렐의 관념론적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윤리성을 옹호한 것은 유물론에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다. 마리아테기의 

관념론적 성향이 마르크스 사상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되었

다는 메세게르의 주장에 대해, 키하노는 마리아테기가 마르크스와 레닌, 

부하린과 트로츠키의 저작을 직접 인용하는 등 마르크스주의 사상사에 

무지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Quijano LXXIII). 마세오 또한 “우리 아메리

카의 누구도 [마리아테기처럼] 그렇게 조금만을 갖고 이토록 많은 것을 

해낼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관념론과 유물론이 뒤섞인 마리아테기의 

‘이단적’ 사상은 “총체화하지 않는 총체성”을 추구하기에 이론적으로 더 

풍요롭다고 말한다(Mazzeo). 마세오는 마리아테기의 비유물론적 측면을 

강조한 세바요스의 입장에 동의하며 “로고스와 신화”, 그리고 “과학과 

문학(서정)”이 마리아테기의 사상에서 상호 동등한 위상을 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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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한다(Mazzeo). 마리아테기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상대적으

로 강조되지 않았던 관념의 영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테기는 문학도 아니고 사회과학이라고도 할 수 없는 비정형의 

글쓰기 방식인 에세이ensayo18를 고집했다. 마리아테기의 대표 저작 『페루 

현실에 관한 일곱 가지 해석적 소론』 역시 제목(“Siete ensayos”)에서 드러

나듯 에세이이다. 그는 이 책의 제사(題詞)에서 니체의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 Der Wanderer und sein Schatten』를 인용한다. 

 

완결된 한 권의 책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작가의 

글은 이제 읽고 싶지 않다. 내가 읽고 싶은 것은 작가 스스

로 깨닫지 못한 채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상을 담은 책이다. 

(qtd. in Mariátegui, Siete ensayos 4) 

 

『페루 현실에 관한 일곱 가지 해석적 소론』뿐만이 아니라, 마리아테기

의 글이 대부분 호흡이 길지 않고 분절된 시사적 글쓰기였다는 점을 고

려하면, 마리아테기가 니체의 구절을 인용한 것은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변명처럼 보인다. 이러한 ‘완결되지 않은 글쓰기’, 혹은 ‘열린 글쓰기’에 

대한 옹호는 소렐에게서도 발견된다. 그는『폭력에 대한 성찰』의 서문에

18  미서전쟁(1898)에서 스페인이 패배한 후,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영향
력이 강화되자 위기를 느낀 일군의 지식인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성에 대
한 고민을 에세이를 통해 풀어낸다. 호세 엔리케 로도의『아리엘 Ariel』이 대표
적인 작품이다. 이미 19세기부터 각국의 지식인들은 인종문제와 근대화에 대한 
고민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도밍고 파우스티노 사르미엔토, 에우헤니오 
마리아 데 오스토스, 알시데스 아르게다스, 마누엘 곤살레스 프라다, 에세키엘 
마르티네스 에스트라다, 옥타비오 파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 레타마르 등의 
에세이는 라틴아메리카 지성사의 핵심축을 구성하는 참고문헌이다. 위기에 대
한 지적 반응으로서의 에세이는 20세기 초 스페인에서도 나타난다. 미겔 데 우
나무노의『기독교의 고뇌 La agonía de cristianismo』와 오르테가 이 가셋의『대중
의 반역 La rebelión de las masas』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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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한 권으로 엮어질 논문들을『사회주의 운동』에 실을 때

만 하더라도 책으로 출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나는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죽 써내려 갔습니다. (조르주 소렐 31)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에세이의 글쓰기 방식이 더 창조적일 수 있다

고 소렐은 주장한다. 학계와 어떠한 관련도 없이 독학자의 길을 걸어온 

소렐과,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마리아테기에겐 공통점이 있다. 불의

의 사고로 다리에 문제가 생겨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말년에는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했던 마리아테기는 자기 자신이 스승이었던 소렐과 마찬

가지로 어떠한 길라잡이도 존재하지 않는 독서의 흐름을 이어나갔다. 소

렐은 ‘고전’이라는 정해진 전통을 벗어난 자신의 글쓰기와 사고방식을 

다음과 같이 옹호한다. 

 

학생은 누군가 자기에게 전수해준 정식들에 더 신뢰를 갖기 

마련이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의견일수록 더 쉽사리 받

아들이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형이상학적 성찰을 자신

의 두뇌에서 밀쳐내 버리고, 사물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견해

를 굳이 원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창의력의 부재를 

마치 우월한 특성인 양 여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내가 작업하는 방식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나는 이전에 

누구에게나 들어맞도록 만들어 놓은 것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자 애쓰며 개별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정신적 노력의 산물을 

독자들에게 내놓기 때문입니다. (조르주 소렐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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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테기의 사상은 소렐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정전(正

典)을 따르고 있지 않지만, 그 표현방식 역시 과거의 방식으로 규정되기

를 거부하는 ‘이단성’을 추구하고 있다. 마리아테기는 『현대의 장면』에서 

하나의 이론에 구속되지 않는 자신의 시사적인 글쓰기가 시대를 이해하

는 입체적인 방법임을 주장한다. 

 

우리 시대의 전체 모습을 완결된 하나의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시대의 변화상을 하

나의 이론에 고정할 수는 없다. 사건별로, 다양한 면면을 살

핌으로써 탐구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상상력과 판단은 총체

적 현상의 파악에 언제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은 아마도 신문기사와 영화의 접근법일 것이다. (Mariátegui, 

La escena 11) 

 

우리의 시각이 ‘영화적’이어야 한다는 마리아테기의 말에서 이 책의 

제목인 ‘장면escena’이 영상에서 영감을 얻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정된 

구도에 박제되지 않고 변화하는 역동을 보여주는 입체적 영상은, 마리아

테기에게 단순한 즐거움의 기제가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는 방법론의 방

향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마리아테기가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이

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환원시켜버리는 완

결된 이론이 아니다. 마리아테기는 윤리적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관

념론과 현실의 토대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주의 과학의 방법론을 차용하

는 유물론의 특성이 마르크스주의에 모두 녹아있음을 주장하면서 하나의 

이론이 갖는 고정성과 절대성을 거부한다. 이러한 마리아테기의 상대주

의적 관점은 요동치는 20세기 초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유용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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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받아들이는 실용주의적 태도라 할 수 있으며, 자기 이론의 절대성

을 고수하지 않는 겸손함이라 평가할 수 있다. 마리아테기는 진실의 상

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의 철학은 실증주의의 시시한 구조물을 제거했다. 이로

써 이성의 초라한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신화와 행동

의 현재적 이론이 창안되기에 이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절

대적인 진실을 찾는 것은 무의미하다. 오늘의 진실이 내일

의 진실인 것은 아니다. 하나의 진실은 그 시대에만 유효하

다. 우리는 상대적인 진실에 만족해야 한다. (Mariátegui, El 

alma 26) 

 

마리아테기는 언제나 당대, 즉 각각의 시대에 부합하는 진실과 신화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리아테기의 관점에서 어떤 주장이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절대적 진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개인 혹은 집단의 실제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다. 

따라서 관념론이든 유물론이든 어떠한 주장은, 진실성이 아닌 유용성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마리아테기에게는 오늘의 실천을 만들어가는 

데 유용한, 상대적으로 옳은 사상이 있을 뿐이다.  

세바요스는 마리아테기가 윌리엄 제임스의 서적을 탐독하는 등 미국의 

실용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한다(Zevallos 103-104). 『마르크스

주의 옹호』에서 마리아테기는 소렐을 평가하며 그가 실용주의를 수용함

으로써 사회주의를 혁신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천의 동학에 관

심을 둔다는 점에서 실용주의는 현실의 변혁을 추구하는 혁명의 사상과 

무관하지 않았다. 마리아테기의 다음 말에서 상대주의와 실용주의의 관

계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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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는 본질적으로 상대주의적이고 회의적인 유파로서 

인간을 효과적으로 실천에 이끈다. 『‘마치 ~인 것처럼’의 철

학』의 저자 한스 바이힝거가 바로 이러한 실용주의자로 분

류된다. 이 독일 철학자에게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

는다. 그러나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상대적인 진실이 있다. [···]  

실용주의 철학은 행동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오직 

절대성을 거부하고자 할 뿐이다. 실용주의는 인류 역사에서 

상대적 진리와 각 시대의 일시적 신화가 영원한 절대적 진

실의 가치와 효력을 지님을 인정한다. 이 철학은 신화의 필

요성과 믿음의 유용성을 선언하고 공고히 한다. (Mariátegui, 

El alma 36-37) 

 

절대성을 거부하는 마리아테기의 태도는 부르주아 몰락의 징후인 회의

주의 혹은 허무주의와는 다르다.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는 대신, 마리아테

기는 시대의 상대적 진리를 통해 실천을 추구한다. 절대적인 것을 맹목

적으로 신봉하거나, 혹은 반대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기력에 빠지는 

부르주아의 극단에 맞서, 마리아테기는 비록 오류가 있을지라도 오늘의 

실천을 만들어간다. 따라서 마리아테기 사상의 복합성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그의 실용주의와 상대주의적 태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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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위주의의 근대이성 비판 수용 

과학과 이성을 절대시하는 실증주의적 진보에 대한 회의를 소렐로부

터 물려받은 마리아테기는 상대적 믿음의 영역인 감정에 주목하게 된다. 

근대이성이 억압했던 무의식의 영역을 발견한 정신분석학과, 이에 영감

을 받아 자아의 심층을 예술로 표현한 전위주의를 통해 마리아테기는 미

추(美醜)가 공존하는 인간 내면의 복합성을 주장한다. 

 

4.1『아마우타』의 신인류 

마리아테기는 1923년 유럽에서 페루로 돌아와 1926년 전위주의 문예지 

『아마우타』를 창간한다. 그는 창간사(Mariátegui, “Presentación de ‘Amauta’”)

에서 정신의 양식이 될 “교리의dogmático” 문제를 경시하지 않으면서 

“과학적” 관점으로 물질적 토대를 분석할 것이라며 이 잡지가 관념론과 

유물론이 종합된 총체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음을 밝힌다. 

마리아테기는 인디오와 잉카제국의 문화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기 위해

“스승”을 뜻하는 토착어 “아마우타”를 잡지의 이름으로 택했다고 설명한

다. 하지만 “항상 세계라는 전망 속에서 페루를 고려할 것”이라며, 과거 

지상주의와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 

『아마우타』는 인디오를 향수(鄕愁)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인디오는 과거 회귀의 매개체가 아니라 현대사의 전위이다. 창간호에 그 

일부가 실린  『안데스의 폭풍』에서, 우리는 인디헤니스모가 주창하는 새로

운 문화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19 발카르셀은 이미 “완전히 사라져버

린 체제”인 “잉카제국의 부활”을 실현함으로써가 아니라,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을 종합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인간”이 탄생한다고 주장

19  마리아테기는 이 작품의 서문에서 발카르셀의 인디헤니스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이 논문의 2.2장 마지막 문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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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Valcárcel 22). 그는 인디오가 스페인의 침략 등 그 어떤 재앙 속에서

도 자신의 문화를 유지해왔기에, “유럽의 복식을 갖추고 영어로 말하며 

서구를 사유한다 해도, 자기 고유의 정신을 잃지 않는다”(21)고 주장한다. 

또한, “서양과 동양이 조화를 이룰 것”(23)이라며 아메리카의 인디오가 유

럽의 사상을 전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아마우타』가 주목하는 서구의 유산은 과학만이 아니다. 정신분

석학과 전위주의는 근대이성에 대한 서구 지식인들의 자기반성을 보여주

었다. 19세기를 이끌었던 부르주아가 만들어낸 서구 문명의 실증주의는 

인간의 주관적 감정, 즉 무의식의 존재를 부정했다. 프로이트는 신경증을 

분석함으로써 무의식을 억압하는 것이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성(性)이라는 ‘천박한’ 본능을 인정할 수 없었던 서구 

부르주아는 정신분석학을 가리켜 “문명의 적(敵)” 혹은 “공공의 위험”이

라고 비난한다(Freud 11). 하지만 마리아테기는 프로이트의 진단이 서구 

물질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우타』의 창간호에 그의 글을 담았다. 

마리아테기는 실증주의를 신봉했던 서구의 정신적 위기를 지적한 슈펭

글러의 『서구의 몰락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에 깊이 공감했다

(Quijano XLIV; Flores Galindo 60). 발카르셀 또한 자신의 작품에 슈펭글러

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한다. “사회는 서양의 정신[이성]으로부터 나

타났지만, 인민은 대지의 영혼[감정]과 함께 살아갔다. 이해와 소통이 부

재했던 두 세계는 서로를 용서하지 않았다”(qtd. in Valcárcel 23). 따라서 서

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체의 과업은 이성과 감정, 정신

과 육체를 인위적으로 갈라놓았던 근대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아의 경계 밖으로 추방되었던 무의식과 감정

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아야 했다. 새로운 주체는 이 미지의 영역을 파

고 들어갈 용기를 갖춘 자이다. 알랭 바디우의 말대로, “두려움을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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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음을 들뜨게 하고 치명적이면서도 창조적이며”, “선과 악을 넘어서 

있는” 이 미지의 영역을 “실재”로, 그리고 이를 직면하고자 하는 용기를 

“실재에 대한 열정”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알랭 바디우 68).  

마리아테기는 객관적 관찰을 통해 사물의 특징을 규정하여 각각의 경

계를 명시하는 서구의 백과사전적 지식체계와 달리, 모든 존재가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인디오 공동체의 범신론 속에서 ‘실재에 

대한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구 문명을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적 사회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실체로서 인디오 

공동체를 제시한다. 

『아마우타』는 프로이트의 문제의식을 예술로 표현하는 전위주의의 품

속에서 세계적 신인류가 나타날 것임을 천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구시대의 예술은 실증주의 미학의 산물인 자연주의이다. 

이 ‘가짜 사실주의’의 종말을 선언하기 위해, 마리아테기는 에밀 졸라를 

『예술가와 시대』의 법정에 세운다. 

 

4.2 자연주의 비판 

마리아테기는 에밀 졸라의 자연주의 문학을 ‘부르주아의 사실주의’라

고 평가하며 객관적 묘사의 권위를 가장하여 현실을 피상적으로 그려내

는 데 그쳤다고 비판한다. 그는 오히려 이전 시대의 작가이자 낭만주의

와 사실주의의 경계에 있었던 스탕달의 문학이 더 깊게 사회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에밀 졸라는 프랑스 소부르주아지의 승화를 대변한다. 이 

소부르주아지는 이미 진실과 정의에 열광하지 못한다. [···] 

[···] 나는 ‘자연주의’가 주장하는 강고하고 절대적인 인간

성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고자 한다. 당대의 이탈리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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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고 통찰력 있게 그려냄에 있어 졸라의 소설『로마』는 

예컨대 다른 시대의 이탈리아를 그린 스탕달의 『파르마의 

수도원』보다 못하다. 스탕달의 인물들은 졸라의 인물들보다 

사회와 시대를 더 깊고 치열하게 그려낸다.『로마』는 관광객

의 피상적 관점에서 쓰인 대중소설일 뿐이다. 따라서 자연

주의 기법이 꼭 진실의 척도인 것은 아니다. (Mariátegui, El 

artista 157) 

 

마리아테기가 에밀 졸라의 자연주의 문학을 비판한 것은 사실주의의 

기획 자체에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예술과 현실이 분리

될 수 없으므로 문학은 시대를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아탑에 올라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의 귀족적인 문학으로 회귀하

고자 하는 경향에 더 비판적이었다. 문제는 에밀 졸라의 문학이 사실주

의의 외피로 내용의 편향성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마리아테기

는 졸라가 사실주의의 객관적인 묘사를 흉내 내고 있으나, 실제로는 작

가가 설정한 ‘선(善)과 미덕’에 부합하는 특정 인물을 이상화하고, 독자

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작중 상황을 과장하는 등 대중영합주의populismo

의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고 비판한다. 

 

부르주아의 가짜 사실주의는(에밀 졸라도 여기에 속한다) 

선과 미덕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이상화하여 독자들이 익숙

해지도록 했다.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이 화해할 수 없고 절

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부르주아 사실주의 문학은 

양립할 수 없는 이 낭만주의의 정신을 버리지 않았다. 부르

주아 사실주의는 기법과 장식, 의상만을 혁신했을 뿐이다. 

역사, 철학, 정치의 모든 영역에서 부르주아는 사실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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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sta가 되기를 거부해왔다. 자신들의 동기와 목적을 가장

하거나 이상화하려는 원칙과 습관을 고수했기에, 문학에서 

이들은 사실주의자가 될 수 없었다. (Mariátegui, El alma 197) 

 

자연주의가 현실을 자연현상처럼 관찰하며 중립의 관점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마리아테기에게 에밀 졸라의 문학은 사실 ‘선한 소부르주아 지

식인’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졸라는 세속의 삶을 자세히 묘

사한다. 하지만 졸라가 한 일은 여기까지다. 독자는 이를 읽음으로써 등

장인물에 대한 동정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숙고할 여지는 없다. 졸

라의 소설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모두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원래부터 

그러한’ 것처럼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두고 마리아테기

는 에밀 졸라가 자신이 속한 부르주아 계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비판한다. 

 

에밀 졸라는 대중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그는 사회주의를 대중을 숭배하는 

박애주의적이고, 감상적이며, 지극히 낭만주의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영웅적이고 활력 넘치는 사회주의를 사유

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근본적으로 동떨어진 인식이었다. 

(Mariátegui, El artista 157) 

 

마리아테기는 자연주의 사조의 등장을 자본주의 체제가 정착되어가는 

프랑스 사회의 변화와 연결한다. 자본주의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계급 간의 갈등이 아닌, 타협이었다.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을 의회 구성원

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거리의 투쟁보다는 의회의 정치가 더 중요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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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 시기였다. 마리아테기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의 타협 성향이 보인

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자연주의 사조를 겨냥한 것이었다. “노동자, 가게

의 점원, 아파트 관리인”(Mariátegui, El artista 32) 등 기성 소설에서 묘사

되지 않던 인물들을 그려내며 서사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확장’을 추구

하는 자연주의의 목표가 사회민주주의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의 타협적 경향에 부정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리아테

기는 자연주의 문학에 대해서도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자연주의 문학

은 부르주아의 계급적 이해(利害)를 ‘자연’ 혹은 ‘객관’이라는 이름 뒤에 

감추고 그간 문학에서 배제되었던 계층의 인물들을 묘사하는 것으로써 

대중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대중영합주의에 불과했다(32). 

반면 “프롤레타리아의 숭고함”(Mariátegui, El alma 198)을 그려낸 작품인 

『시멘트 Cemento』의 작가, 글라트코프에게 마리아테기는 지지를 표한다. 

버려진 시멘트공장을 재건하는 과정을 다룬 이 작품은, 혁명의 명암을 

가감 없이 그려냈다. 그래서 마리아테기는 글라트코프가 졸라와 달리 

‘진정한 사실주의자’라고 말한다. 

 

『시멘트』는 선동을 위한 작품이 아니다. 사실주의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글라트코프는 대중을 혁명에 따르게끔 하기 위

해 러시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든 아니든 “혁명의 웃는 얼

굴”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기대에 맞춰 독자를 유혹하는 시

도를 철저히 거부한다. (Mariátegui, El alma 196-197) 

 

마리아테기는 ‘승리의 드라마’를 낭만적으로 과장하지 않고 ‘패배의 일

상’을 묵묵히 그려낼 수 있는, 외부의 기대와 내면의 욕망 속에서 균형

을 잡을 수 있는 작가만이 사실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시멘트』

는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실패와 모순 속에서도 변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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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인간의 ‘숭고함’을 비극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그의 기준에 

부합하는 훌륭한 사실주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비극이 상존하는 현실의 의미를 모르는 에밀 졸라의 자연주의

는 ‘인간적’20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

좁은 카메라 앵글에 취사선택된 장면임을 모르는 순진함, 혹은 그것을 

숨기려 하는 음흉함도 ‘인간적’이었다. 숨기고 부정하기보다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감정을 격화시키는 것이 차라리 더 객관적일 수 있다. 여기에 

다양한 주관적 시점을 보탠다면 ‘예술의 비(非)인간화’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주의는 ‘서술하는 인간의 객관성’을 

지나치게 신뢰함으로써 ‘예술의 재(再)인간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에밀 졸라의 이름은 다시 프랑스 문학 논쟁의 상징이 되었

다. 1900년 세대21의 문학 흐름에 의해 가라앉았던 자연주의

가 다시 부상해서 예술의 재인간화를 알린다. (Mariátegui, El 

artista 153) 

 

오르테가 이 가셋은 수많은 주관성의 교차를 통해 사실주의의 ‘인간적

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 주장을 마리아테기가 참고했음을 전제

한다면, 그의 사실주의 이해가 객관성을 신뢰하는 자연주의자들의 그것

과는 달랐음을 추론할 수 있다. 모든 이들에게 당파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중립’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관념이었고, ‘객관성’ 또한 인간 이성

의 절대성에 대한 신뢰를 전제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다. 마

20 오르테가 이 가셋은 예술을 “비인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시각
에 보이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사실주의의 기획이 인간의 착각
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qtd. in 마테이 칼리니스쿠, 155-156).  
21 오르테가 이 가셋을 필두로 20세기 초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스페인의 전위주
의 지식인 집단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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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테기에게 사실주의는 각자의 당파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상대적인 진

실의 추구였다. 따라서 ‘어떤’ 사실주의인지, ‘무엇’을 추구하고 ‘누구’에 

의해 실천되는 사실주의인지를 알 수 있는 상태에서야 비로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 수식어를 통해 그 지향이 분명히 드러나는 글라트코프

의 ‘프롤레타리아’ 사실주의와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에 마리아테

기가 공감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한 자연주의의 ‘권위적 사기’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4.3 초현실주의와 정신분석학: 세속의 무의식으로 

초현실주의자들은 비현실적인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리아테기가 이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분석학의 영향

이다. 그는 당대의 문학에서 프로이트의 영향을 잘 볼 수 있는 사례로 

프랑스의 마르셀 프루스트와 이탈리아의 루이지 피란델로를 언급한다. 

마리아테기는 『예술가와 시대』에서 자크 리비에르의 비평을 인용하면서 

프루스트가 본능적으로 정신분석학의 방법론을 자신의 작품에 적용했고, 

인물을 설명함에 있어 처음으로 성(性)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

명한다. 무엇보다 프루스트와 프로이트는 “자아에 대한 불신”을 보인다

는 점에서 유사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Mariátegui, El artista 40). 마리아테

기는 피란델로의 경우 정신분석학의 영향이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를 증명하고자 그는 피란델로의 작품 『각자 자신의 방식으

로 Ciascuno al suo modo』의 일부를 직접 인용한다.  

 

[···] 화목한 부부가 사는 가정과 같은 의식(意識) 바깥에 수

없이 존재하는, 내면의 부정하고픈 또 다른 영혼들과 우리

는 끝없이 불륜 관계를 맺고 있어. 이 영혼들은 저 아래 우

리 존재의 지하에 떨어져 있고, 이 심연으로부터 우리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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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싶지 않은 생각과 행동들이 태어나지. [···] 너는 지

금, 네가 발견해낸 이 비천한 생각들을 거부하고 있어. 하지

만 똑똑히 봐. 이게 네가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qtd. in 

Mariátegui, El artista 39) 

 

마리아테기는 피란델로의 입을 빌려 ‘부정하고 싶은 비천한 생각’, 즉 

무의식의 영역이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해

야 한다고 말한다. 예술가는 고매한 상아탑에서 내려와 우리의 존재와 

사회의 이면에 있는 비루한 측면들을 노래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무의

식을 추방한 ‘원죄’를 가진 이성의 힘을 빌려 혼자만의 관점으로 현실을 

재현하고자 해선 안 된다. 마리아테기는 오늘날의 연극이 현실을 미화하

지 않는, “다중의 합창”으로 재현되는 비극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상연의 

공간은 아름답게 치장된 무대가 아니라, 고통과 기쁨, 선과 악이 공존하

는 거리여야 한다. 그는 피란델로의 작품에서 이러한 지향점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인간적 드라마는 그리스의 비극과 같은 다중의 합창

이다. 피란델로의 작품에서 등장인물 중 하나는 거리이다. 

피란델로 작품의 3막 모두에서 우리는 거리의 소문과 절규

를 들을 수 있다. 사방에 뻗어있는 이 ‘거리’라는 익명의 등

장인물은 상아탑과 그곳에 거주하는 창백한 성직자에게 경

멸과 무시의 대상이다. 우리는 이 거리를 세속의 대중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거리에서 삶이, 고통과 기쁨이, 선

과 악이 요동친다. (Mariátegui, El artista 29) 

 

파블로 네루다가 “비순수시 poesía sin pureza”를 천명하며 “작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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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queño dios”의 위치에서 시인들을 흙먼지 이는 지상으로 끌어내리고 곳

곳이 얼룩진 거리에서 다른 이들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현실을 노래하듯, 

또 니카노르 파라가 “반시(反詩: antipoesía)”를 통해 익명의 목소리로 거

리의 언어를 읊조리듯, 마리아테기는 거리에 천착한다. 그는 앙드레 브르

통의 작품『나쟈 Nadja』에서도 거리의 미학을 읽어낸다. 

 

나쟈는 거리에서만 만날 수 있다. 다른 공간에서는, 그림자

로 인해 그녀의 존재가 가려질 것이다. 그녀와의 만남은 반

드시 상점, 카페, 극장, 살롱에 대한 기억과 결부되지 않아

야 한다. 그녀만의 특별한, 그 순수하고 투명한 느낌은 거리

로부터 온 것이다.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거리의 보도에서, 

그녀만의 확고한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Mariátegui, El artista 180) 

 

피란델로와 프루스트, 프로이트의 문제의식과 마찬가지로, 초현실주의

는 거리가 상징하는 속된 인간의 모습, 부르주아 사실주의의 미학이 거

부했던 사회의 이면을 바라봄으로써 미학의 관점을 확장한다. 의식과 무

의식이 갈등하고 요동치는 인간의 내면과, 모순으로 얼룩진 사회의 구조

를 바라봄으로써 자연주의로 상징되는 부르주아 사실주의의 한계를 극복

하고 마리아테기가 ‘진정한 사실주의’라 명명한 영역으로 다가선 것이다. 

 

4.4 미래주의와 초현실주의: 미학에서 정치로 

미래주의와 초현실주의는 자연주의의 재현 전통을 거부하는 전위적 미

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시작점이 같지만, 종국에는 파시즘과 마르크

스주의라는 양극단의 사상과 각각 연대하며 방향을 달리하게 된다. 하지

만 마리아테기는 이를 우연이나 모순으로 보지 않았다. 파시즘과 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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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주의가 우파와 좌파라는 정치적 지향으로 나뉘지만, ‘근대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래주의와 

초현실주의는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불안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태도를 구성하는 현상

이다. 이 감정은 더 깊은 사유를 촉발하거나, 우리를 잘못된 

생각으로 이끌 수 있다.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도, 자신의 힘

으로 현실을 탐구하는 이들도 이러한 ‘현대의 불안’ 안에서 

동요한다. 앙드레 브르통과 그의 ‘초현실주의 혁명’ 동지들

의 마르크스주의, 막스 자콥의 가톨릭주의는 모두 같은 선

상에서 ‘현대의 불안’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볼셰비즘과 마

찬가지로, 파시즘 또한 이러한 불안 속에서 ‘새로운 정신’을 

재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Mariátegui, El artista 29-30) 

 

미래주의와 초현실주의의 차이, 그리고 파시즘과 마르크스주의의 차이

는 문제의식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의 발전과정에서 드러난다. 

마리아테기는 미래주의가 파시즘에 경도된 것은 정치와 경제에 대한 논

의가 부재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미래주의자들이 미학

과 수사학에 갇혀 있기보다는 현실정치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풀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위대한 예술가일수록 정치와 현실에 대해 더 

깊이 사유했음을 지적하며 마리아테기는 바이런, 빅토르 위고, 버나드 쇼, 

다눈치오를 예로 든다(58).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다. 

마리아테기는 오히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예술가들만의’ 정

치를 하려 했을 때 발생한다.  

 

예술가가 정치적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마리네티의 생각은 

 56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가 즉흥적인 탁상공론으로 

정치적 신조를 만드는 예술가 위원회를 제안한 것은 비웃음 

받아 마땅하다. 예술가의 정치적 이념은 미학자들의 논의수

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정치이념은 생명과 감정, 인간애와 

진실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그것은 인공적이고 문학적인, 

가공의 개념이어서는 안 된다. (Mariátegui, El artista 58) 

 

자신의 미학을 정치의 영역에까지 그대로 확장하는 미래주의가 아니

라, 마르크스의 사상으로 여백을 채우는 초현실주의를 통해 마리아테기

가 예술과 정치의 경계를 허물 수 있었다는 살리나스의 지적은 옳다

(Salinas). 초현실주의는 예술가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스스로의 미학을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 보편으로 간주하지 않고 마르크스주

의에 그 역할을 양보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정치에 한발 더 다가선다. 

자신들의 수사학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에 미래주의자들이 갇혀있는 동

안, 초현실주의자들은 현실의 구체적인 사회운동과 대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은 미래주의와 매우 다른 

태도를 보였다. 초현실주의적 정치 사업에 착수하는 대신, 

그들은 현존하는 구체적인 혁명의 계획,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마르크스주의 노선을 수용한다. 그들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영역에서 오직 마르크스주의 운동만의 가

치를 인정한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정치를 예술의 입맛과 규

범에 맞추지 않았다. (Mariátegui, El artista 47) 

 

이렇게 마르크스주의와 결합하는 초현실주의의 정치성은 마리아테기가 

수많은 전위주의 사조 중 초현실주의를 가장 성숙한 것으로 평가했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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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되었다. ‘부르주아 근대 사회에 대한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초현실

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같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기에, 두 사상의 결

합은 마리아테기에게 모순점이 없는 자연스러운 연결이었다. 

마리아테기가 “경제적 토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기계적 

유물론과, 미학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고자 했던 미래주의를 비판한 것은 

모두 ‘결정론적 시각에 대한 거부’라는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다. 그는 

사상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언제나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생각했다. 전위

주의 또한 마찬가지였다. 마리아테기의 말대로, 유희로 시작되는 다다이

즘의 ‘유아기’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자각하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초현실주의의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위주의는 변모해온 것이다. 

 

초현실주의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다. 다다는 유아기에 붙

여진 그의 이름이다. 그의 성장 과정을 계속 따라가 보면, 

사춘기의 혼란을 마주하게 된다.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정

치적 책임감과 시민의 의무를 느낀다. 그렇게 그는 정당에 

가입하고, 하나의 신조를 따르게 된다. (Mariátegui, El artista 

47) 

 

미학에 박제된 미래주의, 정치에 천착한 스탈린주의와 달리 경계를 넘

어서는 초현실주의의 성장 과정은 마리아테기가 인디헤니스모를 형성함

에 있어 큰 영향을 주었다.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한편, 전통 미학과

의 단절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마리아테기의 인디헤니스모를 페루의 전위

주의 혹은 초현실주의 운동이라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마리아테기의 인디헤니스모가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과거(자연주의/

식민주의)의 전통을 극복하고 현재(전위주의)를 직시하며 미래(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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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하는 사상적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59 



5. 인디헤니스모 미학의 형성 

마리아테기는 전위주의와 인디헤니스모로부터 ‘서구 근대에 대한 반성

과 대안’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한다. 피란델로와 브르통이 상아탑을 거부

하고 거리에서 예술적 영감을 얻은 것처럼, 바예호와 추라타도 “문자도

시 ciudad letrada”에서 벗어나 토착의 구술언어를 작품에 활용했다. 과거

의 복원보다는 현재의 변화를 추구하며, 혁신적 기법으로 토착의 감성을 

드러내는 이들의 문학에서 마리아테기는 새로운 민족문학, 즉 인디헤나 

문학의 맹아를 발견한다. 

 

5.1 인디헤니스타 문학에서 인디헤나 문학으로 

마리아테기는『잉카 왕실의 연대기 Comentarios reales de los Incas』의 저

자 잉카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를 “진정한 첫 페루인”(Mariátegui, Siete 

ensayos 198)이라 평가하며 그의 문학에서 인디헤니스모의 뿌리를 찾는다. 

잉카 가르실라소가 활동하던 16~17세기에 페루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

었고, 소수의 백인 식자층이 스페인의 문학 전통을 답습하고 있었다. 스

페인 정복자였던 아버지와 잉카의 공주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잉

카 가르실라소는 케추아어 22와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사용자로서, 스페인의 영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인디오의 언어와 문화

를 중시하는 페루 민족 문학의 새로운 서사시를 창작해 냈다고 마리아테

기는 평가한다(197-199). 

독립 이후에도 스페인의 문학을 모방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페루에

서 잉카 가르실라소는 예외적인 인물이었다. 마리아테기는 페루 문학의 

보수성은 작가들 개인의 성향만이 원인이라 볼 수 없으며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22 아이마라어와 함께 안데스 지방 인디오의 토착어로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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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átegui, Siete ensayos 199-201). 당시 접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알파

벳으로 쓰인 유럽의 고전이었기 때문에, 잉카의 토착문화에 문필가들이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리아테기는 마누엘 곤살레스 프라다를 “식민시기에서 세계주의

cosmopolitismo의 시기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페루 문학의 선구

자”(212)라고 평가한다. 비록 곤살레스 프라다가 페루의 현실을 구체적인 

언어로 분석하고 묘사하기보다는 추상적인 수사로 식자층을 고발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기존의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일반 

대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했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이 선구적이었다고 

마리아테기는 평가한다(212-218). 

곤살레스 프라다 이후 인디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이들은 메스

티소 지식인들이었다. 교육에서 소외된 채 빈곤한 삶을 벗어날 수 없었

던 인디오 공동체에서 식자층이 생겨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사자

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었던 메스티소의 문학은 아무리 인디오를 다루

고 있다고 해도, 기성 예술과 마찬가지로 ‘온정주의적 대상화’라는 한계

를 극복할 수 없었다. 마리아테기는 이러한 사조를 ‘인디헤니스타 문학’

이라 규정하며 궁극적 목표인 ‘인디헤나 문학’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인디헤니스타 문학은 우리에게 인디오의 진실을 그대로 관

찰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지 않는다. 인디헤니스타 문학

은 인디오의 특정 측면을 부각하고 이상화해야만 한다. 인

디오의 고유한 정신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도 없다. 아직 인

디헤니스타 문학은 메스티소의 문학이다. 그래서 인디헤나 

문학이 아니라, 인디헤니스타 문학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인디헤나 문학이 도래해야만 한다면, 그 시점은 인디오 자

신이 고유의 문학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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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Mariátegui, Siete ensayos 283) 

 

인디헤나 문학은 인디오 집단을 과거로부터 복원시켜야만 하는 재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23  이 새로운 민족 문학이 상정하는 인디오는 

‘순간의 실재’를 살아가는 현재의 주체이다. 마리아테기는 원초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이국 취향과 인디헤나 문학을 구분한다. 과거의 ‘야만’을 여

전히 간직하고 있는 존재들을 미화하는, 즉 과거에 대한 낭만적 희구라

는 점에서 이국 취향은 전위주의의 문제의식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인디헤니스모는 문학적 사유도 낭만적인 취미도 아니다. 다

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잉카제국과 그의 호화로움을 지루하

게 옹호하는 것은 인디헤니스모가 아니다. 혁명적 인디헤니

스타들은 과거의 잉카에 대한 관념적 사랑 대신 오늘날의 

인디오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연대를 선언한다.  

인디헤니스모는 이상주의적 과거 복원을 꿈꾸지 않는다. 

과거를 뿌리로 인식할 뿐, 현재의 계획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 인디헤니스모의 역사인식은 현실주의적이며 근대적이다. 

지난 사백 년 동안 페루와 세계의 현실 속에서 변화해온 역

사적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Mariátegui, 

Peruanicemos 100) 

 

마리아테기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뿌리박고 있는 인디헤니스모의 현실

성을 거듭 강조한다. 또한, 그에게 인디헤니스모는 하나의 민족, 한 지역

23  비키 운루는 전위주의가 재현의 관습에 저항하고 “대체물이 아니라 실재 그 
자체”를 원한다고 설명한다(Unruh 51-54). 마리아테기 또한 이에 공감하여 문자
를 통한 재현보다는 감각과 무의식을 자극하는 예술들에 관심을 가졌다. 채플린
의 무성영화와 피란델로의 연극이 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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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마리아테기는 인디오와 페루의 

현실을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유했다. 유럽의 영향은 식민 지배의 

역사로부터 지속되어온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페루의 현실은 민족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럽으로부

터 단절되어 있고 독립적이지 않다. 현대의 페루는 서구 문

명의 궤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페루의 독자적인 현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광대한 세계의 현실로부터 분열되

는 것일 뿐이다. (Mariátegui, Peruanicemos 36) 

 

따라서 유럽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내세우는 것은 마

리아테기의 입장에서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주장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테기가 유럽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할 것을 강변했던 것은 아니다. 

전위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가져다준 근대 유럽의 모순에 대한 인식으로

부터, 마리아테기는 유럽을 모방하는 서구 근대화 모델에서 한발 더 나

아가 근대를 극복하는 페루만의 방법론을 모색했다.  

마리아테기가 바예호와 추라타의 문학을 인디헤니스모의 예술적 승화

로 제시하는 이유는 그들이 페루의 지역담론에 갇혀 있지 않으면서도 유

럽의 근대성을 비판할 수 있는 관점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위

주의의 기법적 혁신을 인디오의 세계관을 그려내는 데 활용했다. 유럽과 

페루를 대비시키는 민족주의자의 이분법에 비판적이었던 마리아테기에게, 

특히 바예호의 미학은 자신의 상대주의적 관점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었다.24  

24  이 점에서 로젠버그가 세사르 바예호의 시를 “유럽중심주의와 지역중심주의
로의 환원을 모두 벗어난다”라고 평한 것은 마리아테기의 관점과 일치한다
(Rosenberg 139). 우석균 또한 세사르 바예호를 “이주주체”로 정의한 안토니오 코
르네호 폴라르의 논의를 빌어 근대적 유럽에 대한 동경과 비관, 전근대적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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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테기는『페루 현실에 관한 일곱 가지 해석적 소론』의 마지막 장 

“문학에 대한 심문(審問)25 El proceso de la literatura”에서 세사르 바예호의 

시를 인디헤니스모 문학의 모범으로 제시한다. 그의 시가 부분적으로 상

징주의의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 자연과 정령

을 상징으로 활용하는 인디오의 성향과 공통점이 있음을 마리아테기는 

강조한다(Mariátegui, Siete ensayos 260). 상징주의라는 세계문학의 경향이 

인디오의 애니미즘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인디헤니스모 문학의 양상을 작품과 작가를 통해 구체

적으로 알아본다. 이를 위해 바예호에 관한 마리아테기의 비평을 주로 

다루면서 동시대의 작가인 추라타, 그리고 후대의 소설가인 아르게다스

를 함께 논할 것이다. 

 

5.2 인디헤나 문학의 맹아: 바예호, 추라타 

마리아테기가 생각했던 인디헤니스모 문학의 창작자는 인디오를 대리

하여 부당함을 고발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식인이 아니다. 토착민의 

언어와 풍습, 세계관을 공유하고 그들의 감정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생활

인이어야 한다. 즉 창작의 주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의 유기성이 충분히 

확보된 집단의 성과이지, 주위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비범한 개인의 산물

이 아니다. 유기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디헤니스모 문학은 인위적으

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테기는 바예호의 시에서 이러한 

유기성을 보았다. 그에게 바예호는 인디오를 특정화·이상화하여 재현하

에 대한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바예호의 시학을 설명한다. 이처럼 이주의 경험
이 가져다준 바예호의 혼재된 감정은, 유럽과 페루 그 어느 공간도 일방적으로 
이상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혹은 유럽주의라는 일방의 입장으로 규
정될 수 없다(우석균, “이주주체로서의 바예호” 214-217). 
25 페루 현실과 동떨어진 기성의 식민지 문학을 심판대에 올려 비판한다는 의미
이다. 모라냐는 이를 ‘문자도시’ 혹은 크리오요 엘리트의 ‘고급문화’에 대한 적
대적 태도라고 표현한다(Moraña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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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의도를 갖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 인디오의 감정을 잘 표현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인디헤니스타의 한계를 넘어 인디헤나 문학으로 나아

가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시인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술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인디

오의 소리이다. 바예호에게는 진정한, 본질적인 아메리카주

의가 존재한다. 풍속주의 혹은 지역주의의 경향과는 다르다. 

바예호는 민속전설에 기대지 않는다. 케추아어 단어, 토착적 

표현은 인위적으로 그의 시어에 접목된 것이 아니다. 그것

은 바예호 자신의 세포에 각인된, 유기적인 요소로서의 자

생적 산물이다. 바예호는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토착주의는 의도된 것이 아니다. 바예호는 전통으로 

침잠하지 않으며, 잃어버린 감정을 희미해진 “기저

substractum”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역사에 빠져들지도 않는

다. 그의 시와 언어는 그의 육체와 정신으로부터 나온다. 그

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그의 내면에 있다. 인디오의 감정

은 바예호가 원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의 예술에

서 역동하고 있다. (Mariátegui, Siete ensayos 260-261) 

 

바예호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인디오의 감정은 그의 시에서 비관주의를 

통해 드러난다(263). 마리아테기는 로페스 알부하르의 말을 인용하며 농

경민족이지만 식민지배로 터전을 빼앗겨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땅에 대한 향수를 느끼며 살아야 했던 인디오가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인디오의 비관주의가 경험에 근거

한 것이니만큼 쇼펜하우어의 형이상학적 비관주의와는 다르다고 지적한

다(285). 즉 서구 회의주의 철학의 ‘개념’으로서의 비관주의와는 다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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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서의 비관주의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리아테기는 바예호의 시가 

처절한 절망에 빠지는 서구의 개인적 비관주의와는 다른, 인류의 비애라

는 보편적 차원의 감정을 그려내고 있으며 나아가 신의 슬픔에까지 공감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비관주의는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하다. 다른 모든 낭만

적 경향들과 마찬가지의 환멸에 찬, 악화된 나르시즘과 자

기중심주의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바예호는 인간의 모든 

고통을 느낀다. 그의 고통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의 영

혼은 모든 인류의 슬픔, 그리고 신의 슬픔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비애를 느낀다.” 왜냐하면, 시인에게 있어 존재하는 

것은 인류의 괴로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시에서 바

예호는 신의 고통을 말한다. (Mariátegui, Siete ensayos 263) 

 

지상과 천상의 모든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는 바예호의 비관주의를 마

리아테기는 “자신이 걷는 길의 혹독함과 잔혹함을 이해하기 위해 맨발로 

걷는 신비주의자”(266)의 태도라고 평가한다. 바예호는 자신의 탄생마저

도 미안해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이 누군가로부

터 빼앗은 것은 아닌지 고뇌한다. 이로 인해 바예호는 무한한 책임과 성

스러운 의무를 수행해야 함을 느낀다고 마리아테기는 지적한다(266). 그

는 바예호의 비관주의가 이렇게 고통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타자와 자신

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랑과 애정이 가득한 보편적 집단주의’로 귀결

된다고 평가하며 바예호의 시를 인용한다. 

 

이 차가운 시간, 땅이 

인간의 먼지로 변하는 서글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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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란 문은 모두 두드려, 

누구에게든 용서를 빌고 싶다. 

그리고, 여기 내 마음의 오븐에서 구워낸 

신선한 빵 조각을 건네주고 싶다.  

(Vallejo, “El pan nuestro”, qtd. in Mariátegui, Siete ensayos 265)26 

 

현실에 절망하지만 그에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문을 두드리는’ 바예

호의 비관주의는 마리아테기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변화를 지향한다. 마

리아테기는 호세 바스콘셀로스의 “현실에 비관하더라도, 이상(理想)에는 

낙관하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비관주의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

다(Mariátegui, El alma 34). 냉정한 현실을 경험함으로써 비관적 사회인식을 

갖되, 개인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현실을 바

꿀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리아테기는 “모든 위대한 사상은 부

정에서 출발하지만, 긍정으로 귀결되며”, 종교 또한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34-35).27 이처럼 마리아테기의 바예호 비평에서 인디헤니스모 문학의 두 

가지 특성, 즉 인위적이지 않은 자생성(유기성)과 모든 존재의 고통에 공

감하는 집단적 비관주의를 읽어낼 수 있다.  

바예호의 작품을 통해 드러난 인디오의 감정은 가말리엘 추라타 28 의 

작품에서 더 심화되어 나타난다. 그는 페루와 볼리비아의 경계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 연안의 지방도시 푸노에서 “오르코파타 Orkopata”라는 전

위주의 문학 동인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티티카카 소식 Boletín 

26 “일용할 양식 —알레한드로 감보아에게 바침”, 고혜선 옮김, 48-51. 
27  마리아테기와 바예호, 바스콘셀로스의 비관주의는 ‘현재’에만 해당한다. 살바
텍시는 마리아테기가 소렐의 비관주의에 영향을 받았음은 분명하지만 소렐의 
경우 어떠한 낙관주의도 거부한다는 점에서 더 근본주의적이고, 반면 마리아테
기는 미래에 있어서는 낙관주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Salvattecci 59-60).  
28 Gamaliel Churata. 본명은 아르투로 페랄타(Arturo Peralt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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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ikaka』을 창간하고 운영했다. 마리아테기가 편집하는 『아마우타』에 수차

례 자신의 작품을 기고하고, 마리아테기 또한『티티카카 소식』에 글을 보

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푸노와 리마 사이의 교환망을 구축하여 두 

잡지의 전국적 배포가 가능케 했다(Herrera 261). 마리아테기와 추라타는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에레라는 푸노의 시인 아라마요의 의견을 인용하

며 마리아테기가 인디헤니스모 사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 추라타와 그의 

문예집단 오르코파타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한다(Herrera 267). 추

라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마리아테기에

게 동질감을 느꼈고,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불행일 수 있지만 독학자로서

의 자유로운 학습이 오히려 사상적 다양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을 것이라

고 평가했다(Churata, “Elogio” 64). 그는 마리아테기가 정치경제학적 분석

의 도구이자 신화를 창출하는 기제로서 마르크스주의를 전유했음을 이해

하고 있었고, 이러한 신비주의를 거부하는 경제결정론자들의 의견에 맞

서 마리아테기를 옹호했다(Churata, Textos esenciales 78-79). 

추라타는『가모날 El gamonal』을 포함한 총 세 편의 단편소설을 모두 

『아마우타』에서 발표했다. 하지만 마리아테기는 바예호의 경우와는 달리 

추라타의 작품을 비평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았다. 이는 추

라타의 전위적 인디헤니스모가 집대성된 첫 작품『황금 물고기 El pez de 

oro』와 유작인 『죽은 자들의 부활 Resurrección de los muertos』이 마리아테

기의 사후에 출판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1927년에 발간한『아마

우타』 5호에서 마리아테기는 리마, 쿠스코, 푸노 등지에서 부상하는 인디

헤니스모 문예운동에 관해 설명하며 그 핵심인물 중 하나로 추라타의 이

름을 언급한다(Mariátegui, “La nueva cruzada” 37). 

타우로는『아마우타』에 출판된 추라타의 세 단편 중 하나인 『돌무지 

Tojjras』에 사용된 풍부한 케추아어와 아이마라어가 원활한 독해를 어렵

게 만들지만, 인디오의 문화를 더욱 현실적으로 작품에 반영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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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평가한다(Tauro 33). 따라서 추라타의 작품은 마리아테기로 하여금 

인디헤니스모 문학이 인디오 토착어로 쓰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마리아테기가 잉카 가르실라소의 이중

언어 사용을 인디헤니스모 문학의 초석을 닦는 작업으로 평가한 것도 같

은 맥락이다. 아르게다스 또한 자신의 작품에 토착어를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우석균은 아르게다스가 단지 몇 가지 단어를 토착어로 대체하

는 것이 아니라, 토착어의 구문을 문장에 적용함으로써 인디오의 사고관

을 독자가 느끼게 했다고 평가한다(“호세 마리아 아르게다스” 213). 

마리아테기 스스로 지적했듯, 단지 토착어의 사용이 빈번하게 관찰되

는 것만으로 인디오 공동체의 문화를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서구와 대비되는 그들의 세계관을 담아내는 것이다. 근대적 삶의 

기준을 거부하는 인디오의 ‘원시적’ 문화와 풍습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엔리케 로페스 알부하르의『안데스의 새로운 단편 모음 Nuevos cuentos 

andios』은 ‘문명과 야만’의 세계관이 페루 문학계에 여전히 지배적임을 

보여주고 있었고(López Albújar),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인디헤니스

모 운동이 진정한 인디헤나 문학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었다.  

『황금 물고기』는 서구와 달리 삶과 죽음의 이분법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인디오의 세계관과 감정을 전위적 기법으로 그려낸 추라타의 선구

적 작품이다. 죽은 자들과 산 자의 대화가 어지러이 뒤섞인 이 작품에 

관해, 에레라는 추라타가 “네크라데미아(necrademia: 산 자의 내면에 죽은 

이의 영혼이 현존)”의 세계관을 그리고 있다고 평가한다(Herrera 283). 

서구 문자의 권위에 저항하는 인디오의 입말과 초현실주의의 기법을 

활용하여 추라타는 근대 ‘문명’에 소외되었던 감정의 영역을 복권한다. 

갈도는『황금 물고기』의 한 구절(“이제 유럽인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기계가 모든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아메리카인들에

게는 기계를 대신하는 신이 존재한다”)을 인용하며 추라타가 신과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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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인 아메리카와 기계가 지배하는 죽음의 공간인 유럽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Galdo 371). 추라타에게 아메리카는 근대이성이 추방한 

신화와 윤리가 살아 있는 공간이었다. 갈도는 추라타가 태초부터 이 공

간에 살아왔던 인디오의 문화에서 윤리와 직관적 감정의 뿌리를 찾았다

고 지적한다(372). 

형식적으로 이 작품은 인물 간의 대화와 각 장을 여는 시, 그리고 산

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의 장르로 규정될 수 없다. 아얄라는 추라타

가 “단선적이지 않고 불규칙한 구조로 서사를 구축함으로써 역사와 사상

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며 안데스의 마술적 세계관을 그

렸다”(Ayala 18)고 평가한다. 에레라는 호세 바라야노의 의견을 인용하며 

추라타가 이 작품에서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

하며, 무의식으로 파고드는 무규칙의 실험적 서술기법은 인디오의 영혼

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다고 평가한다(Herrera 279). 

인디오의 영혼이 빙의된 것처럼, 추라타는 타자의 ‘객관적’ 시선이 아

닌 자아의 무의식적 목소리로『황금 물고기』를 썼다. 재현의 주체와 대상

의 경계를 허물어뜨린 추라타는 메스티소임에도 불구하고 인디헤나 문학

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인물이다. 

『깊은 강 Los ríos profundos』을 쓴 아르게다스 또한 추라타와 마찬가지

로 인디오의 ‘영매(靈媒)’와 같았던 작가이다.『모든 피 Todas las sangres』

는 계급의식을 가진 토착민 지도자이자 투쟁의 순교자 렌톤 월카라는 인

물을 그려낸 소설로, 우석균은 이 인물의 현실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고 말한다(“잉카의 돌” 302).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인

디오 혁명가들의 존재를 통해 증명하지 않더라도, 만약 마리아테기가 살

아서 『모든 피』를 읽었다면 ‘순교자 인디오’의 비극을 구체적으로 그려낸 

현실적 작품이라고 평가했을 것이다. 마리아테기는 자연주의 비판을 통

해 폐기된 객관성의 기준에 비추어 작품의 현실성을 논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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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 대한 비관적 분석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신화)를 담고 있는

지, 즉 ‘비극’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

을 것이다. 

아르게다스는 인디오의 감정과 풍습뿐만 아니라 인디오의 집단적 투쟁

과 희생을 전위적인 문체로 표현했다. 잉카 가르실라소에서 시작한 인디

헤니스모 문학은 아르게다스에 이르러 정치와 미학의 전위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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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마리아테기는 20세기 초의 반(半)봉건적 페루에서 근대화와 함께 근대

의 극복을 추구했다. 그는 서구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거나, 반대로 이를 

완전히 배격하는 것 모두 현실감각이 결여된 편협한 태도라고 생각했다. 

그의 인디헤니스모는 인디오에 대한 무조건적 옹호가 아니라, 서구와 비

서구를 종합하는 인식의 틀을 구축하고자 했던 열린 태도였다. 이를 바

탕으로 마리아테기는 근대이성의 독재를 비판하는 전위주의, 혁명의 주

체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신화를 주창한 소렐의 관념론적 사회주의, 

마지막으로 경제적 토대에 주목하는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을 받아들

여 페루의 현실에 맞게 전유할 수 있었다. 

마리아테기의 인디헤니스모는 인디오 농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주

의 혁명을 추구한다. 마리아테기는 페루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디

오가 봉건적 대토지에서 착취당하는 현실을 분석한 뒤, 이것이 정부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비관했다. 한편 인디오 농민 공동체의 집단적 

윤리와 종교에서 공유되는 연대의 감정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

을 낙관한다. 이러한 도덕적 기반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의 신화를 추구

하는 인간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마리아테기의 인디헤니스모가 유물론적 비관과 관념론적 낙관이라는 

종합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르크스로부터 정치경제학을, 소렐

로부터 신화론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소렐은 마리아테기가 유년시절부

터 간직해 왔던 종교와 윤리에 대한 관심을 사회주의 혁명과 결부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지만 마리아테기의 이러한 관념론적 배경은 마르

크스주의 유물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마리아테기의 사

상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마르크스가 아닌 소렐이

다. 소렐의 사상은 미학에서 정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서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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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기의 인디헤니스모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상대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소렐의 진리관을 받아들인 마리아테기는 

영원히 정합성을 갖는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실천을 만

들어내는 상대적 신화의 효력에 주목할 것을 주장했다. 과학과 이성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소렐의 문제의식은 마리아테기가 정신분석학과 전위

주의를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었다. 정신분석학은 그에게 근대이성에 억

압된 무의식의 영역에 주목하게 했고, 초현실주의는 이 주관적 세계를 

실험적인 기법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지를 불어넣었다. 마리아테기는 

초현실주의 기법으로 인디오 공동체의 유기적이고 총체적인 세계관을 그

려낸 세사르 바예호와 가말리엘 추라타의 작품에서 인디헤나 문학의 맹

아를 발견했다. 

미학과 정치경제학, 서구와 비서구, ‘문명과 야만’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인디헤니스모를 형성하기까지 마리아테기가 걸어온 사상의 궤적을 살펴

보고 그 변화과정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직선적이고 유럽적인 역사이

미지를 거부”(니콜라 밀러 211)하고 역사의 “순간성” 29과 입체성을 회복

하는 과정이다. 근대적 보편주의의 이분법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통하는 

비판적 세계주의critical and dialogic cosmopolitanism”를 제시한 미뇰로

(Mignolo 741)의 문제의식 또한 그 실마리를 마리아테기에게서 찾을 수 

있다. 서구를 ‘보편’의 위치에서 ‘지역’으로 끌어내리고, 대신 수많은 ‘지

역성’의 평등한 조화를 통해 서구/비서구의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하는 

미뇰로(Mignolo 741-744)의 의도와 유럽 사상과의 비판적 소통을 추구하

는 마리아테기의 태도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테기가 지지하는 인디오는 인종으로만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서의 노동자이자 농민이며, 집단적 윤리와 

29  혁명은 단선적인 발전의 끝에 나타나는 인내의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시간
이 한 교차점에서 폭발하는 감정이라는 의미이다(니콜라 밀러 20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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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그들은 심원한 무의식을 직관적으로 느끼

고 표현하는 전위적 예술가이다. 인디오는 생물학적 인종이 아니라 계급

적 상태이고, 현실과 예술을 대하는 태도이다. 이는 인디오가 일종의 ‘가

능태’로서 페루와 라틴아메리카를 넘어 모든 존재들에게 대안적 삶의 기

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우리는 인디헤니스모의 현

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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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n 

 

El indigenismo de José Carlos Mariátegui: 

síntesis del materialismo y el idealismo 

 

Choi Youngkyun  

Maestría en Lengua y Literatura Hispánicas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José Carlos Mariátegui fue uno de los pensadores más importantes en el 

movimiento indigenista peruano, a comienzos del siglo XX. Consideró a los 

campesinos indígenas como protagonistas del campo político y literario, 

mientras que la mayoría de los intelectuales criollos y mestizos ignoraba la 

voluntad y la virtud de los indios.  

A Mariátegui le importaban las bases espirituales, como la moral y la 

religión, para realizar la revolución socialista. Reivindicó a los indios no 

solamente porque eran explotados por la economía feudal, sino porque 

formaban y seguían manteniendo una comunidad en la que existían un 

sentimiento y una religión colectivos, diferenciados del carácter más 

individualista de otras religiones como el cristianismo. Pensó que para una 

revolución hacía falta un mito ‘sublime’ por el que se unieran las masas y se 

sacrificaran, ya que la sola lógica racional no podía estimular el corazón de 

los seres humanos. 

Mariátegui consideró el marxismo no solamente como una solución del 

problema económico, sino como una alternativa de la crisis espiritual. La idea 

de Karl Marx le ofreció el materialismo histórico que servía de herrami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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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análisis científico de la realidad concreta, también le dio el mito 

revolucionario que funcionaba como criterio moral para la acción presente y 

futura. Para Mariátegui, el pensamiento marxista fue la síntesis de la ciencia 

y la ética. Por ello, a través de las páginas de su libro Defensa del marxismo, 

refutó la opinión de Max Eastman y de Henri de Man según la cual el 

marxismo era puramente ciencia y carecía de sensación ética. Así, su 

horizonte cognitivo sobre dicha doctrina se extendió más allá de lo racional 

gracias al socialismo idealista de Georges Sorel. Mariátegui alabó a Sorel 

diciendo que había realizado “la verdadera revisión del marxismo”, 

“superando las bases racionalistas y positivistas del socialismo de su época”. 

El mito revolucionario de Sorel, que no es un concepto lógico sino un 

sentimiento religioso, le llamó mucho la atención.  

Los marxistas soviéticos, especialmente los estalinistas, pensaron que 

Mariátegui era heterodoxo no solo por recalcar la importancia de los 

campesinos indígenas como protagonistas de la revolución socialista, sino 

también por su interés en los elementos espirituales que no se pueden observar 

desde el punto de vista científico del materialismo histórico. Indicaron que la 

tendencia idealista de Mariátegui procedía de la falta de la lectura sobre el 

marxismo. 

Mas el análisis de Mariátegui sobre el problema de la tierra en el Perú 

muestra su elevado entendimiento acerca de la economía política y del 

materialismo histórico. En Siete ensayos de interpretación de la realidad 

peruana, su obra maestra publicada en 1928, Mariátegui indica que el sistema 

del feudalismo colonial aún existente impide el desarrollo del capitalismo, 

puesto que algunos gamonales monopolizaban todas las tierras obligando a 

los campesinos indígenas a ser sus siervos, dificultando la aparición de 

obreros liberales, que son la base del capitalismo junto a la burgues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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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rendedora. Mariátegui dudaba que la burguesía peruana pudiera crecer 

como clase que impulsara la modernización peruana, porque la economía 

nacional ya estaba atrapada por el capital extranjero. Para colmo, los 

dirigentes de la república peruana no eran capaces de solucionar el problema 

del latifundio. Por ello, a él no le quedaba nada más que esperar la resistencia 

directa de los indios para librarse de la servidumbre, despertando su 

conciencia de clase y su solidaridad. Esta era la revolución socialista del Perú 

que perseguía Mariátegui. 

En cuanto al indigenismo en el campo literario, Mariátegui alegó que la 

literatura peruana debía expresar el sentimiento de los indígenas, usando la 

lengua aborigen como quechua y aimara. Pero criticó la idealización de la 

cultura incaica del pasado, porque aprovechaba los elementos indígenas 

solamente como adornos para dar un tinte exótico. Para Mariátegui, la 

literatura indígena no era una restauración de ayer por los mestizos 

intelectuales de la torre de marfil, sino una lucha literaria de hoy por los 

indígenas mismos de la tierra. 

Mariátegui dijo que la literatura indígena debía ser vanguardista, porque el 

vanguardismo había abierto una nueva perspectiva contra la tendencia 

naturalista de la ‘civilización’ moderna del Occidente. Mariátegui reprochó a 

Émile Zola por no superar el pseudo-realismo que escondía su prejuicio 

superficial de la clase burguesa. Para Mariátegui, el naturalismo fue una mera 

reflexión del positivismo que creía a ciegas en la objetividad de la razón 

moderna. En cambio, alabó a Luigi Pirandello y a André Breton porque las 

obras suyas manifestaron la ruptura con la tradición naturalista de la 

representación objetiva, entrando en la inconciencia profunda que había sido 

reprochada por la razón occidental.  

Mariátegui pensó que el movimiento vanguardista era significat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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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bién en el Perú de entonces, donde se necesitaba una ontología distinta al 

Occidente, dado que la vida peruana, especialmente la de los indígenas que 

eran la mayoría del Perú, no podía entenderse según la categoría occidental. 

Se dio cuenta de que la cultura oral de la comunidad indígena tenía mucho en 

común con la estética surrealista porque ambas estaban en contra de la 

“ciudad letrada”. Por ello, elogió a César Vallejo, quien sintetizó el 

surrealismo y el indigenismo en su obra poética Los heraldos negros.  

Mariátegui siguió manteniendo el contacto con los grupos jóvenes 

vanguardistas de otros lugares fuera de Lima a través de Amauta, “revista 

mensual de doctrina, literatura, arte, polémica” que había fundado él mismo. 

Gamaliel Churata, dirigente del grupo vanguardista Orkopata y fundador de 

la revista Boletín Titikaka en Puno, intentó realizar la estética del indigenismo 

por medio de su obra colaborando asiduamente con Amauta. Churata escribió 

El pez del oro, obra maestra del indigenismo en la que la técnica surrealista 

del automatismo desempeñaba un destacado papel. Es muy difícil entender 

esta obra porque aparecen numerosas palabras indígenas en sus páginas, y 

sobre todo, porque fue escrita desde el punto de vista del mundo “necrolátrico” 

de los indígenas que anulaba la dicotomía vida-muerte. Esta visión mágica 

del mundo andino también se encuentra en las obras de José María Arguedas, 

seguidor de Mariátegui. Se considera que Arguedas no solamente trató de 

representar el sentimiento indígena mostrado en sus costumbres, sino que dio 

una concreta imagen de la lucha indígena contra el capitalismo imperialista.  

A través del discurso de Mariátegui sobre la literatura y el marxismo, se 

puede concluir que su indigenismo contempla el mundo espiritual de los 

indios desde el punto de vista del idealismo surrealista, dando la misma 

importancia al campo político-económico de la visión del materialismo 

histór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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