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특 집] 쿠바의 현실과 개방정책 

쿠바 문화의 기원과 쿠바 문학* 

1. 들어가는 말: 문화와 정체성 

신정환 

(한국외대 강사) 

오늘날 미국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라틴 리듬의 열풍은 20세기말부터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저력과 매력을 대변해 주고 

있다. 라틴 리듬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공예품， 회화， 음악， 건축 등은 이 

곳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활력과 함께 전 세계의 문화 지도에 적 

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이베로아메리차 정상회 

담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정치 • 경제적 통합과 함께 이 대 

륙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쿠바는 비록 카리브 해 

에 떠 있는 조그만 섬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정복 시대부 

터 유럽과 아메리카를 잇는 관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특히 

1959년의 차스트로 혁명 이후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공산 정권이 들어섬 

으로써 전 세계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어왔다. 

* 이 글은 2000년 10월 26-27 양일간 서울대에서 개최된 한 · 쿠바 국제학술회 

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일부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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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쿠바의 위상은 사실 정치적인 측면보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는 카스트로 혁명 직전까지만 해 

도 중미의 라스베가스라 불릴 정도로 화려하고 안락한 휴양 · 관광 도시 

로 각광을 받았고 예술적으로도 멕시코 시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의 

대도시들에 뒤지지 않는 중요한 문화적 거점으로서 수많은 작가와 예술 

가들의 요람이 되어 왔다. 문학에서는 모데르니스모 시운동의 선구자이 

자 독립운동가였던 호세 마르띠 José Maπí， “검은 시 poesía negra"를 

쓴 니꼴라스 기엔 Nicolás Guìllén, 대표적인 바로크 소설가들인 알레호 

까르뺀띠에르 Alejo Carpentier와 레사마 리마 Lezama Lima 등의 작 

가들이 있고1)， 회화에서는 모더니스트인 아멜리아 뺑라에스 Amelia 

Peláez, 초현실주의자인 윌프레도 람 Wilfredo Lam 등 국제적인 화가블 

을 배출했으며 영화 부문에서도 <저개발의 기억>으로 유명한 또마스 구 

띠에레스 알레아 Tomás Gutiérrez Alea, 기록영화의 아버지인 산띠아 

고 알바레스 Santiago Alvarez, 촬영 감독으로서 오스카상을 수상한 네 

스또르 알멘드로스 Nestor Almendros 등 많은 거장을 낳았다. 한편 음 

악 분야에서도 실비오 로드리게스 Silvio Rodríguez와 빠블로 밀라네스 

Pablo Milanés 등의 세계적인 음유시 가수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더 나 

아가 손 son, 룸바 rumba, 맘보 mambo, 차차차 chachacha, 살사 salsa 

등 오늘날 유행하는 대부분의 라틴 리듬이 쿠바에서 탄생하였다. 

쿠바의 이러한 문화적 저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 글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쿠바 문화의 기원을 탐색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문화의 뿌리를 찾는 연구는 단순한 고고학적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 

다. 구체적으로 말해 문화란 한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와 구별해 주는 변 

별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뿌리의 문제는 곧 한 공동제의 정 

체성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며， 정체성은 또한 과거의 화석화가 아니라 

갈수록 냉엄하고 복잡다기해지는 국제 사회에서 그 공동체가 살아남기 

1) 쿠바문학에 대해서는 『외국문학~(1996년 봄호)를 참조할 것. 국내에서 최초로 
기획된 쿠바문화 특집으로서 12편의 글과 번역문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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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미래의 전망과도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Villegas ， 177-183). 

2. 이종혼합 문화 

2. 1. 쿠바 정복사와 지정학적 의미 

콜럼버스가 쿠바에 도착한 것은 제 l차 항해에서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지 보름이 지난 1492년 10월 27일이었으며 그 장소는 지금 

의 오리 엔떼 지 방의 북쪽 해안이 었다고 알려 진다(Le Riverend, 3). 그러 

나 이 땅은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 아이티， 푸에르토리코 등의 지역과 

는 달리 금이 풍부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탐험가들의 관섬을 끌지 

못하다가 17년 후인 1509년에 이르러 디에고 벨라스께스 Diego 

Velázquez(1465-1524)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 본격적인 정복사업이 이루 

어졌다. 철제갑옷을 입고 총과 칼， 그리고 금속활로 무장한 정복자들에 

대해 단지 몽둥이와 돌 그리고 조잡한 나무 활에만 의지한 원주민들은 

변변한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쉽게 굴복하고 말았다. 스페인 군대는 곧 

섬 전체를 피로 물들이면서 장악하였고 소위 “문명화”와 기독교화 사업 

을 추진하였다(같은 책， 5). 

스페인 사람들이 쿠바에 왔을 때 이 섬에는 약 10만 명의 원주민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았다(같은 책， 5). 이들은 크게 보아 현재의 까 

마구에이， 올건， 산띠아고 데 쿠바 등지에 살면서 경작을 했던 따이노 

taínos 족， 섭 전체에 흩어져 살면서 수렵과 낚시를 했던 수브따이노 

subtaínos 족 그리고 현재의 삐나르 델 리오 Pinar del Río 지방에 살면 

서 혈거 생활을 했던 구아나아따베예스 guanahatabeyes 족 등 3 부류 

로 나누어 볼 수 있다(같은 책， 5-6). 

백인들이 섬을 점령한 이후 모든 원주민들은 노예화되었고 가혹한 학 

대와 중노동， 학살， 유럽 질병의 유입， 아사(職死). 자살 등으로 그들의 인 



92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제 11 집 

구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백인들의 잔인함을 

고발하고 원주민들의 권리를 주창한 바르똘로메 데 라스 까사스 

Bartolomé de Las Casas는 『인디아의 파괴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 

(1542)에서 쿠바의 원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참상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고발하고 있다(Las Casas, 91-94). 쿠바뿐만 아니라 전 대륙에 걸쳐 자행 

되고 있던 원주민 학대는 인류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의 인구감소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콜럼버스 도착 이전에 이미 형성되 

어 있던 고유한 원주민 문화의 단절을 야기했다.2) 특히 문자보다는 구전 

에 의한 “역사적 기억 memoria histórica"을 공유하고 있는 원주민 사회 

에서 현인 sabios들의 사라짐은 원주민들 고유의 “목소리의 상실 sm 

voz" 현상을 초래한다(Paladines E., 115). 이는 다시 말해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의 목소리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디오 문화의 말살이 곧 쿠바 문화 자체의 말살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정복단계가 완료되고 식민체제가 자리잡으면서 “단절의 체험 

experiencia de ruptura"은 이종혼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의 생성으로 이 

행된다. 여기에는 앞서 말했듯이 카리브해에 위치하여 구세계와 신세계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새롭고 다양한 외부 문물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해 주 

었던 쿠바의 지리적 위치가 큰 역할을 하였다. 덕분에 아바나에는 스페인 

국왕의 독점적 통제하에 전 세계에서 온 선박들의 깃발과 마스트가 장대 

한 숲을 이루면서 신 • 구세계의 중간 기착지로서 명성을 누렸다.3) 

인류의 역사는 곧 다양한 문화들간의 교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니며 이런 의미에서 모든 문화는 이종혼합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Stastny. 154). 따라서 위대한 문명일수록 교환과 교통이 용이한 

2) 한 조사에 의하면 콜럼버스 이전 아스떼까， 잉카 그리고 마야 문명의 인구는 
7천-9천만 명에 달했으나 150년 후에는 모두 350만명으로 감소하고 말았다 

(갈레아노 96). 
3) 이런 의미에서， 쿠바의 저명한 지식인이자 독립운동가인 펠릭스 바렐라 Félix 

Varela(1787-1853)는 아바나를 지중해의 찬란한 상업 도시였던 페니키아와 

비교하고 있다(N떠ez ]iménez,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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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문화적 갈등과 충돌이 예술적 

충동과 상상력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대륙의 관문으로서 쿠바 

역시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문물과 유행사조를 받아들여 기존의 것 

들과 조화시키는 데에 성공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중요한 문화적 거점으 

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정학적 위치 못지 않게 쿠바 문화의 특징적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이 섬이 가지고 있는 지형학적 특정이다.11만 평방 킬로의 면적을 가지 

고 동서로 길게 뻗은 쿠바는 대부분 평탄한 지형을 가지고 있으며 산맥 

역시 대부분 동서로 평행하게 자리잡으면서 인적 · 물적 · 사상적 소통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지리적으로 국토를 분열시키는 방해물이 사실상 

없다는 점은 쿠바의 문화를 내적으로 통일하고 공고화하는데 기여하였다 

(Núñez Jiménez, 73). 쿠바의 지식인인 펠릭스 바렐라는 “쿠바는 그 지 

리적 상황 덕분에 항상 풍요로웠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앞의 책， 113) 

이는 쿠바의 외적인 지정학적 위치와 내적인 지리적 특성을 모두 감안한 

언급이라 할 수 있다. 

2.2. 이종혼합(異種混合)얀가 이종누적(異種累積)인가 

“식민지의 삶은 흔혈의 역사적 극장이다”라는 조지 큐블러 George 

Kubler의 말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전형적인 실례를 보여준다. 새로운 땅 

을 발견하고 정복한 뒤 식민체제의 건설에 매진하던 스페인 지배자들은 

정치체제， 종교， 풍습， 인종 등 모든 분야에서의 흔합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이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물론 인종간의 혼혈이어서 식민 

지배자들은 백인 남자와 원주민 여자간의 흔혈뿐만 아니라 원주민 남자 

와 백인 여자간의 흔혈도 권장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호세 마르띠 José 

Martí는 흔혈이야말로 “우리 아메리카 Nuestra América"의 본질적인 

조건이라고 확신하였고， 쿠바 작가인 페르난데스 레따마르 Roberto 

Femández Retamar도 라틴아메리카에서 혼혈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본질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레오뿔도 세아 Leopoldo Zea 역시 혼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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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존재 nuestro ser"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0πega y 

Medina, 132). 

아메리카 대륙 내의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그 관문이었던 쿠바는 

이러한 혼혈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하면서 인종과 문화의 용광로가 되기 

에 이르렀다. 쿠바에서 혼혈의 과정을 겸은 대표적인 세 인종은 원주민， 

스페인인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들이며 이들간의 혼혈을 통해 백인과 원 

주민간의 메스띠소， 백인과 흑인간의 물라또， 원주민과 흑인간의 삼보 등 

새로운 인종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들 안에 흐르고 있는 라 

틴계， 게르만계 그리고 아랍계의 피를 감안하면 실로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차의 세 대륙이 거대한 인종적 도가니 안에서 융합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19세기말부터는 중국인， 일본인， 필리핀인 

등 아시아계 이민이 들어왔고 프랑스인들이 아이티의 독립운동에 쫓겨 

피난 왔으며 북미의 루이지아나에서는 웨일즈인들이 집단 이주해 와서 

시 엔푸에고스 등의 도시를 세웠다는 점을 감안하면(Núõez Jiménez, 71) 

실로 쿠바는 전 세계 인종들의 집합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조지 큐블러가 주장하듯이 혼혈은 비단 인종적인 차원에만 국 

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즉 그것은 종교， 풍습， 예술， 생산물， 언어 등 문 

화들간의 충돌에서 빚어지는 모든 종류의 혼합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교 

배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 때 “혼혈 mestizo"이란 용어는 더 광범위 

한 함의를 가지면서 흔히 “이종혼합 híbrido"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 

곤 한다(Stastny， 165). 이중에서 예술에서의 이종혼합을 예로 들어보면， 

스타츠니는 그것의 3가지 양태로서 먼저 콜럼버스 이전 요소들의 잔존， 

둘째 원주민 감수성의 격세유전적인 지속， 셋째 지역 특유의 동식물적 

요소들이 장식적 문체에 이용되는 것 등을 꼽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다른 대륙， 특히 유럽에서와는 달리 

이러한 이종 집단이 모순의 지양을 통해 종합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누 

적 되 어 있다는 사실 이 다(Serrano Caldera, 173). 이 말은 이 지 역 의 문 

화들이 원주민， 스페인， 혹은 흑인 문화라고 따로 언급될 뿐， 라틴아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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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적이라고 불릴 만큼 고유한 문화적 종합은 이루어 내지 못했음을， 혹 

은 않았음을 뜻한다. 라틴아메리카의 문학， 철학， 신학， 미술， 시 등에서 

이러한 종합은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서서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간주되지 

만(앞의 책， 174),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저변에 누적된 문화의 여러 

층위들은 여전히 그 고유성을 잃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었다. 

작가인 세베로 사르두이는 혼혈의 문화와 관련하여， 특히 쿠바의 문화 

야말로 몇 겹으로 겹쳐진 이종혼합의 문화라고 말하면서 소설은 그 누적 

된 각각의 층위를 밝혀주어야 할 의무가 었다고 밝히고 있다(Sarduy， 

283). 이는 지명， 풍습， 신앙， 예술， 그리고 음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쿠바의 지명들은 이러한 이종흔합의 

예들을 잘 보여준다. 즉 라 아순시온 에 바라꼬아 La Asunción de 

Baracoa, 산 살바도르 데 바야모 San Salvador de Bayamo, 산 끄리 스 

또발 데 라 아바나 San Cristóbal de La Habana 등의 이름은 스페인어 

와 원주민어가 합성된 것인데 이것들은 후에 원주민어로만 지명이 통일 

된다(Núñez ]iménez, 29). 쿠바인들이 경배하는 까리닷 델 꼬브레 성모 

Virgen de la Caridad del Cobre는 신앙생활에서의 이종혼합의 예를 보 

여주는 예이다. 1604년 니페 해안에서 발견된 이 목재 조각에서 흑인 노 

예들은 물과 사랑과 행복의 분노한 여신인 오춘 Ochún의 모습을 보았 

고， 백인들은 성모 마리아를 보았으며 원주민들은 아따벡스 Atabex의 

모습을 발견한다(앞의 책， 74-75). 한편 쿠바인들의 이종혼합적 특성은 

까스뜨로 혁명 이후 정체(政體)가 공산주의임을 선언한 뒤에도 다른 사 

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가톨릭이나 전통 아프리카 신앙 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공존해 왔다는 점을 보아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2.3. 쿠바성(性) 

국민국가 nation state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근대성이 개막되는 

유럽에서 국가의 성립 이전에 이미 지역별로 국민 혹은 민족이 형성되어 

있었음에 반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국가의 성립이 국민이라는 개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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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고 볼 수 있다. 쿠바에 사는 사람들이 국가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 

고 조국 patria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는 것은 18세기말에 이르러서 

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1761년 역사가인 아라떼 Arrate는 “조국의 명예 

를 위해”라는 말을 하고 있고 30년 후 또 다른 역사가인 이그나시오 데 

우루띠아 이 몬또야 19nacio de Urrutia y Montoya 역시 “나의 사랑하 

는 조국”이라는 말을 구사한다(앞의 책， 45). 쿠바가 조국이라는 의식은 

이전까지 조국 혹은 모국이라 인식되었던 스페인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스페인 본국인과 쿠바에서 태어난 스페인 사람들， 

즉 끄리오요 criollo들이 서로 다르다는 인식이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 “쿠바적인 것 10 cubano" 혹은 쿠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 

아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4) 

그렇다면 쿠바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가? 그것은 앞서 보 

았던 대로 인종간， 문화간의 이종혼합과 자기가 살고 있는 자연에 대한 

새로운 눈똥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산출된 것이다.5) 특히 이중에서도 쿠바의 자연은 그 풍요로움을 바탕으 

로 쿠바성의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하며， 이런 의미에서 호세 마르띠는 

“사람들은 두 어머니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는 자연이고 다른 하나는 환 

경이다”라는 말을 한다. 더 나아가 작가인 호세 포르나리스 José 

Fomaris는 자연을 쿠바의 정체성의 핵심으로 보고 “쿠바의 자연은 우리 

들을 이 땅에 살던 옛 원주민들과 형제가 되게 한다”라고 말한다(Vitier， 

136). 쿠바인들은 혈통을 통한 타인종들과의 직접적인 이종혼합뿐만 아 

니라 자연을 통해 핏줄이 다른 선대인들과의 간접적 유대감도 느끼고 있 

4) “쿠바인들 cubanos"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쓰인 것은 1795년 4월 10일 정부 
집정관이었던 프란시스꼬 데 아랑고 이 빠레뇨 Francisco de Arango y 

Parreño에 의해서이다(Nú디ez Jiménez, 54). 
5) 이는 물론 쿠바뿐만 아니라 대부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해 가르시아 깡끌려니는 현재의 중남미 국가들은 원주민 전 

통， 식민지 가톨릭의 스페인 전통 그리고 정치 · 교육 • 정보 분야에서의 활동 
들이 교류 • 융합 • 침전된 산물이라고 단언한다(García Canclini,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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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풍요로운 자연과 타자(他者)에 대한 개방성은 자연 쿠바인들 

에게 노동보다는 춤과 음악과 시를 사랑하는 여유롭고 관용적인 성격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쿠바가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기반이 되고 있다，6) 

3, 문학에 나타나는 쿠바 문화의 뿌리 

전통적으로 쿠바의 이종혼합 문화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분야는 

문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쿠바 문화의 정수 혹은 쿠바성 cubanidad에 

대해서 다룬 소설 작품들로는 알레호 까르뺀티에르의 『빛의 세기 EI 

siglo de las luces~ ， 레사마 리마의 『파라다이스 Paradiso~ ， 까브레라 

인판떼 Cabrera Infante의 『세 마리 슬픈 호랑이 Tristes tristes tigres~ 

등 여러 작품들을 들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세베로 사르두이의 『가수들은 어디서 왔는가 De donde son los 

6) 쿠바의 이종혼합 문화와 관련해 바로크라는 주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레호 까르뺀띠에르는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것이 바로크적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그 땅이 공생 simbiosis과 흔혈 mestizaje의 대륙이며 그것들은 필연적 

으로 바로크를 배태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까르뺀띠에르 

에 의하면 지형， 문화， 역사 둥 아메리차의 모든 것이 바로크적이며 예술 역 
시 당연히 바로크에 속한다(Carpentier， 61-69) , 본문에서 말했듯이 이종혼합 

과 공생의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는 쿠바는 이런 의미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도 바로크 정신이 충만해야 한다. 실제로， 중남미 현대소설에서 대표적인 네 

오바로크 neobarroco 작가로 꼽히는 5명 까르뺀띠에르， 레사마 리마， 까브 

레라 인판떼， 사르두이， 레이날도 아레나스 이 모두 쿠바 출신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쿠바의 비평가인 레오나르도 아꼬 
스따 Leonardo Acosta는 까르뺀띠에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바로크가 단지 
문화적인 개념이며 이를 자연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오류라고 말한다， 또한 

바로크는 엄격히 유럽의 것으로서 이를 아메리차의 주된 경향으로 받아들이 

는 것은 경제 · 정치 · 문화적으로 아직 예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아꼬스따의 견해는 까스뜨로 혁명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서 물론 반제국주의 
적 관점에 기반응 두고 있는 것이다(Acosta. 40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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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tantesJJCl967)를 중심으로 쿠바 문화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수들의 기원을 묻는 이 작품은 실제로는 가 

수로 상정되는 쿠바의 기원을 천착하는 작품이다. 모두 3부로 나누어져 

있고 앞뒤로 “쿠바 이 력서”와 “작가의 말”이 붙어 있는데， 1부에서는 중 

국 문화， 2부에서는 휴인 문화 그리고 3부에서는 백인 문화를 다루면서 

이 세 가지 문화가 이종혼합된 채 쿠바 문화의 정수를 이루고 있다고 작 

가는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앞서 언급된 대로 누적된 쿠 

바문화의 이종혼합의 각 층위를 밝혀주어야 할 임무가 소설에 있다고 말 

한 자신의 말을 폼소 실행에 옮기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르두이에 따르면 중국인은 쿠바 세계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정도로 쿠바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한다(Rodríguez Monegal, 

276). 특히 그는 중국인의 문화가 통찰과 관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극단 

적인 행위가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보았다(같은 책， 277). 

한편 흑인 역시 쿠바의 핵심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저명한 인류학자인 

페르난도 오르띠스 Femando Ortiz에 따르면 흑인 문화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쿠바적 10 cubano인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었으며 

흑인이 쿠바화되고 쿠바는 흑인화되면서 “아프로쿠바노 afrocubano"라 

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되었다CMiranda. 11). 사르두이는 흑인들이 남긴 

가장 특정적인 현상으로서 그들의 음악성과 감각성을 들고 있다.7) 한편 

작가는 3부에서 백인 문화를 추적하기 위해 주인공인 소꼬로와 아욱실리 

오로 하여금 5백년전의 콜럼버스가 그랬던 것처럼 까디스 항구를 떠나 

쿠바의 산띠아고로 순례를 오게 하며 이곳에서 다시 아바나로 입성하게 

한다. 이는 1959년 까스뜨로의 아바나 입성을 상징하면서 권력의 기원을 

찾는 듯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란한 스페인어의 잔치를 보여주면서 결 

국은 언어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양상을 보인다CBaπhes， 5). 

7) 쿠바문화의 핵심으로서 혹인의 위치를 확고히 한 것은 인종학 분야에서 페르 
난도 오르띠스， 그리고 문학에서 “검은 시”를 주창한 니꼴라스 기엔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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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에서 사므두이는 쿠바의 기원을 무엇이라 결론 내리는가? 작가 

는 3부에 걸쳐 계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꼬로와 아욱실리오의 진정한 

실체를 결코 밝히지 않는다. 혹은 밝히지 못한다. 이는 아직도 소“인도” 

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카리브해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했던 쿠바의 기원이 텅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기도 하지만(고영일， 311), 근본적으로는 모순의 지양과 종합을 이루어내 

지 못하고 중첩되어 있는 쿠바， 더 나아가 라틴아메리카의 이종혼합의 

문화를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맺는 말 

쿠바의 기원이 비어있다는 사르두이의 암시는 쿠바 문화 자체 혹은 그 

특성이 부재함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쿠바문화는 풍부한 민중 

정서적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되 그것의 형성과정을 보면 이질적인 요소 

들의 사이좋은 공존이 그 기반이 되어왔고 -이는 같은 중남미권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지역간·인종간 차별이 없다는 점을 보아도 명백히 알 

수 있다 , 또 그 전통이 수구주의적 입장에서 다른 전통을 억누르는 억 

압기제로 작용하지 않음을 말해줄 뿐이다. 이렇게 쿠바 문화의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는 문화적 관용성이야말로 오늘날 쿠바 문화의 뿌리를 밝혀 

주는 열쇠가 되며 “쿠바성”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 후에도 쿠바 정권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까스뜨로의 인기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이해하지 못할 

기현상 역시 유연한 이종혼합을 가능케 한 관용적 문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쿠바인들이 현실인식이 약하고 매사에 순응적이 

고 보수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말장난 choteo"8l이나 “친 

8) “말장난”이라고 고육지책으로 번역한 초떼오 choteo라는 말은 쿠바인들의 행 
동과 언어적 습관을 가장 특징적으로 말해주는 개념이다 한 마디로 말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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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삼기 parejería"9l 둥의 특유의 관습에서 볼 수 있듯이 기성의 권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었다. 이는 쿠바가 오늘날 무소불위 

의 제국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코앞에 있으면서도 지난 40년간 정치적으 

로 결코 굴하지 않았던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쿠바 문화의 뿌리와 특성은 한국의 문화에도 타산지석이 

되고 었다.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에 대한 허위의식적 강박 

관념을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한국의 풍토는 혼혈 혹은 이종혼합을 하나 

의 병리현상으로 간주하면서 타자성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왔다. 그러나 쿠바의 풍요로운 이종혼합 문화는 혼혈이 병이 아니라 부 

인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이요 진정한 세계화의 요체임을 말해준다. 

떼오는 아무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이며 더 나아가 모든 것올 

회화(敵畵)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률 말한다. 따라서 이는， 미국개입과 혁명사 

상이 싹트던 1930년대에 그 절정에 달했다는 점이 시사하듯이， 근본적으로 
기성의 권위나 권력에 대해 조롱하는 반권위주의적 입장올 기반으로 하는 것 
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개념은 현란한 말장난을 가능케 하면서 전형적인 바 

로크성율 보여주는 쿠바 문학의 뿌리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9) “친구삼기”란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과 어울리는 일을 지칭한다. 그러 

나 이는 허위의식이나 허영이 아니라， 반대로 신분적 차이를 중시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차별을 무시했던 쿠바인들의 평동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용어는 “말장난”과 마찬가지로 쿠바인들이 뿌리깊게 간직하고 있 
는 반권위주의롤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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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n] 

Orígenes de la cultura cubana y su literatura 

Jeong Hwan, SHIN 

Aunque es una isla pequeña del Caribe, Cuba ha sido uno de los 

focos culturales más importantes de América Latina junto con La 

Ciudad de México y Buenos Aires. Cuba dio a luz a muchos 

escritores y artistas en la literatura, pintura, música y fue la cuna 

de ritmos importantes tales como: el son, la rumba, el mambo, el 

chachacha, la salsa, etc. Este estudio tiene como fin buscar 

orígenes de la cultura cubana para constatar su fuerza creadora. 

Cabe decir que la cultura es la identidad diferenciadora de un 

pueblo, de modo que el problema de las raíces es el problema de la 

identidad nacional, y la lucha por la identidad no es sólo un 

problema de búsqueda de que ataña a las raíces del pasado sino 

una indagación al futuro. 

Los españoles no se ocuparon de conquistar Cuba hasta cuando 

Diego Velázquez desembarcó en la isla a finales de 1509. Los 

dominadores, con sus armas de fuego, recorrieron todo el territorio 

entrando a sangre y fuego en los pueblo indígenas. El exterminio 

de la población india significa la ruptura cultural de los pueblos 

indígenas. Este exterminio, sin embargo, no quiere decir la 

destrucción total de la cultura cubana. Cuba, como entrada de 

América, se ha convertido en el lugar mediador entre el Viejo y el 

Nuevo M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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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í como 1as antiguas cunas de 1a civi1ización harl. sido 1ugares 

de tránsito, 1a situación geográfica de Cuba fomenta 1a hibridación 

y 1as mezclas ricas y variadas. George Kub1er afirma que 1a vida 

co10nia1 es e1 teatro histórico de1 mestizaje. De1 mismo modo, para 

Cuba e1 mestizaje no es un accidente, sino su esencia y ser 

rnismo. Cuba se convierte en e1 criso1 de razas y cu1turas. Los 

b1ancos, 10s indios y 10s negros forman parte de 1as razas 

representantes, pero por medio de1 mestizaje han nacido nuevas 

razas. E1 mestizaje cubano; sin embargo, no só10 consiste en 

mezclar sangres sino también 1a combinación de e1ementos 

heterog강neos， adquiriendo una resonancia más vasta. 

Pero hay que tener en cuenta que tanto en Cuba como en 

Latinoamérica 1as diferencias cu1tura1es no se han integrado sino 

se han superpuesto y e1 mestizaje no produce su síntesis. En este 

sentido, Severo Sarduy define 10 cubano como superposición y 

afirma que una nove1a cubana debe hacer explícitos todos 10s 

estratos, mostrar todos 10s p1anos arqueo1ógicos de 1a 

superposlclOn. 

En efecto, Sarduy lleva a cabo esta rnisión a través de su propia 

nove1a, De donde son los cantantes. Esta obra consta de tres 

partes, en 1as cuales, 1a primera trata de 1a cu1tura china, 1a 

segunda 1a negra, y 1a tercera 1a b1anca. Según e1 escritor, 1as tres 

cu1turas constituyen 1a esencia de 1a cu1tura cubana en estado de 

1a hibridación superpuesta. Sarduy afirma que 10s chinos que 

llegaron después de 10s negros están en e1 centro de 1a concepción 

del mundo cubano. Según e1 autor, e1 mundo chino es e1 de1 deseo 

y e1 sentido del azar viene de su cu1tura. Por otra parte, 1a 

negritud se 1e aparece como diá1ogo, como pregunta. La ú1t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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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e es la española. Sarduy hace viajar a dos protagonistas desde 

Cádiz hasta Santiago de Cuba y luego a La Habana. Su entrada 

en la capital parece una metáfora del triunfo de la Revolución 

Castrista 

l,Qué conclusión presenta esta novela? lQué origen tiene la 

cultura cubana? Sarduy no aclara la esencia de dos protagonistas, 

Socorro y Auxilio que aparecen a 10 largo de la novela. Esto 

quiere decir que el origen de Cuba está vacío y que Cuba no ha 

podido lograr la síntesis de los contrarios en su histor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