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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레이날도 아레나스(Reinaldo Arenas)는 카스트로의 혁명 이념이 포용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쿠바 작가이다. 그는 반 카스트로주의자, 반 가톨릭주의자, 동

성애자로 삼중의 박해에 시달렸고, 결국 1980년 마리엘 엑소더스를 통해 미국

으로 망명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그에게 미국은 

완벽한 대체지가 될 수 없었고, 그는 1990년 약물 복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

했다. 

   본 논문에서는 아레나스가 남긴 여러 작품 중에서 1990년의 쿠바를 다룬 

『여름의 색깔』 (1999)과 쿠바의 미래를 그린 『습격』(2003)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여름의 색깔』은 작가가 작품을 마무리하던 1990년 동시대 쿠바의 모습을 

그린다. 서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인 카니발 행사는 소설에서 비중이 크지 않으

며, 오히려 이 카니발을 준비하는 과정이 주로 다루어진다. 『습격』은 쿠바의 디

스토피아적인 미래를 그리며, 현재 세계에 대한 작가의 비판을 극단화한 표상이

다. 작품에서 개인의 정체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인간은 노동과 생산력

으로 환산되고, 이들의 생활은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여름의 색깔』과 『습격』은 내용의 측면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순환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여름의 색깔』의 구조와 내용에는 글쓰기를 저항으로 활용하

는 작가의 태도와 동시에 글에 가진 회의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작가는 ‘이중

성’을 키워드로 독재의 폭력성을 재현하며, 나아가 인물들의 몸이라는 공간을 

통해 구조적인 폭력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여름의 색깔』의 중심 소재인 카니발은 바흐친이 기존에 논의한 카니발과 

다르다. 바흐친이 카니발을 다소 낭만화한 것에 비해, 아레나스는 카니발의 잠

재력을 회의적으로 해석한다. 나아가 작가는 카니발이 오히려 독재의 정치적 수

단으로 전락해버린 쿠바의 상황을 지적한다. 바흐친은 카니발과 그로테스크는 

시대에 따라 변용되는 카니발적 에토스의 한 형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퍼포먼

스 학자 리차드 셰크너 역시 퍼포먼스가 카니발적 에토스의 현대적 양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셰크너는 퍼포먼스가 바흐친의 카니발론과 밀접하다고 설명하

면서도 저항성의 발현에 대해서는 카니발과 거리를 둔다. 바흐친은 하위 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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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계층의 가면을 쓰는 모습에서 저항성과 생성력을 도출했고, 셰크너는 퍼포

먼스의 생성력이 계층 양극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주도권 투쟁이라고 밝힌 것이

다. 

   아레나스가 소설에서 그린 카니발의 모습은 바흐친이 설명한 카니발보다는 

퍼포먼스에 가깝다. 작가는 기존 카니발의 구조를 비틀어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긴장 관계에서 저항성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카니발리즘의 에토스는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카스트로 체제에 대항하는 아레나스의 카니발

은 퍼포먼스라는 새로운 형식을 보여준다. 먼저, 카스트로가 혁명을 이루고 권

력을 유지하는 형식은 퍼포먼스였다. 『여름의 색깔』과 『습격』에 재현된, 권력이 

대중에게 등장하는 모습과 권위를 유지하는 모습은 모두 연출된 연극이었다. 독

재자가 등장하는 장면은 공연과도 같고, 대중은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관객

이 되어 강제적으로 주어진 반응만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이러한 모습

은 카스트로가 혁명에 성공한 이후, 쿠바 대중에게 영웅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

시키기 위해 채택했던 전략과 유사하다. 이어서 작가는 저항하는 소설 속의 인

물들이 독재자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보여준다. 카스트로가 소외시

켰던 작가를 비롯하여, ‘충분히 남성스럽지 못한’ 다양한 로까 인물들은 정치적 

연극을 오히려 은폐를 강요받았던 자신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기

회로 전유한다. 이들은 독재의 감시가 닿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공적

인 광경으로 구성하고, 독재가 빼앗은 일상의 웃음을 되찾고, 그들만의 소통과 

의미를 창조하며 카스트로 체제에 저항한다.

   실체가 부족한 혁명의 성공에 기대어 확립된 카스트로주의가 권력의 정당성

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더욱 구속력을 가진 규제가 필요

했다.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가 검열하도록 하고,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마

땅히 보여야 할 모습까지 통제하길 원한 것이다. 소설의 ‘남성스럽지 않은’ 인물

들은 카스트로 정권이 내세운 국가적 남성성의 허구를 폭로하기 위해 그들의 

‘어긋난’ 남성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양상으로 저항한다. 이들은 자신의 존재

적 위치를 주도적으로 재정의하고, 권력이 그들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용어를 

긍정적으로 재전유한다. 

   작품에서 로까들이 동성애자에게 가해지는 독재의 폭력을 고발하는 방식과 

여기에 대항하여 주어진 사회적 틀을 탈피하려고 시도하는 모습 또한 특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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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성애자를 ‘로까’, 즉 비정상적인 젠더로 낙인찍도록 유도하고, 이를 구분

하는 기준점은 퍼포먼스와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이는 주디스 버틀러가 주장한 

젠더의 수행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소설에서 피지배 계층은 독재자의 신체

와 제스처를 찬양하고 반복적으로 재연하며, 그의 권위적인 지위를 무의식적으

로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동시에 로까 인물들은 규범적인 젠더

를 비틀고, 그간 금지당했던 성적인 순간들을 공개적인 퍼포먼스로 구성하여 독

재자에게 저항한다. 

   아레나스의 두 작품에 재현된 쿠바 혁명과 카스트로 체제는 퍼포먼스로써 성

공하고 유지됨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간 쿠바 독재의 공적인 영역에서 소외되었

던 로까 인물들은 이러한 독재 권력의 퍼포먼스를 방해함으로써 저항한다. 두 

소설은 카스트로 체제에 대한 단순 고발과 정치적 비판에 그치지 않고, 특정 남

성 인물들의 주체성 탈환 시도를 패러디로 구현하면서, 독재가 퍼포먼스적으로 

작동함을 해학적으로 나타낸다. 

주요어 : 레이날도 아레나스, 쿠바 독재, 피델 카스트로, 연행성, 국가적 남성성,

수행성, 주디스 버틀러

학  번 : 2018-21133



iv

목     차

1. 서론 ······························································································································ 1

2. 독재와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글쓰기 ·························································· 10

   2.1. 바흐친의 카니발론 비판 ················································································ 10

   2.2. 작가의 저항적 글쓰기 ···················································································· 15

   2.3. 독재 폭력과 몸의 재현의 관계 ···································································· 22

3. 카스트로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퍼포먼스 ···························································· 41

   3.1. 카니발 에토스의 현대적 양상 ······································································ 41

   3.2. 카스트로 권력의 연극성 ················································································ 46

   3.3. ‘여성스러운 남성’ 인물의 저항의 퍼포먼스 ·············································· 55

4. 젠더 수행을 통한 전복의 퍼포먼스 ······································································ 68

   4.1. 쿠바 혁명과 국가적 남성성 ·········································································· 68

   4.2. 카스트로와 로까들의 수행적 남성성 ·························································· 71

   4.3. 감춰진 육체 드러내기의 서사 전략 ···························································· 82

5. 결론 ···························································································································· 90

참고문헌

Resumen



1

1. 서론

라틴아메리카 문학에서 쿠바 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은 특별하다. 라틴아메리

카 문학이 세계 문학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붐 세대의 소설은 미

학적으로 바로크로 분류되는데, 이때 바로크 미학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주로 쿠바가 언급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쿠바 작가이자 바로크적 글쓰기를 보

여주는 세베로 사르두이(Severo Sarduy)는 쿠바의 문화적 유산인 현란한 언어 

사용이 라틴아메리카 바로크 미학의 핵심이라고 설명했고, 쿠바 작가 알레호 카

르펜티에르(Alejo Carpentir)와 호세 레시마 리마(José Lezama Lima)는 네오 

바로크로 불리는 미학적 영역을 구축한 초창기 작가로 간주된다.1)

쿠바가 라틴아메리카 내에서 차지하는 고유한 위치는 문학 영역뿐만 아니라 

그들의 독특한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59년 마이애미에서 비행기로 두 시

간 거리에 있는 카리브의 섬나라 쿠바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이

로 인해 충격에 빠진 것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었다. 콜럼버스가 처음 발 디딘 

아메리카의 땅, 곧 식민화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는 쿠바에서 공산주의 정부가 

등장한 사건은 그 영향이 단지 주변 국가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륙적인 상징이 

되었다. 혁명을 성공시킨 피델 카스트로 사후 그를 계승한 라울 카스트로까지 

고려한다면. 쿠바의 현대사는 곧 카스트로의 역사로 보인다. 여전히 국가적 영

웅으로 추앙받는 카스트로는 장황한 연설과 인터뷰로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어록

을 남겼다. “Dentro de la Revolución, todo; contra la Revolución, nad

a”2) 두 차례 반복된 이 말은 그의 혁명 기조가 전제한 폐쇄성과 배타성을 여실

히 보여준다. 그러나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도 모든 구성원을 구제하거나 만족시

1) 이때 신정환에 의하면, 네오바로크란 “중남미대륙의 내재적인 바로크적 성향과, 통시적으로는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는 스페인으로부터 계승한 역사적 바로크 미학을 결합하여 뛰어난 문학

성”을 보여준 미학적 장르이다. 신정환, “알레호 까르뺀띠에르와 레사마 리마의 바로크 미학 

비교연구”, 스페인어문학(구 서어서문연구), 14, 1999, pp. 679-680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 

참고. 신정환, “바로크와 네오바로크 - 근대성의 매혹과 환멸.” 라틴아메리카연구, 12(1), 

1999, pp. 205–225.

2) 인터넷 자료, “DISCURSO PRONUNCIADO POR EL COMANDANTE FIDEL CASTRO RUZ, 

PRIMER MINISTRO DEL GOBIERNO REVOLUCIONARIO Y SECRETARIO DEL PURSC, 

COMO CONCLUSION DE LAS REUNIONES CON LOS INTELECTUALES CUBANOS, LA 

BIBLIOTECA NACIONAL EL 16, 23 Y 30 DE JUNIO DE 1961”, DEPARTAMENTO DE 

VERSIONES TAQUIGRAFICAS DEL GOBIERNO REVOLUCIONARIO,

   http://www.cuba.cu/gobierno/discursos/1961/esp/f300661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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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는 없다. 분명 그의 혁명 이념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레이날도 아레나스(Reinaldo Arenas)는 카스트로의 혁

명 이념이 포용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쿠바 작가이다. 1943년 아바나에서 동쪽

으로 멀리 떨어진 올긴(Holguín)에서 태어난 그는 1980년 마리엘 엑소더스를 

통해 미국으로 망명했다.3) 그러나 마이애미도 뉴욕도 고향을 잃은 그에게 완전

한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그곳에서도 변절자이자 동성애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에이즈까지 진단받은 

작가는 결국 1990년 약물 복용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아레나스의 생애만큼이나 그의 작품이 쿠바 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치 또한 주

목할 만하다. 특히 그의 시학을 당시 지배적이던 네오 바로크로 분류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자기 반영적인 ‘역사 다시 쓰기’ 소설인 아레나

스의 『현란한 세상 El mundo alucinante』은 작가가 해독 불가능한 현실을 재

현하기 위해 현기증이 날 정도의 언어적 과용으로 대표되는 네오 바로크 기법을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4) 그러한 특징이 오히려 알레호 카르펜티에

르와 그의 대표작 『빛의 세기 El siglo de las luces』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

는 상반된 해석 또한 존재한다.5) 두 대조적인 관점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공통 분

모는 유달리 돋보이는 아레나스의 글쓰기 태도, 특히 일체의 문학적 관행을 의

도적으로 위반하는 과격함이다. 이로 인해 아레나스의 작품이 스무 편도 넘게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사적인 위치를 적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3) 카스트로는 마리엘 항구를 개방했고, 1980년 4월 15일에 체제에 반대하는 이들의 이주를 공

식적으로 허가했다. 공식적으로는 약 12만 5천명이 엑소더스를 통해 망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 인터넷 자료, “Fidel Castro announces Mariel Boatlift, allowing 

Cubans to emigrate to U.S.”, A&E Television Networks, 16 April 2020, 

   https://www.history.com/this-day-in-history/castro-announces-mariel-boatlift

4) Carolina Abello, “Desolación, carnaval y resistencia: la presencia neobarroca en El 
mundo lIIucinante de Reinaldo Arenas”, Cuadernos de Literatura, 7(13.14), 2001, p. 

181.

5) Candelaria Barbeira, “El Saco de las Lozas versus El siglo de las luces: La alusión 

a Carpentier en El mundo alucinante de Reinaldo Arenas”, VIII Congreso 
Internacional de Teoría y Crítica Literaria Orbis Tertius, Universidad Nacional de 
La Plata, 2012, p. 2.

구체적으로 작가는 한 에피소드를 할애하여 카르펜티에르 『빛의 세기 El Siglo de las Luce
s』에 대한 언어 유희로 “도자기 포대 (El Saco de las Lozas)”를 쓰는 인물을 등장시키며 그

를 본격적으로 조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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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아레나스는 “쿠바 문학사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체제에 순응하지 않았

던 작가 중 한 명”6)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쿠바에서 처했던 자신

의 위치를 “반체제주의자, 반가톨릭주의자, 그리고 동성애자”7) 이렇게 세 단어

로 요약했다. 이러한 삼중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에야 아레나스는 

그간 써놓았던 작품들을 출판할 수 있었고, 이내 공개적인 반카스트로주의

(Anti-Castroism) 작가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공산주의의 허상과 폐해

를 폭로하기 시작했으며, 카스트로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아레나스가 남긴 여러 작품 중에서 1990년의 쿠바를 다룬 

『여름의 색깔』과 쿠바의 미래를 다룬 『습격』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두 소

설은 작가의 “펜타고니아(Pentagonía)”8)에 속한다. 아레나스는 여러 작품 중에

서도 직접 다섯 개를 고통 5부작이라 이름 붙였다. 이 5부작은 『여명 전의 셀레

스티노 Celestino antes del alba』(1967), 『다시, 바다 Otra vez el mar』

(1982), 『새하얀 스컹크들의 궁전 El palacio de las blanquísimas mofetas』

(1982), 『여름의 색깔 El color del verano』(1991), 『습격 El Asalto』(1990)으

로 구성된다. 소설의 등장인물 대부분의 이름이 역사적 실존 인물을 매우 직관

적으로 떠올리게 할 만큼 정치성이 두드러져서, 쿠바에서 발간할 수 있었던 소

설은 올긴에서의 어린 시절을 다룬 『여명 전의 셀레스티노』뿐이다. 또한, 이 다

섯 작품은 연대기 순으로 번호가 매겨졌을 뿐, 구체적인 서사적 연결성은 존재

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프란시스코 소토(Francisco Soto)는 고통 5부작의 

연결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모든 소설에서 중심인물은 증언 저자로서 (첫 

네 작품에서) 사망하지만, 동일한 분노의 반기를 들며 다음 소설에서 다른 이름

으로 다시 태어난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공포와 삶을 노래하고 이야

기한다.”9)

6) María Encarnación López, Homosexuality and Invisibility in Revolutionary Cuba: 
Reinaldo Arenas and Tomás Gutiérrez Alea, Woodbridge: Boydell & Brewer, 2015, p. 

65. 

7) 작가 본인이 다음 영상 인터뷰에서 스스로에 대해 언급한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했다. 인터넷 

자료, “Reinaldo Arenas, escritor cubano, nos habla de su vida”, 유튜브 비디오, 

18:54. 게시자 “TwoRealTravelJunkies”, 19 September 2018, 

https://youtu.be/qTWd1zaKMv8

8) 펜타고니아(Pentagonía)는 5를 뜻하는 어미 ‘penta-’와 고통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agonía’를 

합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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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의 색깔』은 고통 5부작 중에서 아레나스가 자살하기 직전까지 붙들고 

씨름한 소설이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인 1990년은 작가가 작품을 마무리하던 

동시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명 이후 쿠바의 현재를 그리는 이 소설에는 그 이

전까지 쿠바에서 벌어졌던 일들, 대표적으로 쿠바 혁명과 카스트로의 집권 같은 

사건들에 대한 작가의 회고적인 비판 의식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한편, 『습격』

은 작가가 상상하는 쿠바의 미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리 겪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상상은 온전히 지금 마주한 현실에 기대기 때문에, 이 작품 또한 

작가가 비판하는 당대 쿠바를 그린다. 이처럼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과거 사건

에 대한 현재로서의 비판 의식을 담고 있어서, 고통 5부작 중에서도 가장 입체

적으로 정치성이 드러난다. 따라서 두 작품을 분석하는 것은 쿠바의 과거와 현

재에 대한 작가의 복합적인 비판 의식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다.  

먼저, 『여름의 색깔』에서 서사의 중심이 되는 사건은 쿠바를 차용한 공간인 

‘섬’에서 카스트로를 상징하는 인물인 독재자 피포가 계획하는 집권 ‘50주년 카

니발’ 행사이다. 그러나 정작 카니발 행사 그 자체는 소설에서 비중이 크지 않

으며, 오히려 이 카니발을 준비하는 과정이 주로 다루어진다. 소설은 다양한 인

물들의 단편적인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어 계속해서 이야기의 흐름이 카니발

이 아닌 샛길로 빠진다. 동시에 독재자가 지배하는 공간에 피지배층으로 존재하

는 이들의 각기 다른 경험들이 서술되는데, 이때 주로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은 

로까(loca), 즉 ‘충분히 남성스럽지 못한 남자’ 집단에 속한다.10) 이들이 피포가 

준비한 카니발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그리고 카니발은 이 로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소설의 큰 줄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쿠바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다룬 『습격』은 현재 세계에 대한 작가

의 비판을 극단화한 표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작품에서 개인의 정체성이란 존

재하지 않으며, 모든 인간은 노동과 생산력으로 환산되고, 이들의 생활은 철저

하게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누군가가 혁명이나 반동을 일으키려는 조짐은 “속

삭임(susurro)”이라고 불리며, 이러한 움직임을 적발하는 직책이 바로 “반-속삭

9) Francisco Soto, Reinaldo Arenas: The Pentagonía,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1994. p. 263.

10) 로까란 “여자 같은 남성 동성애자”를 비하적으로 이르는 구어 표현이다. “loca”, REAL 

ACADEMIA ESPAÑOLA: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23.ª ed., 

https://dle.ra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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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contra susurrador)”이다. 이 업무를 맡은 1인칭 서술자 남자 주인공은 어

머니에게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그녀를 살해하기 위해 쿠바의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는 마침내 찾아낸 어머니가 바로 섬의 독재자였음을 확인하

고는 강간한 후 살해한다. 민중들은 독재자가 죽었다며 해방을 외치고, 주인공

이 모래 위에 눕는 장면으로 작품은 끝이 난다. 

  레이날도 아레나스의 생애와 그가 남긴 작품은 문학사적-문화사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

다. 특히 본 논문에서 다루는 두 작품은 국내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선

행 연구도 양적으로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은 우선 국내에 번역되고 소개된 쿠

바 작가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에서 충분

히 예견할 수 있다. 국내에서 소개된 쿠바 작가는 알레호 카르펜티에르, 미겔 

바르넷(Miguel Barnet), 니콜라스 기옌(Nicolás Guillén), 레오나르도 파두라

(Leonardo Padura), 그리고 레이날도 아레나스 등 다섯 명에 불과하다. 아레

나스의 경우, 그의 자서전 『해가 지기 전에 Antes que anochezca』(1992)와 

쿠바 내에서 처음으로 출판했던 『현란한 세상 El mundo alucinante』이 국내

에 번역・소개되었으며, 자서전과 『여명 전의 셀레스티노』, 그리고 단편집 『아

바나로의 여행 Viaje a la Habana』(1990)만이 1차 문헌으로서 분석되었을 뿐

이다.11)

   한편, 국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된 『여름의 색깔』과 『습격』에 대한 선행 연구

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름의 색깔』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작품 

속 등장인물의 구성과 재현에 주목하여, 여기에 담긴 작가의 기존 위계질서에 

대한 저항 의식을 포착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조금

씩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프랑수아 물랭 시빌(Françoise Moulin Civil)

은 그로테스크한 육체 재현과 에로티시즘에 주목하고 이를 작품의 역동성의 근

원으로 설명한다. “『여름의 색깔』은 분뇨에 대한 날것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

하여 축적된 셀 수 없이 많은 포르노 장면들의 불경과 모독 간 역동성으로 새겨

11) 언급된 작품들을 분석한 국내의 선행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한은경, “영원한 회귀의 서사 

-레이날도 아레나스의 『해가 지기 전에』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학회, 30, 2010, pp. 

179-199. 한은경, “『여명 전의 셀레스티노』: 하나의 메타픽션”, 스페인어문학, 56, 2010, pp. 

365-385. 오민욱, “Supresión de modos de subjetividad como condición de la 

solidaridad homosexual: “Viaje a La Habana” de Reinaldo Arenas”, 스페인라틴아메리

카연구, 13(1), 2020, pp. 2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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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있다.”12) 다른 예로, 라파엘 오카시오(Rafael Ocasio)는 성적인 행동이 쿠바 

정부의 동성애 혐오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작품의 성적인 장면들

에 주목했다.13) 비슷한 관점으로, 호세 이스마엘 구티에레스(José Ismael 

Gutiérrez)는 동성애자들의 모험적인 공간들이 도시의 공적인 영역에서 탄생하

고 있음에 주목하여 작품에 나타난 저항성을 설명했다.14)

   또 로리 빅로이(Laurie Vickroy)는 조금 더 작가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며 

분석하였다. 그는 작품에 나타난 여러 실존 인물을 조사하여, 소설이 망명인이

자 예술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적응해야 했던 아레나스가 겪은 딜레마를 보여준

다고 설명했다. 특히 빅로이는 작품에서 여성 작가가 언급되고 여러 남성 작가

들이 여성으로 묘사되는 것에 대해 아레나스의 정체성을 파괴한 남성적이고 군

사적인 쿠바 사회 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했고, 나아가 작품의 카니발적 세

계에서 이분화된 젠더 체계의 위계를 뒤집는 아레나스의 언어와 메타포 사용에 

주목했다.15) 선행 연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해석의 방향성을 정리하면, 『여

름의 색깔』은 육체 상하부의 질서 전복, 남녀 젠더의 혼용, 과장된 언어의 사용

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카니발적인 저항을 보여준다고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습격』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정신분석학에 근거하며 작품에 나타

난 모자(母子)의 애증 관계와 결말에 대한 해석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레베카 

엘리자베스 바이런(Rebecca Elizabeth Biron)은 남성인 아들이 여성인 어머니

를 제거해야 완전한 남성성을 가질 수 있기에, 결말은 곧 혁명의 시작을 상징한

다고 설명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남성 개별 존재의 폭력적인 성취를 축하

하고, 어머니/독재자의 죽음의 정신분석학적 혹은 정치적 함의에 무게를 두려는 

독자들의 열망을 거부한다. 이 텍스트는 개인화된 끔찍한 폭력이 혁명의 성공을 

위한 요구사항임을 그리고 있다.”16) 비슷한 관점에서, 다른 선행 연구는 주인공

12) Françoise Moulin-Civil, “Carnaval y carnavalización: El color del verano, de 

Reinaldo Arenas”, América, 28(1), 2002, p. 71.

13) Rafael Ocasio, A Gay Cuban Activist in Exile: Reinaldo Arenas, Gainesville: 

University Press of Florida, 2007, p. 122.

14) José Ismael Gutiérrez, “Celebración de los márgenes: el cuerpo homosexual en ‘El 

color del verano’ de Reinaldo Arenas”, in El cuerpo del significante. La literatura 
contemporánea desde las teorías corporales, Barcelona: Editorial de la Universitat 

Oberta de Catalunya, 2011, p. 74.

15) Laurie Vickroy, “The Traumas of Unbelonging: Reinaldo Arenas’s Recuperations of 

Cuba”, MELUS, 30(4), 2005, pp. 118-123.

16) Rebecca Elizabeth Biron, Murder and Masculinity: Violent Fic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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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머니를 살해한 후 자살하는 작품의 결말은 어머니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아

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자살을 패배로 여기지 않는 쿠바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 결국 반란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17)

   반면에, 크리스티나 마리 토우리노(Christina Marie Tourino)의 논문은 작

가가 의존하는 남성 중심 사상은 그 어떤 생산성도 없다며 소설의 결말을 비판

한다. “망명인으로서 소외된 사회적 위치와 무력감을 소설 속 남성 인물들의 남

성성 표현 방식으로 승화시킨다.”18) 이는 프란시스코 소토가 『습격』에 대해 고

통 5부작 중에서 유일하게 주인공이 죽지 않는 작품이라고 소개한 것과는 대조

적인 해석이다.19) 나아가, 작가론적인 접근에 근거한 호르헤 올리바레스(Jorge 

Olivares)는 억압적인 어머니의 영향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작가의 경험

이 아버지로 대변되는 조국이 어머니의 형상을 하고 있는 소설의 설정으로 이끌

었다고 주장한다.20)

   한편, 다프네 뒤센-소토마요르(Dafne Duchesne-Sotomayor)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칼 슈미트의 정치 이론을 빌려 작품의 모자 관계가 문자 그대로의 가

족 관계보다는 종속적인 주종 관계와 더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은 늘 권력이 의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

로 위계질서에 균열을 만드는데, 그 틈에서 발생한 것이 어머니를 증오하는 아

들의 모습처럼 ‘사적인 적대 관계’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작품은 작가의 저항성

을 내포한다고 설명한다.21)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의 논지와 전제에 따르면, 

『여름의 색깔』과 『습격』은 억압적인 독재가 구축한 세계에 대한 반감과 저항 

정신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wentieth-Century Latin America,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2000, p. 

141.

17) Julio César Cervantes López, et al, “El Asalto. La agonía de un final o el final de 

una persecución”, in Del Alba al Anochecer: La Escritura En Reinaldo Arenas, 

edited by María Teresa Miaja de la Peña, Madrid: Iberoamericana Vervuert, 2008, 

pp. 122-123. 

18) Christina Marie Tourino, “Anxieties of Impotence: Cuban Americas in New York 

City”,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4(2), 2002, p. 3.

19) Francisco Soto, op. cit., p. 41.

20) Jorge Olivares, Becoming Reinaldo Arenas: Family, Sexuality, and The Cuban 
Revolu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3, p. 106.

21) Dafne Duchesne-Sotomayor, “Del susurro al estruendo: la impolitíca del amigo y 

el enemigo en El asalto de Reinaldo Arenas”, Revista Iberoamericana, 250, 2015, 

pp. 9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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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두 소설이 형성하는 공통된 작품관에 주목하며, 여기에 반영

된 작가의 비판 의식에 천착하고자 한다. 특히 작품에서 카스트로 독재가 형상

화되는 방식과 인물의 저항 행위가 서로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지에 주목할 것이

다. 작품의 저항성을 포착하려는 큰 의도는 선행 연구와 유사하지만, 본 논문에

서는 작가의 비판 의식과 쿠바 혁명이라는 구체적인 사회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소 파편적인 구조와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러디로 

인해 총체적인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참조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레나스의 자서전 『해가 지기 전에』는 

2000년에 줄리언 슈나벨(Julian Schnabel)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어 다시 대중

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영화는 우파 미디어를 포함한 비평계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자서전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다. 그러나 문제는 쿠바 혁명의 

탈신화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었다.22) 다소 퀴어 해방 영화로 탈바꿈

시킨 경향이 있었다. 사실 『해가 지기 전에』는 쿠바의 억압당한 퀴어로서 작가

가 남긴 삶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쿠바 혁명과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증언적이

고 고발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 텍스트이다. 특히 그는 쿠바의 이데올로기가 가

족 단위까지 침투한 과정과 이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과 일상의 매 순간이 어떻

게 조직적으로 부정당했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따라서 작가의 삶을 구성

해온 사건들의 경중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자서전에는 사회적 비판 의식이 여실

히 드러나 있어 그의 작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조가 된다. 또한 『여름의 색

깔』과 『습격』의 세계관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시에 다룬 선행 연구는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먼저 두 작품의 연결성을 

도출하고 비교 분석하며 작가가 소설에서 재현해낸 새로운 저항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여름의 색깔』과 『습격』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

다. 먼저, 저항으로서의 글쓰기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여름의 색깔』의 장르, 

구조와 내용의 순환성에 대해 설명하고, 비슷한 성격이 『습격』에도 반영되어있

음을 규명할 것이다. 또한 두 소설은 공통적으로 ‘이중성’을 키워드로 독재의 폭

22) Lazaro Lima, “The King’s Toilet: Cruising Literary History in Reinaldo Arenas’ 

Before Night Falls”, in The Generation of ´72: Latin America´s Forced Global 
Citizens, edited by Brantley Nicholson and Sophia A. McClennen, Raleigh: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Press, 2013, pp. 23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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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성을 재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인물들의 몸을 통해 독재의 구조적인 폭력을 

시각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뒤이어 3장부터는 퍼포먼스 개념을 빌려 두 작품의 저항성을 본격적으로 설

명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카니발리즘의 에토스는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지만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에 대항하는 작가의 카니발리즘은 퍼포먼스라는 새

로운 형식을 띠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3장에서는 퍼포먼스가 가진 연행성의 특

징에 주목하여, 소설에 재현된 카스트로가 혁명을 이루고 권력을 유지하는 모습

을 분석할 것이다. 소설에 반영된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을 참고하여 카스트로의 

정치적 퍼포먼스와 이를 방해하려는 인물들의 저항 행위 간 역학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쿠바의 국가적 남성성과 이를 재정의하려는 인물

들의 행위를 젠더 퍼포먼스로 분석하고자 한다. ‘남성스럽지 않은’ 인물들은 카

스트로 정권이 내세운 국가적 남성성의 허구와 환상을 폭로하기 위해 택하는 퍼

포먼스적인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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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재와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글쓰기

   2.1. 바흐친의 카니발론 비판

   프란시스코 소토에 의하면 펜타고니아의 주요 테마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자유에 대한 갈망, 어머니와의 애증 관계, 작가 본인의 글쓰기에 대한 열망이 

그것이다.23) 이 세 가지 주제는 공통적으로 카스트로 체제에서 소외된 현실에 

저항하고자 글쓰기로써 자기 회복을 꿈꾸는 작가의 의도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

한 저항의 의도는 아레나스의 작품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여름의 색깔』에서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것은 피포가 개최하려는 행사가 

카니발이라는 설정이다. 미하일 바흐친은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 분석을 통해 

카니발과 민중의 저항성 간의 관계를 조명했고, 특히 그로테스크한 민중의 신체

가 전면화될 때 현실 속 더 높은 차원의 실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위적인 질서 하에 엄격한 이분법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근대 세계에서 그로테스

크한 민중의 신체가 전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분법이 한쪽으로 일시적으로 무

너지는 것이다. 권위적인 체계가 뒤흔들리는 이러한 순간이 바로 민중의 저항성

의 역동적인 현현이라는 것이 바흐친의 논지이다. 그에 의하면, 자칫 무질서로 

보이는 장면들은 “기성의 억압 구조를 허물어뜨리는 해방의 장면”24)인 것이다. 

바흐친의 카니발론은 『여름의 색깔』과 『습격』 두 작품이 공유하는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여름의 색깔』의 “그리며 (Pintando)”라는 소단원은 서

술자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설명한다. 작품의 부제목 “혹은 새로운 「쾌락의 정

원」”에 담긴 의미이자 작품의 전반적 세계를 전달하는 글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

다. “나는 뿌리가 거꾸로 되어서 먹을 것을 하늘에서 찾는 식물을 그릴 것이

다.”25) 이 서술은 『여름의 색깔』이 상정하는 세계를 이미지로 간접 전달해준다. 

작품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의 순서가 역전된 물질세계라는 것이다. 이

어서 서술자는 “너는 둥둥울리는 북과 탈구된 몸들과 달이 변기까지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CV, 90)라고 말한다. 이처럼 서술자는 카니발을 상징하는 세 

23) Francisco Soto, op. cit., p. 99.

24) 최진석, 『민중과 그로테스크의 문화 정치학: 미하일 바흐친과 생성의 사유』, 그린비, 2017, 

p. 364.

25) Reinaldo Arenas, El color del verano o Nuevo “Jardín De Las Delicias”, Barcelona: 

Tusquets Editores, 1999, p. 88. 이하 약어 CV와 페이지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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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소재―축제를 상기시키는 북, 자연적으로 연결된 몸들의 해부학적인 분리, 

자연의 물리적 상하 관계의 전복―를 작품에서 보게 될 것을 선언한다. 

『습격』 또한 바흐친이 설명한 카니발론과 맞닿아 있다. 작품에서 각 소단원

의 첫머리는 유명한 고전서들을 한 문장씩 인용하는데, 이는 해당 단원의 내용

과 크게 연결성을 갖지 않는다.26) 주목할 점은 이때 인용되는 고전서 중에서 프

랑수아 라블레의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 Gargantúa y Pantagruel』의 다음 

두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흰색과 푸른색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27)

“팡타그뤼엘과 논쟁하고 싶어 하는 영국의 장님이 어떻게 파누그로에게 졌는

가”(AS, 27) 작가가 이 두 문장을 인용한 것은 카니발 이론으로 문학 텍스트에  

접근하는 관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작가가 바흐친의 카니발론을 그대로 수용하여 작품에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바흐친이 설명하는 카니발이 내재하는 전복성에

는 한계가 있다. 카니발은 그 이후 사회가 곧 본래의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기에 허용된다. 다시 말해, 카니발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므로 기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은 장기적인 저항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따라서, 카니발의 저항성을 과대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낭만주의적인 

시선일 수 있으며,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도 비슷한 관점에서 의문을 제

기한 바 있다. 바흐친의 주장대로 기존 리얼리즘에 더해진 과장과 웃음은 굳어

진 사회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지만, 여전히 “카니발은 철저하게 단편적

인 사건이기 때문에, 바흐친이 열정적으로 피력하는 승리들은 사실상 엉성하

다.”28) 여기에 더하여 이글턴은 쇼펜하우어의 웃음의 미학과 비교하며 바흐친이 

찬양한 해방의 순간은 오히려 부동한 현실 세계에 대한 절망과 좌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카니발론의 비생산성을 지적한다. 

“지금까지 우세한 역사적 내러티브는 대학살, 참혹함, 그리고 억압의 내러티브

26) 『습격』에 인용된 구절에는 작가 아레나스 본인의 소설도 포함되는데, 그 중 『여름의 색깔』도 

등장한다. 이것은 두 작품이 각각 쿠바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며 서로를 반영하는 순환

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여름의 색깔』에서 나타난 잰말 놀이와도 그 기능이 

유사한데, 『습격』에서는 인용된 문장과 내용 사이의 유사성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여름의 

색깔』에서는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가지고 있을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을 찾으려는 독자의 

노력을 배반한다. 

27) Reinaldo Arenas, El asalto, Barcelona: Tusquets Editores, 2003, p. 23. 이하 약어 AS

와 페이지만 표기.

28) Terry Eagleton, Humour,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9.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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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러한 신념을 거치지 않고 다른 한 편에서 급부상한 

바흐친적인 축제는 정치적으로 헛되다.”29) 마지막으로 그는 바흐친의 카니발에 

대해 “혁명적인 예술품만큼이나 거슬리며 효과도 별로 없고, 허가된 헤게모니의 

파괴이자 억제된 민중의 분출”30)이라 정리했다. 

다시 돌아가, 『여름의 색깔』의 중심 소재인 카니발의 구조와 결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설에서 그려진 카니발은 사실 한 겹이 더 존재하는 카니발이다. 독

재자 피포는 50주년 기념 카니발을 계획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대중들은 결정적

인 순간에는 카니발의 진행을 오히려 방해한다. 피포가 계획한 카니발은 초대한 

외국의 유명 인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식적이고 표면적이며, 쿠바의 한 면만 

보이고자 하는 통제된 카니발인데, 대중은 그 의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대중이 나서서 독재자의 카니발을 방해하는 것이 더욱 카니발적인 양상을 보인

다.  

또한, 작품의 결말을 상기해보면, 작가는 오히려 바흐친의 카니발론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다. 작가는 비교적 열린 결말을 제시한다. 주인공 테트리

카 모페타가 섬에서 도망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지만, 그는 자신이 쿠바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이 멀어져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 섬이 떠

나는 동안, 가브리엘은 불과 몇 초 전에 그 섬이 있던 곳에 머물렀다. 떠난 것

은 그가 아니라 섬이었다.”(CV, 454) 뒤이어 모페타는 식인 상어(Tiburón 

Sangriento)에게 잡아먹히고 만다. 사실 그의 탈출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조국이 그를 강제적으로 축출한 것에 가까웠다는 것이 섬이 멀어져가는 모

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나아가 망명하지 못하고 섬에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의 

모습은 끝내 벗어나지 못한 독재라는 디스토피아적인 결말을 암시한다. 또한, 

그동안 섬에 남은 이들은 섬을 몰래 갉아 먹어 섬을 가라앉게 만든다. 

그래서 거주민들은 그 섬을 견딜수 없지만 섬 밖에서 살 수도 없었기에 섬 

구석구석 뿌리를 뽑고, 정박하여 새로운 독립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다른 

29) Terry Eagleton, “Bakhtin, Schopenhauer, Kundera”, in Bakhtin and Cultural 
Theory, edited by Ken Hirschkop and Daivd Shepher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1, p. 233.

30) Terry Eagleton, Walter Benjamin, or, Towards a Revolutionary Criticism, London: 

New Left Books, 1981, p.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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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찾아서 자유롭게 표류하며 떠나기로 결정했다. […] 결국, 모든 사

람들의 의사 표현 방식이었던 발구르기는 매우 강력해졌고 지반이 없었던 

섬은 항의, 모욕, 저주, 꽥꽥거리는 소리, 속삭이는 아우성의 외침에 휩싸

여 바다로 가라앉았다. (CV, 455)

피포의 독재 공간이 물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결말은 섬을 몰래 갉아 먹던 저

항하는 이들의 승리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의 색깔』과 이어지는 『습

격』의 세계관을 참고하면, 낙관적인 결말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여름의 

색깔』의 미래를 그린 소설 『습격』의 디스토피아적인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작품

의 진정한 결말은 오히려 디스토피아에 가깝다. 가라앉은 섬도 절대적인 자유를 

가져다주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작가가 설정한 『여름의 색깔』에서 이루어진 카

니발의 한계다. 물랭 시빌은 소설의 저항성을 “우화적 투쟁과 강박적인 메타 텍

스트를 통해, 억압적인 정치-도덕적 질서를 허구, 꿈, 환상을 넘나들며 파괴하

는 것”31)에서 찾으면서도, “카니발은 최후의 위장이자, 환상, 시늉으로서 그로

테스크한 소극 뒤에 집단 및 개인의 절망적이고 불가역적인 고뇌를 숨기고 있

다. 이러한 점에서, 카니발화된 섬은 그 어떤 구원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것 같

다”32)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로사 마리아 디에스 코보(Rosa María Díez 

Cobo)는 작가가 역사적 실존 인물을 비판할 때는 전통적인 탈신화화 양상을 따

르지만, 권위에 맞선 영구적인 승리와 기존 질서의 전복을 달성하는 카타르시스

적인 결말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데리다의 디아게시스와 같은 포스

트모더니즘적인 텍스트 유희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33)  

이처럼, 결말로 완성되는 작품관을 고려하면, 작품이 온전히 카니발적인 저

항성으로 해석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작가의 의도는 카니발론에 대한 비

판이자, 나아가 같은 방법론으로 해석할 독자와 비평에 대한 냉소적인 유머에 

가깝다. 작가는 다른 소설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소설에서 조롱하기 때문이다. “레이날도 아레나스에 대해 

31) Françoise Moulin-Civil, op. cit., p. 73.

32) Ibid., p. 71.

33) Rosa María Díez Cobo, “El color del verano o Nuevo jardín de las Delicias, de 

Reinaldo Arenas: Humor negro y carnaval narrativo”, Espéculo: Revista de Estudios 
Literarios, 3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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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그의 자기 고백적이고 정신착란적이며 비난할 수밖에 없는 동성애는 

텍스트와 상황, 묘사와 인물들을 오염시켜, 그 어떤 순간에도 성병리학적인 사

례가 되려고 하지 않는 이 에피소드의 객관성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34)

한편, 바흐친이 카니발의 핵심으로 꼽는 그로테스크성에 대한 아레나스의 접

근 또한 ‘카니발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로

테스크는 오히려 반미학적인 독재의 모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독재 체제에서 

아름다움은 항상 체제와 제대로 융합하지 못하는데, 모든 독재가 그 자체적으로 

반미학적이고 그로테스크하기 때문이며, 미를 행사하는 것이 독재자와 그의 추

종자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도피 행위이고 반항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AQA, 

149) 작가는 그로테스크 ‘미학’을 독재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이를 다시 『여름의 

색깔』에서 독재에 대항하기 위한 패러디적 재현으로서 전유한다. “이어서, 공포

스러운 모든 것의 정점, 노쇠한 폭정과 폭군의 방 그로테스크하고 풍자적인 (그

래서 진짜같은) 초상인 『여름의 색깔』이 계속된다. (권력자들의 위선, 비겁함, 

경망함, 그리고 기회주의에 둘러싸인) 폭군 주위에서 일어나는 숱한 싸움과 음

모.”(CV, 262) 

나아가 작가는 소설에서 카니발 이후의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에 대해 암시한

다. 

스스로의 퇴락, 악천후, 광기에 좌초되고, 지옥이 치명적인 형형색색의 영

원으로 구체화된 이 나라에서 우리를 희미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어느 여

름의 색깔(el color de un verano). 이 끔찍한 바다의 감옥 너머에 무엇

이 우리는 기다리는가? 우리를 배제하는 동시에 맹렬히 비판하는 이 시간, 

우리의 바다 감옥, 우리의 여름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 여름 말고, 우

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CV, 410)   

오 주여, 이 끝나지 않는 여름의 한복판에서 천천히 녹아버리지 않게 해주

소서. 그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두려움의 섬광이 되게 내버려두소서. 새

로운 해, 새로운 여름 (언제나 똑같은 여름)이 제 안에서 퇴락을 계속하지 

34) Reinaldo Arenas, El portero, Barcelona: Tusquets Editores, 2003, p. 152. 이하 약어 

EP와 쪽수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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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또 다시 저를 협박해 우스꽝스럽고, 쭈글쭈글하고, 처연하고, 축축한 

모습으로 두리번거리며 빛을 향해 뛰어들지 않게 해주소서. 다음의 여름에

는 제가 존재하지 않게 해주세요. (CV, 411)

이처럼 서술자는 다음 여름을 기대하지 않으며, 오더라도 그 여름에는 존재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여름은 모든 이들이 해방되는 순간이 아니라 이

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시간이자 다시 이들을 옥죄는 감옥인 것이다. 여름 이후

의 세계에 대한 서술자의 이러한 태도를 살펴보면, 작가는 카니발이 완전한 해

방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아레나

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그의 비판 의식을 포착하는 데 바흐친의 카니발론이 

주창한 개념들과 특징들이 유용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2.2. 작가의 저항적 글쓰기

로리 빅로이가 언급했듯이, 소설의 제목 ‘여름의 색깔’은 햇빛이 강하게 내리

쬐는 시기와 연관되는데, 이는 작가가 쿠바에서 친구들과 곧잘 다니던 해변가를 

상기시킨다. 이 해변가는 혁명 이후 엘리트와 관광객을 제외한 이들에게 금지된 

곳으로 변질되었다.35) 추억의 공간이 관광객들에게 쿠바의 대외적 이미지를 홍

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작품 제목 자체에서 작가가 

한때 누렸던 일상의 행복이 박탈당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작품

은 구체적으로 쿠바 혁명 발발 40주년 이후의 세계를 다루는데, 작가가 작품을 

완성하던 실제 삶의 시간과 맞물리면서, 동시대 쿠바의 모습을 바라보는 작가의 

비판적 시선이 더욱 신랄하게 드러난다. 작가는 특히 카스트로의 이데올로기가 

희생시킨 남성 동성애자의 목소리와 이야기에 주목하여, 쿠바 혁명의 규범적인 

인간상에서 이탈하는 인물들을 서사의 중심으로 내세운다. 동시에 아레나스는 

역사적 실존 인물들을 각색하여 만든 인물들을 조롱하는데, “스스로에 대해 우

쭐해하기 위해 혁명을 지지하는 좌파 동조자들”36)이 주로 그 대상이 된다.

아레나스는 ‘펜타고니아’의 내용을 『여름의 색깔』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35) Laurie Vickroy, op. cit., p. 123.

36) Jacqueline Loss, “The color of summer (Reinaldo Arenas)”, in Cuba: People, 
Culture,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2011,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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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제가 한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총체적 작품에 다름아닙니다. 때

때로 이 작품은 ‘펜타고니아’의 경우처럼, 동일한 인물들 동일한 절망과 재

앙이 빼곡한 길을 따라갑니다. 또 어떤 때는, 인물들이 변형되고 시간은 쏜

살 같이 지나갑니다. 이들은 수사(fraile), 흑인 노예들이며, 눈물겨운 미치

광이 백작 부인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시, 단편, 소설, 극작품, 그리고 에세

이로부터 한 보잘것없는 모든 것은 일련의 역사적, 자전적, 단말마적 순환, 

일련의 고통스러운 변형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CV, 357-358)

이처럼 작가는 소설의 내용이 자신의 실제 삶의 내용과 연관이 있음을 명확

하게 밝힌다. 윌리엄 포스터(William Foster)는 아레나스의 작품들이 유독 자전

적 성격이 강한 이유가 그에게는 가장 사적인 것이야말로 진정 정치적인 것이었

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37) 포스터의 해석대로, 아레나스의 소설은 대체로 자기 

반영성이 강하기 때문에 작가의 실제 삶과 처했던 핍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작품은 다소 난해하다. 그렇다고 해서 증언소설로 분류하고 소설의 내용

을 단순히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고발로 이해하기에도 분명 무리가 따른다. 객

관적인 사실성을 지니고 있다기에는 작품에 환상성도 자주 나타나는 편이며, 작

가의 정치적 입장이 논리적이기보다는 경험에 치중한 감정적인 비난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소설을 특정 장르로 한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

한 점에서 그의 독해의 난해성이 일면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작품

이 증언소설로 분류되기 어려운 것은 작품이 가진 환상적인 요소들과 서술자에 

대한 설정에서 기인한다. 미겔 바르넷은 증언소설을 “민중에게 큰 영향을 미친 

주요한 사건을, 적합한 주인공의 입을 통해 기술함으로써 감춰진 현실을 드러내

는 작업”38)이라고 정의했고, 작가들이 증언소설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서술자를 

구성할 때 작가 혹은 사회학자로서 자아를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름의 색깔』에서 서술자-주인공은 각각 분리된 세 개의 자아로 존재하는데, 

이 자아들은 각각 남성이자 작가 본인으로서의 자아인 레이날도(Reinaldo), 여

37) David William Foster, Producción cultural e identidades homoeróticas: teoría y 
aplicaciones, Costa Rica: Editorial Universidad de Costa Rica, 2000, p. 98. 

38) 미겔 바르넷, 「증언소설: 사회문학」, 조혜진 역, 『역사를 살았던 쿠바: 우리 아메리카, 아프로

쿠바, (네오)바로크, 증언 서사』, 글누림, 2018, p.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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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되고 싶은 동성애자 테트리카 모페타(la Tétrica Mofeta), 그리고 어린 시

절의 작가인 가브리엘(Gabriel)로 구성된다.39) 즉, 서술자의 목소리에 작가로서

의 자아가 포함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작품에서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동시에 두 명이고 세 명이다. 너한테는 계속 가브

리엘이며, 내가 쓰는 것과 절대 출판하지 못하는 것을 읽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레이날도이고, 온전히 내가 되기 위해서 가끔 같이 탈출하는 나의 나

머지 친구들에게 나는 테트리카 모페타이다. 너는 금송화를 가지고 있지만, 

나에겐 절망밖에 없다. 나를 이해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잖아. (CV, 115)

   이처럼 『여름의 색깔』의 주인공은 작가의 정체성과도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더욱이나 사적이며, 객관적인 사건을 대신 전달해주는 위치에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 정치적 재현과 작가의 실제 삶의 연

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비록 소설에서 형상화되는 사적인 내용

이 핍진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독자에게 보여주는 작가의 언어 유희적이고 문

학적인 놀이에는 사회・정치적인 의도와 함의가 가득하기 때문이다.40)

먼저, 작품에서 작가로서의 자아가 성찰하는 글쓰기 행위의 의미는 아레나스

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 의식이다. 예를 들어, ‘펜타고니아’의 

첫 작품이자 작가의 고향 올긴을 배경으로 하는 『여명 전의 셀레스티노』는 작

가의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와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한 불안한 자아, 그리

고 그 와중에 형성한 글쓰기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작가에게 글쓰기는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쿠바 독재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수단이었다. 왜 자신은 온전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고통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

39) 이러한 설정은 복잡하고 모순적인 작가의 인간적인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반가톨릭주의자로

서 삼위일체를 조롱하는 것이기도 하다. 프란시스코 소토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아레나스의 

시학적인 3인조 자아는 카톨릭 삼위일체의 패러디적이며, 침울하며, 신성모독적인 버전이다.” 

Francisco Soto, op. cit., p. 69.

40) Stéphanie Panichelli-Batalla, “Autofiction as a fictional metaphorical 

self-translation: the case of Reinaldo Arenas’ El color del verano”, Journal of 
Romance Studies, 15(1), 2015,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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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고찰이자 고발의 궤적인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고독의 원인을 시종일관 

카스트로 독재 정치 체제에서 추적한다는 점이다. 아레나스가 자살 직전 친구들

에게 쓴 편지에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말은 그가 느낀 존재적 박탈감의 뿌리와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해준다. “단지 책임자 피델 카스트로

만 있다.”41)

이처럼 작가는 쿠바 카스트로 체제의 이면을 자신이 겪은 박탈감과 연결한

다. 주목할 점은 카스트로 체제를 이상화하려는 외부의 시선에 대한 비판에 그

치지 않고, 나아가 특정 인물이나 체제를 우상화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경계 의

식까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고발성이 강한 작품을 창작함에도 그가 증언 서사의 

전략을 택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한다. 예컨대, 『여름의 색깔』의 인물 

에스테반 몬테호(Esteban Montejo)는 미겔 바르넷의 증언 서사의 주인공 이름

으로서, 소설에서 ‘부가론(bugarrón)’42)으로 조롱당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증

언 서사에서 목소리를 부여받은 인물의 이야기 또한 절대적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 의식을 보여준다. 증언 서사가 또 하나의 공식 역사가 될 수 있

다는 장르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에 대해 섣부른 우상화를 경계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설의 서사는 보통의 장르와는 확연히 다른 흐름과 특징을 가지

며,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절대적인 신뢰를 의도적으로 거부한다. 『여름의 색

깔』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역사적인 형식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분절되고 흐릿하며 틈새 같은 말하기”43)로 나타난다. 토마스 코치

(Thomas Cochie)는 이를 작가가 택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설

명했다. 소설의 단편적이고 순환적인 사건들은 자신에게 닥친 병으로 인해 언제

든 죽을 수 있다는 의식을 반영한 것이며, 따라서 소설 작업이 예기치 못하게 

끝나더라도, 하나의 사건이 모든 주제와 이야기를 포괄하고 완결된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것이다.44)

작가가 처한 물리적인 상황 외에도, 기본적으로 작가는 글로써 재현할 수 있

41) 레이날도 아레나스, 『해가 지기 전에』, 변선희 역, 이룸, 2007, p. 451. 이하 약어 AQA와 쪽

수만 기재. 

42) 부가론은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주로 쓰이며, 동성애를 하는 남성을 비하적으로 표현하

는 말이다. “bugarrón”, REAL ACADEMIA ESPAÑOLA: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23.ª ed., https://dle.rae.es 

43) Rosa María Díez Cobo, op. cit.

44) Thomas Colchie, “Introduction”, in The Color of Summer or The New Garden of 
Earthly Delights, translated by Andrew Hurley, New York: Penguin, 2001, p. 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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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실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이것이 아레나스가 글의 구조를 의도적으로 다

소 복잡하게 직조하는 이유다. 아레나스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 디에스 코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실을 공평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역동적인 내러티브로 이어지고 […] 문학은 그저 작가가 매개한 현실에 대한 왜

곡된 하나의 이미지가 된다.”45) 이 관점이 토마스 코치의 설명보다 설득력이 더 

크다. 『여름의 색깔』에 글쓰기로써 성취할 수 있는 핍진성의 한계에 대한 작가

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구절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작품의 서술자

는 이를 이해하려는 독자의 노력을 조롱하듯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소설

의 구조를 해독할 가능성은 비평가들의 혜안에 맡긴다. 단지 직선적인 작품이 

아니라 순환적이고, 바로 그런 이유로 모든 화살들 중심 혹은 교차점인 카니발

을 향해 날아가는 폭풍 같은 작품이라는 점만 지적하고 싶다.”(CV, 262) 「기도

(Oración)」라는 장에 실린 “우연히 펼친 책이 나에게 글에 대한 믿음을 돌려줄

까?”(CV, 97)라는 문장은 텍스트 안팎으로 복잡한 관계를 만들어낸 작가의 의

도를 함축하고 있다. 

작품의 복잡한 내용과 구조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여름의 색깔』에서 서술자와 등장인물 간 경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때로는 

인물이 직접 소설에 개입하기도 한다. 소설에서 작가로서의 자아가 쓰고 있는 

소설이 바로 ‘여름의 색깔’로 메타 소설적인 성격을 보이는데, 작품 내에서 그 

경계는 계속해서 허물어진다. 예를 들어, 나쁜 사쿤탈라(la mala Sakuntala)라

는 인물은 소설 속 작가 레이날도의 작품인 우리가 읽는 텍스트의 공간을 벗어

나는 발언을 한다. 독재자 피포가 주최한 대사 초청 포럼에서 사쿤탈라는 “너는 

매우 중대한 문학적 실수를 저질렀다.”(CV, 397)고 말하며 서술자의 서술에 개

입한다. 또한 자신의 이름에서 ‘나쁜’이라는 수식어를 없애 달라며 본인이 작중 

인물로서 부여받은 성격을 변화시키고 재정의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결말에 이

르면, 사쿤탈라는 작가가 적은 우나물라(Unamula)가 틀렸고 우나무노

(Unamuno)가 맞다고 주장하는데, 작가는 “지금 당장 내가 너를 지도에서 영영 

지운다”(CV, 453)라고 외치며 사쿤탈라를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이처럼 

“소설에서 작가와 인물 간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존은 계속해서 무너지며”,46)

45) Rosa María Díez Cobo, op. cit.

46) Francisco Soto, op. cit., pp.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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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의도적으로 텍스트 내용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다시 이를 회복하는 과

정을 반복한다.

한편, 소설을 구성하는 총 119개의 소챕터 중 30개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잰말놀이(trabalenguas)’에 해당한다. 잰말놀이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아바나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유통되던 소설과 달리, 민중들이 직접 만들어 널리 유행처

럼 퍼뜨리며 그 보존이 창작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일종의 구술 텍스트이자 당시

의 대항적인 텍스트였다.47) 틀리지 않고 말하기 힘든 단어들의 나열은 소설의 

전개와 큰 관련이 없으며, 구체적인 의미를 결여한 각각의 장은 독자들의 몰입

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 총 52개의 장으로 구성된 『습격』 또한 각 장의 첫머리

에 소설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고전이 한 구절씩 삽입되어 있다. 『여름의 

색깔』에서 언급되는 소설이 집필되는 과정조차 그 순서가 뒤죽박죽인데, 80쪽에

서는 잃어버린 ‘여름의 색깔’의 원고를 다시 쓰고 있으며, 135쪽에서는 소설을 

일곱 번째 다시 쓰고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335쪽에서는 같은 소설을 다섯 

번째 집필하고 있다고 밝히며, 188쪽에서는 앞서 언급된 내용임에도 이를 ‘곧이

어 뒤에서’ 밝힐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뒤집힌 시간 순서는 작품의 흐름

을 따라가야 할 독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온전한 이해를 방해한다. 

결말에 이르면, 주인공은 거의 완성된 소설을 병에 넣은 다음 물속으로 뛰어

들어 자살한다. 결국, 소설은 출판될 수도, 그 누구에게 읽힐 수도 없는 미완성 

상태로 남겨져 내용은 미궁 속에 빠진다. 결말은 그 이전의 내용으로 되돌아가

야 하는 도돌이표 같은 순환성을 작품에 부여한다. 작품을 끝까지 읽은 독자들

이 다시 작품의 서두를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작품의 서두에 등장하는, 다

음과 같은 판사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허구의 사실을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는 일은 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가”(CV, 15)라는 말은 

작가가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는 동시에 결말에서 증발해

버린 소설 원고에 대한 언급과 다시 연결된다.

   글쓰기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은 『습격』에서 글과 

언어가 전면 금지되는 설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글쓰기를 개인적인 저항의 표현

이자 일시적인 탈출구로 여겼던 아레나스는 권력이 언어를 점유하여 1인칭 관

점의 서술이 일절 금지되는 설정을 그려낸다. 프란시스코 소토의 주장에 따르

47) Ibid., pp. 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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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는 더 이상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없는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불안

을 표출하는 도구인 언어를 상실할 수밖에 없음을 작가가 경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48)

글에 대한 불신이라는 주제는 비단 ‘펜타고니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예로, 그가 자살 전 마지막으로 출간한 소설인 『도어맨 El portero』을 들 수 

있다.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던 주

인공 후안(Juan)은 고급 아파트의 도어맨으로 일하며, 세입자들에게 이상 세계

로 향하는 가상의 문을 열고자 한다. 먼저 『도어맨』의 서두에 다음과 같은 문장

이 나타난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 1장 9

절)”(EP, 9) 주인공의 이름 후안과 일치하는 성경 속 요한이 전하는 말은 주인

공이 열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문의 존재에 대해 알리려는 의도와 맞닿는다.49)

작품의 결말에서 후안은 세입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그의 뜻을 이해한 동물들을 탈출시키는 데는 성공한다. 이때 후안은 문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본래 자리에 머물러서 도망가는 동물들을 지켜본다.50)

   이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고통 혹은 경험하지 못했던 일탈들을 소설로 써가

며 자신의 삶을 글로써 구원하고 싶었던 작가의 태도를 일면 반영한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주인공의 선택에서 나타나듯, 자신의 글을 바라보는 작가의 구세

주적인 태도는 동시에 글에 내재하는 한계에 대한 의식, 다시 말해 글에 대한 

불신 또한 보여준다. 『도어맨』에서는 후안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이들에 대한 

서술자의 자각이 나타난다. “수반하는 환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

면서도 이 이야기를 더욱 진짜처럼 만드는 것”(EP, 151)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

들의 무관심을 언급한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어.”(EP, 157) 

“일단 우리의 말을 들어줘”(EP, 155) 『도어맨』의 후반부는 동물들의 대화로 이

루어지는데, 이때 계속해서 대화에 참여하려 하지만 불발되는 후안의 시도들이 

나타난다. “그때, 후안은 끼어들고 싶었다.”(EP, 169), “우리의 도어맨은 다시 

48) Ibid., pp. 120.

49) Alina Camacho-Gingerich, “El portero: el exilio como testigo o la realidad de la 

irrealidad”, in Reinaldo Arenas: recuerdo y presencia, edited by Reinaldo Sanchez, 

Miami: Ediciones Universal, 1994, p. 81.

50) 추가로, 이는 『여름의 색깔』에 나타나는 다음의 기차 안 소동 장면과 유사하다. “그리고 별다

른 절차 없이, 로까는 기차의 가장 마지막 문을 열고 텅 빈 곳으로 뛰어들었다. 로까를 뒤따라 

긴 차량에 있던 거의 모든 동물들이 달아났다.”(CV, 135) 이 장면에서도 기차 안에서 도망갈 

곳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인물이 문을 열어주어 동물들이 탈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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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들었다.”(EP, 170) 이처럼 후안의 목소리는 서사의 흐름에서 들을 수 없도

록 사라진다. 그러나 작품의 마지막에서 서술자는 갑작스레 1인칭 목소리로 자

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나 도어맨은, 나를 제외한 모두가 단연코 멀어져가는 

것을 (문) 밖에서 보겠노라.”(EP, 248) 마지막 문장에 등장하는 ‘나(Yo)’라는 단

어는 잊힌 후안의 목소리가 그 이전에 동물들의 목소리에 뒤섞여 존재했지만 그 

어느 독자도 아무도 이를 눈치채거나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여기에서 나타나듯, 작가는 자신의 고통과 마찬가지로 후안이라는 인물에게 

실제 일어났던 일을 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이를 동시에 그

려내기 위해 소설의 후반부에는, 명확하게 누가 발화자였는지 알 수 없도록 1인

칭과 3인칭의 형태가 동일한 불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이처럼 작가는 글의 

한계를 작품의 서술과 문법적 구조로 전달한다. 나아가 각 소설의 결말과 작가

의 실제 삶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도어맨』에서 주인공

이 문을 건너가지 못하는 것은 망명지가 아레나스를 완벽하게 구원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자살로 이끌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름의 색깔』에서 주인공이 누

리는 잠깐의 일탈과 원고를 잃어버리는 결말 또한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2.3. 독재 폭력과 몸의 재현의 관계

   소설 『여름의 색깔』과 『습격』에 담긴 내용은 카스트로 체제의 폭력과 위선

에 대한 폭로로 요약된다. 폭력과 위선은 이 두 작품을 관통하는 독재 세계의 

핵심이기도 하다. 『여름의 색깔』의 독재자 피포는 공포 정치로 섬을 지배하는

데,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은 식인 상어다. 피포는 본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발언을 하는 인물들을 식인 상어에게 먹잇감으로 던져버린다. 사소한 이유에도 

쉽게 분노하는 피포의 기질 덕분에 식인 상어는 굶을 일이 거의 없는데, 수족관

에 던져진 사람들을 먹어치우고, 때로는 말도 하는 등 인간과 같은 모습을 보인

다. 피억압자들은 그들의 공간에서 식인 상어가 주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공포

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간마저 통제당한다. 독재자는 ‘피포 달력’을 

만들어, 원하면 밤도 마치 낮처럼 환하게 만든다. 섬에 있는 이들의 시공간은 

모두 독재자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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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태양력에 따르면 사실상 벌써 밤 10시였는데, 햇빛은 돌들을 분명 내

리쬐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날을 연장하기 위해 피포력(el calendario 

fifal)은, 거대한 거울들, 포격들, 레이저 광선, 떠다니는 램프들, 그리고 피

포의 요원에 의하면, CIA요원에게서 압수했었던 거대한 화염방사기를 통해

서 상당히 수정했기 때문이다. (CV, 101) 

  

   폭력적인 정치가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에 대한 민중의 마냥 온순한 복종을 

끌어내지는 않는다. 그 결과는 오히려 피지배자들 간에 생겨나는 분열이다. 이 

모습은 구체적으로 공적인 영역와 사적인 영역에서 각각 자신의 모습을 달리 꾸

며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아레나스는 이러한 섬의 상황과 달라진 대중의 

삶을 ‘이중성(dualidad)’으로 풀어나간다. 개인의 일상까지 내밀히 파고든 독재

의 폐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그 섬에서는 모두가 적어도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남들 앞에서는 단 한 순간도 폭군에 대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지

만, 남몰래 폭군을 혐오했고 그가 파멸하기를 간절히 원했다.”(CV, 136) 개인이 

피포에게 의무적으로 보여야 할 태도는 찬양이다. 피포에 대한 의심은 허락되지 

않았고, 그가 가진 권위에 대한 경배는 마땅히 지켜야 할 불문율과 같았다. 그

러나 개인은 이제 둘을 분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경의의 표

시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선택이 된 것이다.

   이중성이라는 키워드는 서술자가 제시하는 독재자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

다. 개인이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을 야기한 독재자 피포 

본인마저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며 폭로하고 조롱한다. 일례로, 피포는 지속

적으로 남성 동성애자들을 탄압하고 이들을 카니발 행사에 초대하기를 꺼리지

만, 결국 그도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특히 “피포의 이중성(La 

dualidad de Fifo)”이라는 제목의 장은 공적인 장소에서 보여주는 권위적인 모

습 뒤에 감춰진 모습을 서술한 내용이다. 서술자는 피포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

면서 그가 유년기에 아버지의 여성 편력에서 이성애를 배우고, 고조부의 남성 

편력에서 동성애를 습득했다고 언급한다. 로까에게 보이는 위압적인 피포의 모

습은 그 또한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우스꽝스러워진다. 피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명령을 거스르는 로까들을 처형할 것을 명령하는 모습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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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포로 다가오지 않으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피억압자들은 겉으로는 

그를 두려워하지만, 실상은 그를 비웃게 되는데, 이로써 민중들이 보이는 독재

자에 대한 심리에는 점차 공사(公私) 영역에 따라 간극이 생겨난다.

   작품에서 피억압자들은 서로를 속이고 감시하며 배신하기 일쑤였다. 이는 이

중적인 삶을 유지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들이 습득한 것으로 그려진다. 

“살아남기 위해 속이는 법을 배워야 했던 사람들, 살아남기 위해 배신하고 배신

당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법을 배워야 했던 사람들.”(CV, 176) 작품에 총 일곱 

번 나오는 이야기(la historia) 파트는 주인공이 원고를 다시 써야 할 때마다 등

장하는데,51) 이 중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이야기’는 쿠바인들이 처한 이중적인 

상황과 행동을 낮과 밤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낮에는 폭군을 찬양하는 찬미가를 부르고 밤에는 그를 향한 분노와 죽음의 

기도를 되새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낮에는 몸을 구부리고 땅을 긁고, 

타로감자, 바랭이, 쐐기풀, 캘리포니아 사과, 간둘 커피 등 폭군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심고 밤에는 폭군만이 명령하는 섬의 기반을 훼손하려

고 바다 밑 땅을 갉아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CV, 176) 

   이처럼, 독재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생겨나는 미세한 균열은 형식과 그에 

걸맞은 내용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한다. 위 인용에서 나타나듯이, 반체제주의자

들은 섬을 물에 띄우기 위해 계속해서 남몰래 섬의 지반을 갉아 먹는다. 섬을 

갉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갉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예 욕설이 되었고, 

“이미 그 자체로 경멸적인 ‘갉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최

악의 단어가 되었다.”(CV, 137) 이 행위를 막기 위해 피포는 해안가에 수많은 

병력을 배치하지만, 갉는 이들은 계속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잘 훈

련된 그 무시무시한 군대와 식인 상어의 충직한 탐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

속해서 섬의 기반을 갉았다.”(CV, 138) 반체제주의자들의 저항인 갉아먹는 행위

는 그 어떤 억압적인 권력으로도 원천적으로 저지하거나 은폐할 수 없는 것이

다. 

51) 작품 속에서 작가가 쓰던 원고가 불태워지거나, 사라지거나, 도둑질 당하거나 등 여러 사건들

이 발생하면서 계속 소실된다, 이때마다 다시 “이야기(la historia)”라는 챕터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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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의 색깔』의 세계를 지배하는 독재의 폭력성은 『습격』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피포의 폭력적인 독재가 야기한 결말은 피억압자들이 겪는 언어 상실

이다. 이는 의도된 것이기도 한데, 민중은 더 이상 온전한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예는 아이들이 잠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화이

다. 이는 작품에서 “허가된 대화”로 제시된다. 그러나 살펴보면 대화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소리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 유일하게 뜻을 지닌 부분은 독

재자를 가리키는 “억압자(reprimero)”이다. 

아이 1: 히우우우우!

아이 2: 히아우아아아!

아이 1: 히우우우우우우우우!

아이 2: 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 1: 억압자(Reprimero) 나가신다!

아이 2: 간다 간다 간다!

아이 1: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이 2: 간다 간다 간다 간다아아아아아아아!

아이 1: 히우우우우우우우우!

아이 2: 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AS, 135-136)

   이어지는 장면은 서술자-주인공이 반체제주의자를 색출하는 역할에 충실하

여 초대받은 ‘50주년 행사’에서 마주친 옆자리 인물에 대한 묘사인데, 말하는 

법을 잊어버려 독재자의 축하를 받는 상황이 제시된다. “내 옆에는 생쥐 얼굴을 

한 자가 앉는다. 날 보면서 목쉰 산양 울음소리를 낸다. 그에게 무슨 공적을 세

웠는지 나지막이 묻는다. 그러나 이 악취 나는 돼지는 계속해서 목쉰 산양 울음

소리를 낸다. 이해가 된다. 그게 바로 그의 공적임을 알겠다. 언어를 깡그리 잊

어버린 것이다.”(AS, 180) 

   또한 『습격』에서 개인은 자신이 느끼는 바를 언어로써 발화할 수 없는 것으

로 나타난다. 극단적인 계급 사회인 『습격』의 권력층은 신체를 새로운 기호를 

창조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개인이 독재의 허가를 벗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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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의미를 표현할 수 없도록 경계한다. 감각에 대한 표현은 그 자체로 혁명

에 반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독재 권력은 감각을 느끼는 개인이 있다면 바로 

처단해버린다. 『습격』에서 인물들이 느끼는 것은 개인의 관점에서 표현되지 못

하며, 만일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감각은 개인의 감각적 판단에 귀속되는 것

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명제로 표현되어야 한다. 다음의 인용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처벌받는 이유는 ‘날씨가 춥다’라는 말 대신, 본인이 느끼는 

‘춥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여름의 색깔』과는 확연히 대조적이다. 

요원은 아무말도 않고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때렸다. “뭘 했길래?” 나는 

말했다. 그리고 요원의 제스처에 끌려 나도 그녀에게 발길질을 좀 했다. 

“나는 추워요”라고 말했어. 집행인이 나에게 설명해주었다. 화가 나서 다시 

한번 그녀를 잽싸게 습격했다. 그리고 우리는 형광색의 낙서들로 덮힌 끝

없는 터널을 향해 계속 걸어 갔다. 특정한 지향성을 가진 텍스트들을 패러

디할 때 실수한 이들이 누워있는 돔을 지나는 동안 그가 나에게 설명해주

었다. 만일 그녀가 “날이 춥네요”라고 말했다면, 정상 참작을 해줬을지 모

르지만, “나는 추워요”라고 말했어. ‘나는’은 허용할 수 없어... ‘나는’이라

니... 추위처럼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 안 돼. 하여간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러한 항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半)-

감옥, 대(大)-감독, 부(不)-감옥, 반(反)-감옥, 소(小)감옥들, 작은 감옥들, 

이런 모든 감옥을 지나갔다. (AS, 81) 

  

   피에르 부르디외는 계급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 질서가 어떻게 유

지되는가에 대한 해답으로 구성원들이 가진 차별화 욕구와 함께 구조 자체가 지

닌 상징 폭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52) 사회 구조가 상징적인 폭력을 유

지 기반으로 삼는다는 사실은 구성원들이 지배 질서를 인식하는 것을 더욱 어렵

게 만드는데, 부르디외가 제시한 상징 폭력의 대표적 예시는 불균등하게 분배된 

언어다.53) 『습격』에서 지배 계급이 언어를 상실한 하층 계급의 모습을 공식 석

상에서 모범으로 치켜세우는 장면은 이러한 폭력적인 독재를 여실히 보여준다. 

52) 최샛별, 「취향과 소비의 구별 짓기」, 『문화 사회학』, 살림, 2012, p. 311.

53) 이상길, 「피에르 부르디외의 언어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과학과 상징폭력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14(1), 2013, pp.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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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층부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독재 사회의 위계질서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따라서 『습격』에 나타나는 

폭력적인 질서는 피지배자가 저항할 수 없도록 더욱 복잡해지고 교묘해진 상징

적인 폭력을 포괄하는 독재 세계로 이해할 수 있다. 

   『여름의 색깔』에서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은 각각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구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지배 계층은 모여서 수족관의 식인 상어를 관

람하고, 발레 공연에 초대받고, 때로는 독재자의 허가를 받아 섬을 여행할 수도 

있지만, 피지배 계층으로 대표되는 로까들이 모여있는 공간은 거리의 공중화장

실, 공공버스, 버려진 호텔 등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두 계층이 분리된 

것일 뿐만 아니라, 공간적 분리를 통해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에 계

급 차를 두기 위한 것이다. 부르디외는 개인이 자각할 수 없는 상징 폭력의 문

화 구조에 속한 이들은 반복된 실천으로써 체화한 버릇이 되어 버린 행위들을 

통해 계급 구조가 유지된다고 보는데,54) 『여름의 색깔』의 독재 구조 또한 이와 

유사하다. 로까들은 아바나 해변을 이용하지 못하고, 발레 공연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그들이 모인 공간에서 잠깐 그들만의 놀이를 즐길 뿐이다. 이처럼 『여

름의 색깔』과 『습격』은 공통적으로 언어와 문화적 공간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독재의 결과로서의 상징적인 폭력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여름의 색깔』과 비교하면 더욱 극단적인 폭력의 구조로 가시화되는 『습격』

의 세계에서, 피억압자들은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고 마치 덩어리에 가까운 

다수의 익명적 존재로 묘사된다. 그나마 작품에서 유일하게 규명 가능한 인간관

계는 서술자-주인공과 그의 어머니 간 모자 관계다. 이들의 관계가 특이한 것은 

비틀어진 모자 관계이자 억압적인 관계에 머물러있다는 것이다. 이는 폭력적인 

세계관의 연장이기도 하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고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피지배 계층의 적대적인 분위기, 그리고 『여름의 색깔』의 주인공 테트리카 

모페타와 그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애증 관계가 『습격』으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름의 색깔』에서 테트리카 모페타는 어머니를 위해 위장 결혼을 하

지만, 아바나에서 살기 위해 어머니의 곁을 떠나 있다. 어머니는 아들의 선택을 

원망하고 그를 비난하는데, 그녀는 남편에 이어 아들에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

하며 고통을 잊기 위해 계속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장면이 나타난다. 

54) 김동일, 『피에르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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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빗자루를 손에 쥐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버린 아들

에게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기억 속에 얼마나 많은 패배들

을 간직하고 있었는지를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고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

러나 그 얼굴에는, 분노 말고도, 크나큰 슬픔과 조용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녀는 쓸모없는 노동을 계속 이어가면서, 오래된 종잇장들의 위치를 바꾸

고, 나뭇잎을 쌓아가며 거의 시름없이 그러나 마지 못해 오물과 부스러기

들과 싸우고 있었다. 가끔 어머니는 너무 작아서 빗자루만 들을 수 있는 

혼잣말을 했다. (CV, 114) 

   테트리카 모페타는 시골에서 태어나 아들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는 죄책감을 

느끼는데, 어머니의 원망에 이렇게 울부짖는다. “봐봐, 난 결혼했고, 아들이 있

어. 모두 엄마를 위해서 한 거야. 엄마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했어. 이 

지옥을 겪지 않아도 되는 한 생명체를 엄마를 위해 세상에 데려왔어. 그리고 무

엇보다도, 봐봐, 난 나 자신을 배신한 적은 없어. […] 내 탓이야.”(CV, 115) 작

가는 가족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 독재의 폐해를 언급하며, 이 모자의 부정적

인 관계가 단순히 누구의 일방적인 실수나 잘못이 아님을 설명한다. 결국, 작가

는 두 인물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유년 시절의 사진

까지 들추게 만들었던 체제의 비열함”(CV, 118)을 보여주고자 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이들의 미래는 『습격』에서 더욱 폭력으로 점철된 디스토피아의 세계

이다. 서술자 주인공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어머니를 증오하고, 심지어 살해 욕

구까지 느낀다. 어머니의 정체가 실은 자신이 복종해야 하는 통치자였음을 깨달

았을 때도 그에게 앞섰던 것은 권력 제도의 하수인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어머

니에 대한 복수였던 것이다. 그는 마지막 장면에서 어머니를 마주쳤을 때, 그녀

를 살해하는 것에 거리낌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녀를 본다. 그녀를 본다. ‘그녀’를 본다. 그녀다. 내 앞에 있는 저 

얼굴은 내가증오하는 끔찍한 내 어머니의 얼굴이다. 그리고 그 얼굴은 동

시에 억압자의 얼굴이다. 둘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녀를 찾아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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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토록 힘들었던 것이다. 나의 놀라움, 나의 성난 기쁨은 정신을 차리는 데 

몇 초가 걸릴 정도였다. 거대한 형체는 거대한 단상 한가운데서 굳어버린

다. 우리 둘은 놀라고 격분한 채로 한동안 꼼짝않고 서로를 쳐다본다. (AS, 

187)

   어머니 또한 아들에게 모성애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으로 대하며 결국에 결투가 벌어진다. “그녀는 잔뜩 격앙된 채로, 마치 뾰족

한 납빛의 뱀들로 엮은 것 같은 거대한 줄을 꺼내서 플랫폼 이리저리 빙빙 돌려

가며, 어린-영웅들과 앞에 있는 나머지 무리를 쓰러뜨리며, 나에게 맹렬하게 던

진다.”(AS, 189) 이처럼 두 작품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화하

고 후에는 적대 관계로 정립된다는 점에서 공통의 세계관을 구성한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징은 아레나스는 카스트로 체제의 위선을 비난하고 

고발하면서도 쿠바가 처한 모순을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이상을 제시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작품 속 피억압인들은 모두 쿠바를 떠나기를 기대하지만, 그 너

머에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누군가가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미국으로 

망명한 이후, 작가는 미국에서 만난 쿠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이들을 비판하지

만,55)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자본주의가 카스트로 체제의 대안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의 작품에서 미국과 자본주의 또한 서술자의 조

롱과 희화화를 피해가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도 뉴욕

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묘사는 비판적이다.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산맥을 이루

는 다른 모든 건물들은 시야를 잘라내고 있었고, 뻔쩍거리는 동물 우리 같은 창

문이 있는 건물 하나하나는 도어맨에게 절망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EP, 32) 

나아가 『여름의 색깔』에서도 작가는 미국에 대한 조소를 멈추지 않는다. “지금 

미국에는 지식인은 없고 오직 자신의 은행 계좌 신용 등급만 생각하는 삼등 말

단 사무원밖에 없다.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는 말할 수 없다. 이들은 그저 멍청

이이며 가장 사악한 폭력의 도구일 뿐이다.”(CV, 260) 결말에서 섬이 지반을 잃

55) 특히 『도어맨』에 등장하는 인물 중 카산드라 레빈슨(Casandra Levinson)이라는 인물은 서

술자가 미국 내 좌파로서 쿠바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서술자는 그녀에 대한 

신랄한 조롱을 일삼는다. “쿠바 독재자의 직접적이고 광적인 기구였다. 그녀는 철학적인 과제

와 도덕적이고 심지어 “인간적”인 임무로서 (공산주의 제도 하에 17년을 굶주리고 굴욕적으로 

살았고, 보트를 타고 도망쳤던) 우리의 문지기에게 그가 저편에 두고 온 것은 천국이었다고 설

득하려 했다.”(E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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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둥둥 떠다니는 틈을 타 도망가려는 사람들의 선택지가 미국이 되어버린 상황

은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작품 세계의 비극성을 더해준다. “이미 어

떤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을 향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적인 도움

이 필요했기 때문이다.”(CV, 451) 미국행을 택한 이들의 미래 또한 희망적이지 

않을 것을 아레나스의 시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아레나스의 삶이 더욱 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가 어렵사리 도착한 망명지에

서 자살을 택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글들을 살펴보면, 그

의 선택이 갑작스럽지는 않다. 작가의 자서전에서도 죽음과 관련된 소재들, 특

히 자살은 자주 언급되기 때문이다. 자기 삶의 결말을 미리 계획했거나 혹은 예

견했던 것처럼 서술된 작가의 태도는 사실 매 순간 이어진 죽음에 대한 결심과

도 같다. 작가는 과거를 회상하며 자서전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죽

음은 항상 나의 가까이에 있었다. 항상 신실한 동반자였다. 그 당시에 죽음이 

나를 외면했기에 지금에 와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때때로 안타

까움을 느낀다.”(AQA, 26) 그의 글에는 계속되었던 자살 시도들이 언급된다. 작

가는 자신의 삶의 태도를 자살과 엮었다. “나는 그때 이미 늘 자살에 유혹을 느

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AQA, 201) 그는 경찰에게 잡힐 바에 차라리 죽음

을 택했다. “남아 있는 도주의 가능성은 자살뿐이었다. 나는 술병을 깨뜨려 그 

파편으로 동맥을 그었다.”(AQA, 246) 그리고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할 때에도 

그는 자살을 가장 가까운 선택지로 여겼다. “결국 고백을 하면 나를 위해 희생

한 열다섯 아니 스무 명 이상의 친구들을 밀고해야만 했다. 그래서 질문이 1주

일 이상 계속되자 나는 다시 자살을 결심했다.”(AQA, 296) 또 다른 예로, 감옥

에서 다른 죄수들은 쾌락을 위해 약을 먹었지만, 그는 혹시 모를 죽음의 가능성

을 기대하고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죄수들은 내가 약을 먹은 이유가 자

살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환각적인 상태를 맛보고 그러한 현

실을 벗어나려고 약을 먹었다고 생각했다.”(AQA, 280) 그러나 목을 매거나, 의

도적으로 약을 과다 복용해도 그의 자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하루는 입고 있던 옷을 찢어 연결하고 침대 쇠봉의 맨 위에 목을 맸다. 네

댓 시간을 매달려 있다가 의식을 잃었지만 목을 매는 데는 재주는 없었던지 

실패로 끝났다. 군인들이 나를 발견하고 끌어내려 바닥에 눕혀 놓았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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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에 약을 과다 복용했을 때 치료해 준 감옥의 의사가 와서 “운이 나

쁘군. 또 실패야”라고 말했다. (AQA, 296) 

이처럼 작가에게 자살은 어찌 보면 마주한 상황을 해결하는 쉽고 간단한 방

법이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 곧 고통으로 점철된 현실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만큼 용기 있는 행동도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작가에게 

카스트로가 지배하는 쿠바에서의 삶은 의미가 없었다. “‘레이날도 아레나스, 쿠

바에서 꺼내 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언급’이라는 커다란 제목이 있었

다.”(AQA, 387) 작가에게 죽음은 가장 주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1990년 12월 그가 마지막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누군가가 그를 암살하려는 시

도가 있었는데, 그 고비를 넘긴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로 그 순간 내

가 은밀하게 계획한 자살이 잠시 연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방에 그 봉투

를 두고 간 사람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AQA, 7)

그의 소설에서도 죽음과 자살이란 소재는 빈번하게 등장한다. 『도어맨』에서 

쿠바인 마리(Mary)는 자살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 후안(Juan) 또한 

자살을 결심한다. “마치 갑자기 그에게 희망이 없는 세상을 떠나라고 강요하는 

것만 같았다.”(EP, 194) 『여름의 색깔』에서 자살은 암살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

로 악용된다. 독재자 피포는 쿠바에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는 곳

인 ‘컴퓨터방’을 방문하는데, 이 방은 사실상 반혁명적인 인물들을 감시하기 위

한 기관이다. “그 무리의 구성원 각자가 누군가를 서둘러 밀고하고 컴퓨터에 급

하게 입력하려는 접은 종이, 편지,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CV, 413) 컴퓨터방

에 있는 문서 중 하나는 “다음 달 자살 예정자 리스트”(CV, 415)였다. 암살당한 

비르힐리오가 이 리스트에 포함되었으며, 자살 리스트란 결국 국가적인 처단 대

상을 의미했다. “암살 임무를 맡은 이들은 암살이 조용히 이루어져야 하며, 암

살이 아니라 자살 혹은 심근경색이나 그 비슷한 갑작스러운 죽음처럼 보이도록 

하라는 엄격한 지침을 받았다.”(CV, 359-360) 나아가 동물들 또한 자살을 택하

는 괴기한 모습도 나타난다. “저 동물들을 대하는 횡포는 심각했다. 발코니에 

기댈 수조차 없었다. 한번은 엘리아가 발코니 문을 열었는데, 고양이 두 마리가 

허공으로 뛰어들어 자살했다.”(CV, 282) 

아레나스는 자살을 쿠바 문학의 주요한 요소로 간주했다. “위대한 쿠바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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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멸, 밀고, 자살, 암살의 신호로 이해되었다.”(CV, 261) 소설에서 독재자 피

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모두 자살로 위장해 살해하는 횡포를 부리면서도 

자신의 목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안돼! 피포가 확성기로 소리쳤다. 그 

어떤 유산도 남기지 않을 거야. 나를 대체하는 이는 공덕을 가장 많이 쌓은 이

가 될 것이다. 게다가, 나는 절대 죽을 생각이 없어.”(CV, 426) 작가는 이를 통

해 독재자의 영생에 대한 욕구를 탐욕과 연관시킨다. 작가는 삶이 끝까지 붙들

어야 하는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주체적으로 결말을 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를 바랐다. “인간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살이다. 

모든 위대한 작품은 자살에 대한 열망이기 때문이다.”(CV, 198) 여기에서 알 수 

있듯, 그는 자살을 작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했다. 나아가 한 에피소드에서 서술자는 ‘로까성(locura, queenhood)’을 

일곱 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 아름다움의 카테고리는 “저명한 예술가들과 떠

들썩한 자살을 만들어낸다.”(CV, 92) 이처럼 작가에게 자살은 예술가로서의 정

체성에 해당한다. 아레나스는 자신의 삶을 예술가로서 완성하기 위해 자살을 택

한 것이다. “자살 당하는 것”이 독재의 결과가 된 상황에서, 암살당하고 자살로 

위장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그의 주체적인 선택이었다. 

삶에서 늘 자살이 우선의 선택이었던 작가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도 독특한 

소유 의식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는 파괴할 대상인 육체는 그에게 정체성 표현

의 수단이자 도구에 가까웠던 것이다. 그는 신체가 정신에 귀속되지 않고 분리

된 것으로 간주한다. 체포당했을 때 그는 자신의 물리적 상태를 다음과 같이 육

체와 영혼으로 구별하여 설명한다. “육체는 영혼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는데, 

그 이유는 영혼에게는 항상 의지할 그 무엇 즉 기억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 불쌍한 육체, 그런 상황에서 영혼은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다.”(AQA, 

270) 또한 그는 육체가 정신보다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다. “나는 정신적으로는 체포되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 몸은 그것을 받

아들일 것을 거부하고 계속 나무 덤불을 뛰어다니고 싶어 했다.”(AQA, 265) 이

처럼, 작가는 육체를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소비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죽

음이라는 완성을 위해 최후에 사용되는 도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작품에서 육체를 활용하는 작가의 관점이 잘 반영된 지점은 각 소설의 주인

공에 대한 설정이다. 『여름의 색깔』에서 주인공은 한 명이지만, 이 인물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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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동성애자로서 세 명의 정체성을 가지며, 각각의 정체성은 가브리엘, 아레

나스, 테트리카 모페타라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제시된다. 이는 『습격』의 설정

과 확연히 대조적이다. 『습격』의 서술자는 오직 권력의 하수인으로서의 정체성

만 가지는데, 그마저도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작품은 물리적 주인공 

한 명이 거느리는 정체성의 개수와 이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습격』의 극

단적인 독재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자아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서술자 한 명이 체현할 수 있는 존재적인 의미가 제한되는 

모습은 독재 사회가 개인을 장악해 버린 상황을 함축한다. 이로부터 소설의 서

술자가 가진 몸이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구조적 억압과 정체성의 관계가 반

영된 중요한 물질적 공간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 개인의 몸에 세 자아를 투영하고 이를 개별적인 이름으로 지칭한 것, 그

리고 작품 속 인물이 육체를 정신과 분리하여 오히려 정신보다 더 자유로운 물

체로 인식하고 도구처럼 활용하려고 하는 작가의 전략은 몸을 지배하려는 사회 

구조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개인이 몸을 정신보다 더욱 자유로

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몸과 사회의 관계가 자립적이지 않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우리의 몸이 개인이 온전히 소유하거나 그 자체로 개별로

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과 연결된다. 이러한 관점은 몸에 대한 사회구성주의 

이론과 맞닿는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은 우리가 온전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

는 자유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그 의미와 쓰임이 정해진

다는 것이다. 나아가 근대 사회에 이르면 사회적 담론이 개인의 몸에 대한 제한

과 억압을 통해 끊임없이 몸을 재구성한다고 보았다. 

대표적으로 미셸 푸코는 몸에 가해지는 사회 담론의 존재를 밝히고 이를 억

압적인 규율의 관계로 규정했다. 그는 『성의 역사』에서 권력과 지배 담론이 개

인의 육체와 섹슈얼리티를 조직화했음을 밝혔다.56) 순응적이고 사회에 유용한 

육체 양성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권력은 육체가 사회가 허용하는 쾌락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고 성욕에 규율 체계를 부과했다. 이로써 “기율 권력은 ‘순종

적 육체’ 곧, 충동의 유발에 따라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것의 행동이 통

제되고 규제받는 육체”57)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담론과 결

56) 미셸 푸코, 『성의 역사1: 앎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출판, 2004, pp. 37-56. 

57) 안토니 가든스, 「푸코와 섹슈얼리티」, 『미셸푸코 섹슈얼리티』, 황정미 편역, 새물결, 1995, p. 

40. 



34

합하여 분석 가능한 실체로 구성된 몸은 더 이상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 의지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푸코의 관점을 따르면, 텍스트에 나타난 몸에 대한 서술 

및 관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곧 인물들의 몸이 재현되는 방식에 대

한 분석은 “몸짓 및 일상행위에 접근함으로써 근대의 제도적 장치 속에서 권력

의 미세한 그물망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검토하는 것”58)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여름의 색깔』과 『습격』에 나타난 육체들의 주된 특징은 개인의 몸과 

사회의 억압 관계에 대한 명백한 가시화이다. 텍스트는 망각된 권력의 억압과 

육체에 대한 규율을 전면으로 드러내며, 우리의 육체에 가해진 구조적인 억압을 

생생하게 환기시킨다. 작품은 푸코가 말한 육체의 쓰임에 얽힌 권력의 영향을 

가시적으로 형상화하면서, 개인에게 작용하는 독재 권력의 보이지는 않지만 늘 

존재하는 통제와 규율을 폭로한다. 『여름의 색깔』에서 기율 권력은 신체의 움직

임을 방해하는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남성 동성애자(로까)들은 

행동 양식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속박의 로까 혹은 결박의 로까(loca 

de argolla, o loca de atar), 평범한 로까(loca común), 위장된 로까(loca 

tapada), 위엄 있는 로까(loca regia)가 그것이다. 이 네 그룹에서 첫 번째는 

가장 눈에 잘 띄기에 가장 억압받는 존재들이다. 텍스트는 이처럼 상징적인 억

압을 물리적인 폭력의 이미지로 환원시킨다. “이는 체제가 목에 거는 쇠고리를 

지급했을 정도로 괴상망측한 표본이다. 이 쇠고리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

을 수도 있다.”(CV, 405) 텍스트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의 억압은 ‘쇠고리’라는 

명확한 물질적 형태로 나타나는데, 갈고리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정체성

의 일부가 아니다. 사회가 그에게 부여한 것으로서 강요와 억압의 양식이다. 

이때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표식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목에 걸리는 

쇠고리’ 형태인 점도 특징적이다. 이 집단에 작용하는 것은 단순한 식별 수단이 

아니라 ‘목에 걸리는 쇠고리’가 주는 위압감이기 때문이다. 네 분류의 로까들은 

권력이 지정하는 위계 서열의 하부에 놓이며, 그 수단은 ‘쇠고리’로 표상되는 위

압적인 사회적 낙인이다. 게다가 경찰과 군인들이 가장 눈에 띄는 동성애자를 

통제하는 행위는 갈고리를 거는 것으로 표현된다. “어떤 정치적, 도덕적, 혹은 

경제적 이유로 로까들이 강제노역소에 수감될 때마다, 제도의 집행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쇠고리에 갈고리를 거는 것뿐이다.”(CV, 405-406) 이들의 수감 절차

58) 이수안, 「몸, 섹슈얼리티와 젠더 정체성」, 『문화사회학』, 살림, 2012, p. 361.



35

는 쇠고리에 갈고리가 걸리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결국 이들이 항상 차고다니는 

쇠고리는 감옥에서 걸게 되는 고리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이미 감옥에

서 살고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이 감시받는 감옥의 체제에 귀속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습격』에 나타나는 육체들 역시 독재 사회가 상정하는 권력과 육체의 억압 

관계를 보여준다. 『여름의 색깔』에서 억압자들이 로까의 쇠고리에 갈고리를 채

우는 메타포는 『습격』에서 더욱 확장된다. 지배계층은 마치 갈고리가 신체의 일

부가 된 것 같은 긴 손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무기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지배계층인 주인공의 집안에 새 한 마리가 들어오는데, 이 새가 어머니의 얼굴

을 상기시키자, 그는 새를 죽여버린다. “나는 갈고리 손톱으로 새를 눌러 창유

리에 문지른다.”(AS, 21) 다른 인물들 또한 갈고리 같은 손톱을 사용해서 동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제압한다. “그러자 그 대행자는, 그의 더 큰-손톱을 잡으

면서, 그 멍청이의 이마를 걸어 던진다. 내가 보기에 거의 공포에 질린 초록색 

눈을 가진 그 자식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말이다.”(AS, 81) 이처럼, 권력 사회의 

상층부에 있는 자들이 하위 계급을 억압하는 방식은 그들의 몸에 달린 손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름의 색깔』에서 권력이 개인을 억압하는 장면에

서만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였던 갈고리가 『습격』에서 신체에 부착된 손톱으

로 바뀐 것은 개인에 대한 폭력적인 구조의 작용이 영속적으로 고착된 독재의 

상황을 보여준다.

사람의 몸에 갈고리 모양의 손발톱이 달린 것도 그로테스크하지만, 대중들은 

이보다 더 흉측하게 묘사된다. 극단적인 계급 사회에서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독재자와 그의 하수인들은 일반 대중과는 다른 신체 조건을 지니고 있다. 권력

의 상층부에 속한 자들은 원래의 손발톱이 갈고리처럼 변했을 뿐이다. 그러나 

대중은 완전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다. 사회적 서열의 밑바닥인 노동 계층의 

육체는 반복해서 기형적으로 묘사된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 수감소에 찾아간 주

인공은 죄수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다음 사람이 지나간다. 뼈만 

앙상한 부패한 짐승이.”(AS, 121) 이처럼 피지배자의 육체는 그저 ‘짐승’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그 존재 자체가 요약된다.

독재 권력을 대행하는 인물인 『습격』의 서술자-주인공은 특이하게도 중간자

적인 입장을 보인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접목하여 독재의 사회 구조가 유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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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설명한 빌헬름 라이히에 의하면, 소수가 정치적 권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인간의 사고는 권력자의 관심사에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59) 『습격』에서도 

라이히가 상정했던, 인간의 모든 성과 욕망을 제어하는 세계와 유사하다. 그러

나 소설의 서술자는 권력의 체계를 답습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감

을 내비친다. 이는 대중과 독재자 각각의 몸을 묘사할 때 보이는 다음과 같은 

모순된 감정에서 드러난다. 

그의 몸에 대해 말하자면, 내 눈에 띌 때마다 고운 푸른 제복에 싸여 원래

보다 더 부풀어 보였다.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건장한 데다, 남산만 한 올

챙이 배를 가진 거구의 뚱보였다. 또 악취가 나고, 어느 쪽에는 털이 많은

가 하면 어느 쪽은 희뿌옇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철면피였다. (AS, 63) 

이와 같이 소설에서 독재자의 육체는 일반인의 육체에 비해 구체적으로 묘사

된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독재자의 육체가 가진 특징은 신체의 ‘부피’가 크

다는 점이다. 이는 육체와 그가 가진 권력의 긴밀한 연결성을 보여준다. 독재자

의 압도적인 권력은 곧 신체의 연장으로 나타나며, 더 넓은 육체적 공간을 차지

한다. 

대조적으로, 작품에서 독재자는 대중의 육체가 차지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을 제한한다. 이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경우는 독재자가 대중 앞에 직접 모

습을 보일 때다. 대중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벗어날 수 없는 좁은 공간을 할

당받는다. “구역과 구역 사이에는 각 구역의 대표가 조작할 수 있는 엄격하게 

제한된 공간만 남을 것이다.”(AS, 154) 물리적인 공간을 제한하는 것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곳에서는 개인이 뜻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적절한 장소를 차지할 수 

있도록 꼼짝 않고 있을 것이다.”(AS, 155) 이 공간에서 대중의 시선은 독재자가 

모습을 드러낼 높은 곳을 향해 고정되어야 한다. “지연되거나 말거나 지정된 위

의 지점을 뚫어져라 주시해야 할 것이다.”(AS, 155) 사회의 상층부를 이루는 인

물들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육체 쓰임을 연장하는 도구인 커다

란 쇠갈고리를 부여받는 것과 대조된다. 독재자의 육체가 부피가 크고 거대하게 

59) 빌헬름 라이히, 『문화적 투쟁으로서의 성』, 박설호 편역, 솔출판사, 1996,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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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그만큼 개인이 의미를 구현하고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물질적인 공간이 크다는 것을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품의 설정은 푸코의 몸에 대한 사회구성주의적 관점과 일치한다. 

권력 사회의 규율 작용은 각 육체를 조직화하여, 적성에 따라 형태를 부여한

다.60) 이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 사회는 개인의 육

체를 그 기능에 따라 주체로서 가치를 매기고, 그에 걸맞은 공간을 배정한다. 

규율되어야 할 육체들은 차등화된 종속관계들의 일람표에 따라 상호 교환

할 수 있는 원소들로 간주되어 세밀히 구획된 공간에 배정되었다. 이 공간

에서는 각자가 지정된 자리에서 완수해야 하는 행동지침들이 분석학적으로 

세밀히 분류된다. 육체를 구성하는 사지들은 있어야 할 자리들과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각자의 사지나 신체기관들이 있어야 할 

위치와 해야 할 운동들은 모두 각 육체에 지정된 지위에 정확히 맞물리도

록 지정된다. 그에 따라 신체의 모든 위치와 운동은 각기 지정된 하나의 

대상, 즉 하나의 무기, 한 개의 연장, 한 대의 기계, 한 권의 공책, 한 병의 

약물 등과 상호 결합된다. 각 운동들의 지속시간은 세밀히 계산되고 측정

된다. 그렇게 작성된 시간표는 시간의 선분들을 빈틈없이 활용할 수 있도

록 한다.61)

   작품에서 대중은 그저 ‘민중’, ‘노동 계급’, 혹 ‘잠재적 혁명주도자’라는 사회 

계급의 지위로서 집단으로만 지칭되며 얼굴을 가지지 않는다. ‘얼굴’이라는 단어

가 대중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되는 경우는 단 한 번, 정해진 억압의 규칙에 충

실히 복종한 이를 포상하는 자리에서 마주쳤을 때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얼굴은 

사람의 행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물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점

도 상징적이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인

격적 정체성은 말과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때 아렌트는 특히 말

과 행위, 즉 개인의 인격은 그가 가진 고유의 형태와 목소리라는 신체적 특징을 

통해 나타난다고 보았다.62) 다시 말해,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신

60) 알폰소 링기스, 『낯선 육체』, 김성균 역, 새움, 2006, p. 121.

61) Ibid., p. 120.

62)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태정호 역, 한길사, 1997, pp. 23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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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습격』에서, 대중은 자발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기

에 타인과 자신을 구분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 대중의 개별적인 신체적 특징인 얼굴이 텍스트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얼굴은 모든 신체 구조 중에서 자신을 타인과 다른 

하나의 개체로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텍스트의 대중 개개인은 타

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말을 뱉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체의 요소가 포함된 

얼굴을 가지지 않는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지배받는 이들의 신체를 그로테스크하게 그리고 이들의 

행위와 말 일체를 통제하며 그 외의 것은 의미가 없도록 분해하는 작품 설정은, 

거시적으로는 권력 사회가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규율을, 미시적으로는 개인이 

자신을 주체로 규정할 수 없는 한계를 반영한다. 이는 『습격』이 그리는 카스트

로 독재의 미래 모습이자, 개인적 주체성이 형성되고 표출될 가능성이 전면 차

단된 세계이다. 계급 구분이 분명한 디스토피아의 미래에서는 저항이 생겨날 틈

이 보이지 않는다. 작은 속삭임마저도 반혁명으로 규정되고 지배자는 이를 무자

비하게 처단하며, 모든 일상을 철저히 감시하는 세계가 바로 『습격』이 그리는 

『여름의 색깔』의 미래이다. 이처럼, 작가는 『여름의 색깔』의 카니발이 일시적으

로 표출을 허가했던 대중의 육체에 대한 욕망이 다시 통제받는 독재 국가의 미

래상을 보여준다. 

   또한, 『여름의 색깔』에서 서술자는 병든 육체에 가혹한 시선을 보낸다. 한 

에피소드에서는 에이즈에 걸린 한 남성이 모든 병을 치료해준다는 물에 던져진

다. 그러나 영험한 물도 에이즈만큼은 고치지 못하며, 다른 인물들은 그를 오히

려 다른 물을 오염시키는 타락한 존재로 인식한다. 

물이 저 흉측스럽고 아픈 몸(진짜 이름은 라몬 세르나다)과 닿자 부글부글 

끓고, 연기를 내고, 심지어 작은 불꽃들을 내뿜기 시작한다. 새가 가라앉은 

저 바다의 부분에서 강한 유황 냄새가 올라온다. 가까이 간 물고기들은 오

염되어 죽는다. 그 행운의 면역 덕분에(그는 에이즈에 걸렸다, 식인 상어마

저 그를 삼키지 못하게 방해한다. (CV, 183) 

   물에 들어간 라몬 세르나다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종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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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채기들, 고름들은 그의 몸 전체를 점령해갔다.”(CV, 183) 서술자는 인물의 병

과 그로 인해 얻게 된 몸에 나타난 변화들을 인물의 괴팍한 성격의 원인으로 짚

는다. “그러나 그에게 그렇게 많은 재난이 닥쳤는데 성질이 나쁘지 않을 수 있

을까?”(CV, 184) 이때 특기할 만한 것은 몸과 인격의 관계를 바라보는 서술자

의 시선이다. 서술자는 라몬 세르나다의 병과 신체적인 특징으로 인해 그의 성

격이 나빠졌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인과성은 텍스트에서 어떤 부연 설명도 없

이 자연스럽게 지나간다. 이처럼 서술자가 병든 몸을 인물의 반사회적인 성격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육체와 인격의 관계에 대한 텍스트의 전제를 보여준다. 

서술자는 타인인 라몬의 몸 상태를 근거로 그의 성격을 진단하고 사회에서 호감

을 받지 못하는 인물로 간주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곧 그의 몸을 사회가 

구성한 정상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이를 타인을 비난하기 위

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검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적 위상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졌다

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몸을 권력의 은폐된 작용에 따라 물질로 인식하고 이것

이 구성원 간 자발적인 규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의 계보학적 논의와 맞닿는다. 몸이 물질화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권력과 

개인 주체 간 역학 관계를 설명한 그의 저서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에 따르면, 

권력 및 담론이 육체를 물질적인 구성체로 결과적으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인

식 주체들이 몸을 물질적으로 인식하게 유도하는 효과를 오히려 작용 방식으로 

활용하여 몸들을 구성한다.63) 다시 말해, 담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며, 이로써 몸을 분해하고 하나의 물질로 

인식하되, 어떤 특정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환상’을 습득하고 체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버틀러의 논지를 분석한 전혜은은 버틀러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권력은 물질 안에서 물질을 통해 확립되는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으

로 당연시되는 물질은 권력의 위장된 효과이자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인 

것이다.”64) 이에 따라, 『여름의 색깔』에서 병든 육체를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선

은 권력의 규율적 범주들을 체득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소단원에서는 『여름의 색깔』과 『습격』의 공통된 세계관을 세 가지 측면

63) 주디스 버틀러,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김윤상 역, 인간사랑, 2003, p. 465.

64) 전혜은, 『몸: 엘리자베스 그로츠와 주디스 버틀러의 육체적 페미니즘』, 새물결, 2010, p.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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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두 작품 모두 보이지 않는 독재의 구조적인 폭력을 가

시화한다. 『여름의 색깔』에서는 독재자의 명령을 늘 기다리는 식인 상어로 대표

되는 공포 정치와 이로 인해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대중의 모습을 재현한다. 

『습격』의 세계는 더욱 극단적인 독재 정치의 계급 사회로 피지배계급은 언어를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작품은 또한 비틀어진 모자 관

계를 보여주는 방식에서 유사한데, 『여름의 색깔』에서는 최소한의 도의적인 애

정과 신뢰는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습격』에서 둘의 관계는 쌍방향의 

증오와 살해 욕구로 점철된다. 마지막으로, 자전적인 작가의 작품관을 통해 작

가가 육체를 주체성을 발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육체를 억압하려 했던 쿠바 독재 사회에 대한 

저항 행위로 해석된다. 나아가 독재 사회가 구성원의 육체를 규율적으로 구성한

다는 작가의 관점은 그의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등장 인물들이 속한 사

회의 통제에 따라 그들의 육체의 쓰임이 억압적인 관리하에 놓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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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스트로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퍼포먼스

   3.1. 카니발 에토스의 현대적 양상

   바흐친의 카니발론의 의의는 민중 문화를 역사 및 사회학적 맥락으로 분석함

으로써 문화 현상을 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는 점일 것이다. 바흐친이 

주창한, 카니발이 가진 기존 질서의 전복과 저항성이라는 민중의 에토스는 20세

기 이후 현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현대는 

유럽의 중세와는 전혀 다른 사회 구조를 가지지만 계층의 일시적 교집합의 공간

을 만드는 카니발의 생성력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길거리와 광장의 민중 문

화는 더욱 다양해졌으며, 대중은 일회적인 집합에 그치지 않고 속한 집단의 정

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참여적인 의견을 낸다. 서로 다른 계층의 집

단이 한 군데 모여 아우성치며 뒤섞이는 목소리들은 축제의 장이자 곧 공론의 

장이 되고 집회의 장이 된 것이다. 이처럼 중세의 평민들이 누렸던 카니발의 핵

심은 현대에 이르러 서발턴들이 목소리를 낼 기회의 장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는 더욱 다양해진 카니발적 문화와 현상을 관

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참여적인 움직임이 카니발이라는 장르로 분류되지는 않

는다. 바흐친의 카니발론은 후에 사회학과 인류학 등 여러 학계에 영감을 주었

는데, 그 중 퍼포먼스학에서도 바흐친의 논지는 그 유효성이 이어졌다. 퍼포먼

스 학자 리차드 셰크너(Richard Schechner)는 여러 국가에서 현재까지도 시행

되는 공식 행사로서의 카니발적인 퍼포먼스와 바흐친의 카니발론의 연관성을 밝

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카리브해에 위치한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개최되는 

카니발 행사는 현존하는 카니발 중 가장 전통이 깊고 독자적인 행사라고 평가받

는다. 셰크너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카니발을 소개하며 행사의 주된 특징을 다

섯 가지로 간추렸는데, 혼성성, 경쟁, 서열, 전복, 세계적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

이 그것이다.65)

   그러나 셰크너는 현대 퍼포먼스의 의미적 근원의 일부를 바흐친의 카니발론

이 담지한 민중의 에토스에서 찾으면서도 바흐친의 이론과는 거리를 둔다. 바흐

65) Richard Schechner, “Carnival (Theory) After Bakhtin”, in Carnival Culture in 
Action-the Trinidad Experience, edited by Milla Cozart Riggio, London: Routledge, 

200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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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 주창한 카니발론을 시대적, 공간적 배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전 및 전개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는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이 “스탈린주

의처럼 위험하고 전체주의적인 세계 아래에 살면서 중세 유럽에서 이루어진 일

들을 밝히려고 한 모델”66)이라고 지적하면서 범시대적이고 범국가적인 맥락에

서 활용이 불가하다는 필연적인 한계를 지적한다. 또한, 현재 민주주의에 들어

선 시대적 맥락에서는 카니발의 목적이 차이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카니발

이 민주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이 진정한 주체라는 ‘환상’을 가지도록 공

식적인 행사로서 구성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서 기능하게 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67) 나아가 셰크너는 현대적인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카니발의 생성력의 근원은 위계적 상하 구조의 양 끝에서부터 

벌어지는 주도권 쟁탈전이 발휘하는 긴장에서 발생한다고 재정리했다.68)

바흐친은 질서가 전복되면서 나타나는 생성력이 여러 형태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데 카니발과 그로테스크성 또한 그 시대에 따라 변주된 형식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69) 다시 말해, 작품에서 기존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나타나는 저

항성과 생성력은 큰 틀에서 카니발과 부합하지만, 그 구체적인 형태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카니발은 유럽의 중세 시대에 존재

했던 대표적인 퍼포먼스로, 레닌주의의 현실을 목도한 바흐친은 무질서가 저항

의 가능성으로 바뀔 가능성을 포착해냈다. 일시적인 질서 교란의 전복적인 효과

를 낭만화한 것도 그가 처한 정치적 상황에서 일면 기인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레닌주의를 표방했던 카스트로의 쿠바는 대표적인 대중들의 퍼포

먼스였던 카니발의 주체를 독재자로 축소하고 통제했다. 실제로 쿠바의 혁명 역

사와 카니발은 관련이 깊다. 매해 7월 쿠바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던 카니발 행

사는 1959년 카스트로의 요란한 쿠데타 성공 선포와 새해 행사를 기점으로 근 

40년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70) 카스트로가 반란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건이 

1953년의 카니발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카니발을 금지한 카스트로의 선택

은 카니발이 내포하는 잠재적인 저항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

66) Ibid., p. 3. 

67) Idem.
68) Ibid., p. 10.

69) 최진석, op. cit., p. 361. 

70) Richard Schechner, op cit.,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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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바흐친의 카니발론과 퍼포먼스 학자 셰크너의 이론을 참고하면, 『여름의 색

깔』에 나타나는 카니발의 양상은 바흐친이 제시한 카니발보다는 세크너가 지적

한 대로 카니발의 에토스가 현대적인 양상으로 발전한 현대적 퍼포먼스로서의 

구성과 더 유사하다. 먼저, 『여름의 색깔』의 카니발 행사에서 대중들의 억눌린 

욕망을 일시적으로 분출하는 모습에는 카스트로의 카니발 폐지 결정에 대한 작

가의 비판적 의도를 담고 있다. 동시에 독재자가 카니발을 진두지휘하려는 모습

을 통해 작가는 독재 하에서 카니발이 내재한 저항성의 본질적인 한계를 지적한

다. 피포가 주도하고 선포한 카니발의 시작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의 방종과 

일탈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는 다시금 개인의 행동을 가시적인 규제의 범

위에 포섭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테데보로는) 피포가 탄 거대한 

빨간색 열기구가 모든 춤추는 이들 위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거나 보았다고 믿었

다.”(CV, 84)라는 문장에서 드러나듯, 카니발 행사는 독재자의 감시 체제에서 

진행된다.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여유롭게 타고 떠다니며 카니발을 위해 밖으로 

나온 사회 구성원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피포의 모습은 흡사 모든 것을 관장하

는 절대자를 연상시킨다. 

   또한 작가는 자서전에서 쿠바에서 개최된 카니발의 진정한 주체는 대중이 아

니라 그 목적이 따로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감옥 밖에서는 아바나의 

방파제를 따라 1974년의 카니발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행사는 피델이 자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되었고 7월 26일 경에 이루어졌다.”(AQA, 290) 이처럼 카

니발은 오히려 독재자가 축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감시 체제를 공고하게 만드

는 수단이었다. “카니발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을 감시할 비밀 경찰”(CV, 85)의 

존재는 구성원들의 소동과 무질서가 여전히 정부의 지침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카니발의 목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셰크너의 표현대로, 카니발은 위로부터 조직

된 퍼포먼스인 것이다. 결국, 권력은 카니발을 허가함으로써 개인이 반발심을 

표출할 수 있는 순간마저 통제할 기회를 얻는다. 이는 권력 사회가 개인의 일상

에 더 긴밀히 파고들고 이들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카니발은 개인을 권력의 구조에 더욱 귀속시키기 위한 작업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소설은 카니발 이면의 정치적 목적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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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시작되는 저항과 반동 이 둘 간의 긴장을 조명하는 데 집중한다. 소설의 

인물들은 카니발이 야기한 혼란을 역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수페르사

타니카(악마도 뱉을 놈)이 제안했다. 가장 좋은 것은 카니발의 혼란을 틈타 그의 

얼굴을 찌르는 것이다.”(CV, 95) 이들은 피포의 감시가 닿지 않는 곳으로 피해

가며 비밀스러운 쾌락을 즐긴다. 이들은 일탈 행위의 정당성을 카니발에서 찾는

다. “너를 놓아버려, 날아봐. 이게 너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잘 알겠지. 오늘

밤 카니발이 시작되고 절정에 이르면 카니발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피포

가 12시간 담화에서 그렇게 발표했어. 이 카니발 이후 ‘무질서는 끝났다’고 선

포했어.”(CV, 83) 

   그러나 이들의 일탈적인 행동은 카니발을 빙자한 개인적 욕망의 추구에 가깝

다. 공식 카니발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미 그들만의 카니발을 벌이고 있었기 때

문이다. “아바나의 위대한 카니발이 이제 막 개최되었다. 이미 몇 시간 전 어느 

곳에서는 카니발이 시작한 지 오래였다.”(CV, 104) “게다가, 거대한 카니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리허설이 시작되었다.”(CV, 388) 이들

은 허가된 카니발의 영역을 벗어나며, 카니발에 참가하지 않고, 카니발이 일으

킬 혼란을 틈타 그들만의 새로운 카니발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거대한 공중화

장실”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 단원은 남성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공간에

서 그들만의 축제가 벌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한다. “누군가가 폭로하길 남성 동

성애자 중 부가론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라진 멸종된 종이라던데 사실이

냐?”(CV, 150)라는 물음에서 나타나듯, 부가론이라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인물들은 공중화장실이라는 공간의 한 구석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고, 허가받지 

않은 행동들을 벌이는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때 카니발에 참가한 누군가

가 이데올로기적인 반란의 움직임을 도모할까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들은 

오히려 그들이 감시해야 할 대상인 로까 무리와 어울린다.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경찰들은 카니발을 빌미로 공중변소에 들어와 다른 남성들을 욕망하는 

여타 로까들과 동일한 행위를 벌일 것임을 암시한다. 

“오늘밤, 카니발의 혼란 속에서 너는 진정한 남자들을 찾을 수 있을 거

야.” 악마왕이 말했다. “여기는 자유가 만들어지는 곳이야.” 

“게다가, 남자가 맥주 세 잔을 마시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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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질 수 있어.” 공작부인이 맞장구치며 덧붙였다.

“맞아, 그렇지 않다면 화장실에서 한 남성을 기다리는 로까들이 만 명

이나 되기 때문일 거야.” 트리플레페아(더러운 상판대기)가 탄식했다.

“그리고 감시하는 만 명의 경찰들도 있잖아.” 공작부인이 분명히 했다. 

(CV, 94)

   이 장면에서 나타나듯, 공중변소는 카니발의 영향, 즉 독재자의 감시가 닿지 

못해, 인물들이 일컫는 ‘진정한 자유’가 추구되는 곳이다. 이 공간에서 발견되는 

만 명의 경찰들이란 공간에 존재하는 물리적 인물로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만 명이라는 과장된 숫자의 로까들이 동시에 경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경찰들은 결국 그들이 감시해야 할 대상인 로까들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설에서 부각되는 것은 피포가 계획한 위로부터의 카니발과 

이의 주도권을 전유하고 계획된 카니발 그 이상의 자유와 저항에 도달하고자 하

는 카니발의 긴장 관계이다.

   카니발 소요의 순간이 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장치로 활용되는 것은 비

단 대중들뿐만 아니라 독재자에게도 해당된다. 카니발 개최 이면에 숨겨진 피포

의 정치적 의도는 그가 비르힐리오 피녜라(Virgilio Piñera)의 암살을 지시하는 

장면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저 새끼가 자연사한 것처럼 죽기를 바란다. 

(심근경색이나 혹은 자살처럼) 그리고 내가 영혼이고 중심이 될 카니발의 혼란 

속에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비밀스럽게 죽기를 바란다.”(CV, 258) 국가적인 카

니발 행사가 대중들에게 주체성이라는 환상을 주입하는 동안 독재자는 그 이면

의 정치적 계획을 진행한다. 카니발은 피포에게 국가 지도자로서 긍정적인 “공

적 이미지”(CV, 417)와 “국가의 공적 이미지”(CV, 105)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

이 된다. 

   작가는 카니발 행사의 주축이 지배 계급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이 허가

한 해방은 이후의 감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 서술자는 계속해서 카니발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주변 인물들의 저항과 탈주

를 이야기하는데,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면 주인공(가브리엘/테트리카 모페타/아

레나스)의 카니발 계획이 드러난다. “내일, 카니발 와중에, 이 나라에서 밀반출

할 수 없었던 내 마지막 소설과 내 오리발과 함께 바다로 몸을 던질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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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V, 357) 국가적 행사가 이루어지는 카니발의 순간은 주인공에게 자살의 

기회가 된다. 작가를 대변하는 주인공은 반복되는 구조적인 억압의 굴레에서 벗

어나기 위해 카니발에 참여하지 않고 자살을 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가가 부활시킨 『여름의 색깔』의 카니발은 바흐친이 논했던 대

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아레나스는 바흐친과 달리 카니발의 영향을 회의적으로 

해석한다. 소설의 중심 사건이 카니발이고 행사의 명칭도 일차적으로는 카니발

이지만 그 구성은 카니발적인 무질서의 공간과 다르다.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소설에서 그려진 카니발은 서사적 맥락에서 계층의 양극단에서 무질서를 창조할 

수단의 주도권을 쟁취하는 투쟁으로 확장된다. 바흐친이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

의 가면을 쓰는 모습에서 저항성과 생성력을 도출했다면, 아레나스는 기존 카니

발의 구조를 비틀어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긴장 관계에서 그것을 도출했

다. 바흐친과 달리 카니발의 저항성을 낭만화하지 않고 카니발을 허가하는 권력 

구조를 포착하여 그려냈다는 점에서 아레나스의 카니발은 더욱 독창성을 갖는

다.

   3.2. 카스트로 권력의 연극성

   아레나스의 두 작품에 재현된 카스트로 권력의 모습과 이들에 저항하는 인물

들의 양상은 퍼포먼스에 가깝다. 퍼포먼스는 예술 장르를 지칭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은유로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쓰인다. 우리의 사유 방식과 은유의 관계를 

분석한 죠지 레이코프에 의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은유로써 구

조화되어 있고, 체계 안에서 은유적 개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하나의 관습으

로 정착하기도 한다.71) 우리는 퍼포먼스라는 용어가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바가 

약속된 하나의 은유이자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일상에

서 특정한 행위가 퍼포먼스적이라고 설명할 때는, 그 행위가 사회적 소통의 일

부가 되거나 행위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강조하고 덧붙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 행위를 맥락에서 분리하면 그 자체에 내재하는 사회 

교류적인 의미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퍼포먼스적 행위는 사전의 계획, 소통 

과정에서의 적절한 배치, 타인의 목격을 통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 전반을 지

71) 죠지 레이코프,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1995, 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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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한다. 이처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퍼포먼스의 의미는 

학계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기에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은 것이다. 

이를테면, 퍼포먼스학에서는 장르로서의 퍼포먼스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기

반으로 사회학이나 철학에서도 퍼포먼스 이론을 적용했다. 전자는 퍼포먼스의 

인사이더 학파, 후자는 아웃사이더 학파로 불리며 두 학파는 퍼포먼스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하고 세분화했다.72)

   퍼포먼스는 외래어로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와 차용되는 분야에 따라 연행

성 혹은 수행성으로 번역된다. 전자는 “연극성의 차원에서 비결정적인 사건의 

의미가 구성되고 창발되는 속성”73)을 지칭하며, 후자는 “언어학적 차원의 인용 

가능성”74)을 강조한 번역에 해당한다. 이 절에서는 주로 ‘연행’으로 번역되는 

경우에 집중하여 정치적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쿠바 혁명과 카스트로 권력의 모

습을 분석하고, 나아가 소설에 재현된 억압된 인물들이 어떻게 지배 계층의 연

행을 방해함으로써 저항할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름의 색깔』에서 재현되는 카스트로의 모습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대중의 

시선에 대한 그의 집착이다. 피포의 독재 세계에서 독재자는 마치 대중들의 시

선을 소유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다른 인물에게 이목을 뺏기는 것에 분노

한다. “그에게서 쇼를 훔쳐 와야 해”(CV, 50) “저 동성애자들의(maricón)75) 쇼

는 대체 뭐야!”(CV, 57) 대중의 주목에 집착하는 피포의 태도와 그의 장식적인 

행동은 작가의 자서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카스트로에 대한 그의 비판적 재현과 

유사하다. 루이스 벡(Lewis Vek)에 의하면, 아레나스의 자서전에서 카스트로 정

권의 권력 기제와 공적인 출현이 드러나는 방식은 연출된 연극에 가깝다.76) 이

때 연극성이란 “사회적 무대에 스스로를 직접 재현하는 방식이자 세상을 인식하

는 방식을 체계화하는”77) 사회・문화적 구성이다. 아레나스의 자서전에 묘사된, 

혁명 직후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작가는 특히 경기장에서 이루어졌던 공개적인 

72) Bert O. States, “Performance as Metaphor”, Theatre Journal, 48(1), 1996, p. 5.

73) 주현식, 『호모 퍼포먼스: 담론의 시대에서 퍼포먼스의 시대로』, 연극과인간, 2019, p. 114.

74) Idem.
75) 남성 동성애자를 부르는 말이다. “maricón”, REAL ACADEMIA ESPAÑOLA: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23.ª ed., https://dle.rae.es

76) Lewis Vek, Crossing Sex and Gender in Latin Americ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0, p. 61. 

77) Juan Villegas, Para la comprensión del teatro como construcción visual, Irvine: 

Gestos, 2000,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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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재판들을 통해 카스트로의 정치적 연극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판이 피델 카스트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웅변적

이고 극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 한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러한 재판들은 실제로 연극 공연이었다. 우리는 네로의 시대로 

돌아왔다. 즉 대중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한 인간이 사형 선고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시대인 것이다. (AQA, 110-111) 

   판옵티콘과도 같은 카스트로 정부의 관측 아래, 카스트로의 출현은 마치 인

공적이며 미리 연습되어있는 것 같은 광경으로 조직된다. 대중들이 무엇을 보아

야 하는지, 그리고 본 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석해야 하는지는 모두 카스트로

가 계획한 연극처럼 미리 구성되어 있다. 실제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면, 아레나

스의 재현이 충분히 핍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1959년 바티스타 정

권의 일원이었던 우베르 마토스(Huber Matos)가 카스트로의 정치적 행보를 비

판하여 공개 혁명 재판에 피고인으로 오르게 되었는데, 혁명 재판의 무대에 카

스트로가 직접 출현한 바 있다.78) 인민 재판에서 바티스타 세력이 등장하자, 대

중은 자신들의 분노를 잠재워주고 그들이 원하는 정의를 실현시켜 줄 영웅의 등

장을 요구하는 것처럼 성토했다. 카스트로는 이 순간 자신이 직접 관객 앞에 주

인공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그 재판정에 서 있는 피고와 분노한 대중 앞에 차분

한 중재자로서 자리를 차지했다. 대중의 시선을 독차지할 수 있는 물리적 위치

가 주는 특권을 빌려 재판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암묵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이처럼 카스트로는 인민 재판 현장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버리고, 대중의 

집회에서 스스로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권위를 과시했다. 자신이 직접 등장함

으로써 카스트로는 바티스타의 권세에 대한 대중의 잠재적인 두려움을 가시적인 

것으로 환원시켰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공개 재판에서 카스트로

는 그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을 특정한 것이다. 이처럼 독재 정치는 결정적인 순

간에 자신을 정치적 영웅이자 우상으로 제시하는 카스트로와 그의 권력을 대리 

78) Lillian Guerra, Visions of Power in Cuba: Revolution, Redemption, and Resistance: 
1959-1971,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2,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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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자들이 강단과 같은 무대 장치에서 스스로를 시각화하며 얻을 수 있는 

이미지를 쌓아가면서 이루어졌다. 동시에 혁명 정신에 귀속되려는 이들의 억압

된 주체로서의 욕망을 부분적으로 대리 충족시켜주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

는 것이 카스트로가 사용한 방법 중 하나였다. 대중 즉 남들의 약점을 비웃고 

불행에 처한 사람들을 조롱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몰락시키는 것이다.”(AQA, 

217) 이와 같이 아레나스의 자서전에 묘사된 카스트로의 공적인 출현 모습에서 

그가 대중들이 체제가 아닌 구체적인 특정 집단을 비난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카스트로의 정치적 공연의 모습은 빅터 터너(Victor Turner)가 제시

한 ‘사회극’의 의미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사회극은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어떤 규칙이 ‘위반’되고, 이는 공동체의 ‘위기’와 동일시되며, ‘교정’ 수단을 강

구하는 내러티브를 가진다.79) 카스트로는 마토스 재판을 쿠바가 타도해야하는 

구세력의 등장이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혁명 정신의 규칙이 위반된 것으로 보

이도록 했고, 이어서 스스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사안을 국가적인 사회 

질서의 위기로 몰아갔다. 카스트로는 대중에게 위기를 교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대중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직접 본인을 제시했다. 이처럼 카스트

로가 자신의 권위적 위치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이자 권력을 유지하기 위

한 수단은 하나의 연극적인 광경에 가까웠다.

   쿠바에 만연하던 외국 자본들과 마피아 세력, 그리고 부패한 바티스타 정부

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카스트로를 구세주의 이미지로 만들었고 이는 카스트로

에 대한 대중의 열렬한 지지로 이어졌다. 부실한 정당성과 구체적인 정치적 노

선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카스트로는 어떻게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서전에 나타난 작가의 관찰을 빌릴 수 있다. 아레나스는 자

서전에서 혁명이 점차 성공할 조짐을 보이던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의심할 바 없이 공산주의 구호, 공산주의 텍스트,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가장 적절한 시기 등 그 모든 것이 혁명 초

기부터 계획되어 온 것이다.”(AQA, 108) 여기에서 나타나듯, 혁명과 이데올로기

가 대중에게 확산된 과정은 구호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밀한 계획 하에 

79) 빅터 터너, 『제의에서 연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김익두・이기우 역, 민속원, 2014, 

p.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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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다. 특기할 점은 이때 대중이 수행한 역할이다. 다음의 인용을 참고하

면, 대중은 혁명을 지켜보는 수동적인 관중에 그치지 않고 함께 구호를 외치는 

참여자가 되기도 하였고, 반제국주의 시위는 점차 객석과 무대의 경계가 흐려지

는 참여적인 공연으로 변모했다. “갑자기 지령을 외치는 젊은이들의 파도 속에

서 에워싸인 채 이끌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진하며 노래 부르는 나 자신을 발

견했다.”(AQA, 109) 이처럼 카스트로가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비단 광

장에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역할도 큰 몫

을 한 것이다. 대중은 자발적으로 미국에 치열하게 맞서 반제국주의를 실현해 

줄 새로운 정치 지도자와 혁명을 원했고, 카스트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표명

을 광장에 모여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자발적인 대중 집단의 

퍼포먼스는 새로운 정권이 국가를 미 제국주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야 한다는 

내러티브를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릴리안 게라(Lillian 

Guerra)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감사와 확신을 공언하는 백만 명의 지지자 

앞에서 피델 카스트로의 놀라운 쇼만큼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게릴라 지

도자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것은 없었다.”80) 여기에 더하여 로베르토 곤살레스 

에체바리아(Roberto González Echevarrí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복을 차려입은 이 지도자들은 권력과 폭력을 국가의 근거로 구현하고, 

현대적인 확성 장치에 힘입은 그들의 목소리는 근거를 방송하는 것이 아니

라 집단적 유대, 진짜 혹은 상상된 적들에 대한 증오, 그리고 아버지-인물

에 대한 두려움과 복종 등에 기초한 감정에 호소한다. 음악, 구호, 춤, 식

사, 그리고 음주가 집단 행복의 이 대회들에서 하나로 합쳐진다. 비이성적

이고 집단적인 황홀감의 현현들, 이러한 사건들은 권력자들과 그들의 정책

에 대한 지지로, 짐작건대 참여 민주주의의 행위로 전가되었다. 그 집회는 

20세기에 가장 규모가 큰 인기 있는 축제였고, 가장 완전한 축제였다.81)

나아가, 카스트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반란군의 수에도 불구하고 득세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카스트로가 미디어

80) Lillian Guerra, op. cit., p. 74.

81) Roberto González-Echevarría, Cuban Fiesta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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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는 데 능했다는 평에 가장 무게가 실린다.82) 그는 자신을 무대 위 주

인공처럼 대중에게 내세워 자신의 연설을 전달했고, 여기에 미디어를 십분 활용

했다. 카스트로의 수사법을 연구한 브렌트 C. 카이스(Brent C. Kice)에 따르면, 

혁명 중 그가 대중으로부터 얻은 이미지는 덕목으로 구분하자면 크게 세 가지, 

즉 지혜, 용기, 정의였다.83) 카스트로는 자신을 군부 독재에 맞서 쿠데타를 일

으킨 영웅의 이미지로 만든 것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따뜻한 인간적 이미지를 

덧씌웠는데, 이때 국제적인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 특히 『뉴욕 타임스』의 허버

트 라이오넬 매튜(Herbert Lionel Metthews)는 카스트로에 대해 우호적인 인

터뷰 및 기사를 여러 차례 쓴 바 있다. 예를 들어, 한때 카스트로는 게릴라 전

투 중에 사망했다는 오해를 받았었는데, 라이오넬 매튜와 직접 인터뷰하며 마치 

부활한 것 같은 극적인 분위기를 자신의 영웅성에 덧씌웠다.84)

카스트로가 맞닥뜨린 모든 사건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메시지가 

독특하게 각색되어야 마땅했지만, 동시에 그가 내뱉는 모든 메시지가 더 

크고 보편적인 것으로서 응집력 또한 있어야만 했다. 이 보편적인 메시지

는 청중을 하나의 시각에 참여시키는 형태의 자작극으로 꾸며졌다. […] 카

스트로 자신은 서술자였으면서도, 모든 쿠바인들이 이야기 속의 인물로 참

여하도록 초대했다. 등장인물들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 내내 (쿠바의) 안정

성을 파괴하려는 갈등을 계속해서 직면했다. 종종 쿠바인 혹은 등장인물들

은 이 갈등을 알지 못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일한 서술자 역할인 카스트로

가 그의 관점에 따라 상황을 프레임화한 이유였다. […] 그러나 등장인물 

모두가 동의하는 척한 것은 아니었고, 일부는 깨어났으며, 서술자로서의 카

스트로의 역할을 알아챘다. 하지만 몬카다 습격 사건 재판 이후부터 카스

82) Brent C. Kice, From the mountains to the podium: the rhetoric of Fidel Castro,  

Lousiana Stat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s, 2008, p. 25.

83) Ibid., p. 19. 

84) 카스트로와 직접 인터뷰한 기사는 “Cuban rebel is visited in hideout”라는 제목으로 1957

년 2월 24일자로 뉴욕타임즈에 실렸다. 그는 후에 인터뷰한 기사를 바탕으로 카스트로에 대한 

회고록 『카스트로: 정치적 전기 Castro: A Political Biography』을 출판했다. 카스트로의 정

치적 성공에 대한 그의 역할은 향후 그를 연구한 다음 책 제목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피

델을 발명한 남자: 카스트로, 쿠바, 그리고 뉴욕 타임즈의 허버트 라이오넬 매튜 The Man 
Who Invented Fidel: Castro, Cuba, and Herbert L. Matthews of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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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는 여러 차례 자신의 서사를 쓰고 편집했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카

스트로가 만든 서사를 바꾸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려워지고 말았다.85)

그의 정치적 전략은 연극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연극성이란 곧 하나

의 극을 펼치듯이 준비된 갈등 구조의 소(小)내러티브를 보여준다는 것인데, 특

히 카스트로의 연설은 국가적 갈등과 위기를 강조한 내러티브였다. 이것이 문제

적인 이유는 구체적인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쿠바인들에게 그의 관

점만을 암묵적으로 주입하는 구조였다는 데 있다. 다음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이, 연극성은 카스트로의 혁명과 그가 대중에게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수식어였다. “그는 호화롭지만 작동하지는 않았던 (만

일 작동했더라도, 이미 몇 년 전 기능을 멈춘) 혁명의 연극화 속에서 살았지만, 

길거리의 온도라는 현실감을 잊지 않았다.”86) “잘 계산된 연극성을 보여준 에피

소드는 경탄의 수군거림을 끌어냈고, 피델 카스트로는 마찬가지로 연극적인 고

백으로 강연을 시작했다.”87)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섬에서의 내 짧은 임무 동안 (산초 판사가 통치하는 

바라따리아 섬을 많이 생각나게 했던 임무였는데, 돈키호테를 아는 사람들

은 이 비교가 사소하거나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카스트로

는 항상 자신의 등장을 계산되고 의도된 방식으로 연극적으로 조작했다.88)

『여름의 색깔』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춤과 공연, 그리고 공연장에 대한 피포

의 집착이다. 피포의 측근 중에 발레리나인 알리시아(Halisia)라는 인물이 등장

하는데, 그녀는 춤추는 동안 독재자의 이름을 외치고, 이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

85) Brent C. Kice, op. cit., p. 99. 

86) Ramón Robo, “Fidel Castro, un genio que nos vendió humo por revolución”, el 
Diario, 22 December 2014, 

https://www.eldiario.es/tipos-inquietantes/fidel-castro-genio-vendio-revolucion_132_

4449109.html. 이때 그는 피델 카스트로를 지칭한다.

87) Jorge Edwards, “Dejar de ser leyenda y dejar de ser”, El País, 27 November 2016, 

https://elpais.com/internacional/2016/11/26/actualidad/1480195249_282222.html.

88) Jorge Edwards, “Las Armas y Las Letras de Fidel Castro”, El País, 26 February 

2008, 

  https://elpais.com/diario/2008/02/26/opinion/1203980413_850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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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다음의 인용에서 알 수 있다. “의식의 춤을 추는 알리시아다. […] 춤추는 

동안 “피델, 피델, 피델!”이라고 말한다.”(CV, 43) 또한 식인 상어는 피포의 앞

에서 춤을 춘다. “식인 상어는 카리브해를 마주보는 거대한 유리 앞에서 춤을 

췄다. 알리시아까지 질투하게 한 엄청난 아름다움의 전대미문의 춤이었다.”(CV, 

331) 나아가 피포가 개최한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각국에서 모인 무용수

들의 춤이었다. “300명의 국제적인 발레리나들이 저마다 300개 나라의 전통 춤

을 추고 있었다.”(CV, 227) 또한 피포는 비행기를 타고 쿠바 온 도시를 구경하

기 시작하는데, 산티아고데쿠바에 도착했을 때 피포는 돔 형태의 공연장을 지으

라고 명령한다. 

“저거다 저거! 원형 극장! 저게 머릿 속에서 찾고 있었는데 못 발견한 단어

야!” 피포가 소리쳤다. “원형 극장! 저 도시를 둘러 싼 높고 낮은 모든 산

들이 효율적으로 원형 극장을 만드는구나! 사람은 충분해. 부족한 건 원형 

극장이야. 상상해봐.” 그가 베일의 귀부인을 바라보며 흥에 겨워 말했다. 

“저 산들만큼 깊은 음향을 가진 원형 극장에선 얼마나 웅장한 정치적 행사

가 실현될 수 있겠어! 메아리여! 저기선 여덟 아홉 시간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목소리가 일 년 동안은 울려 퍼지겠지. 정녕 사람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은 원형 극장이다. 도시를 부수고 건설을 시작해라!”(CV, 162)

독재자에게 혁명의 본산지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의 안중

에 있는 것은 앞으로 주인공으로서 대중에게 전할 기나긴 연설과 공연들뿐인 것

이다. 이러한 설정은 작품이 배경으로 하는 1990년 동시대 쿠바가 겪고 있었던 

사회적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 1980년대 말 쿠바 사회의 연극계에는 큰 변화가 

찾아온다. 카스트로의 국가적인 문화 산업 검열로 위축되었던 쿠바 연극계는 

1987년 7월 아바나에서 개최된 여러 연극 행사 개최를 기점으로 부상했다.89)

이것이 가능해진 당대 쿠바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면, 연극을 비롯한 여

89) Marina Pianca, “El teatro cubano en la década del ochenta: nuevas propuestas, 

nuevas promociones”, Latin American Theatre Review, 24(1), 1990, pp. 121-124. 해

당 논문의 필자는이 시기에 쿠바 연극이 다시 재조명받게 된 까닭으로 당시 시작된 여러 문화

적 제도 개혁들을 지적했데, 그중에서 1976년에 창립된 연극 학교(Instituto Superior de 

Teatro)를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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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문화 사업이 문화의 부흥을 위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경제 개발

의 효용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쿠바 내부에서 

점차 제기되었던 새로운 경제 개발 방식에 대한 촉구는 1986년 쿠바 경제 개혁 

발표로 이어졌고, 문화 부흥 정책도 이의 일부였기 때문이다.90) 따라서 작품에 

나타난 발레 공연들에 대한 피포의 언급은 카스트로의 대외 정책 변화를 바라보

는 작가의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점차 국내 문화를 육성하기 시작한 쿠바

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간’이 아닌 이들이 포용될 공간이 없었음을 지

적하기 위함이다. 피포가 보여주는 연극 공연 뒤 배제된 로까들과 피포의 입맛

대로 짜인 공연이 그 증거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작품에서 표면적인 자유의 허용

에 대한 카스트로 체제의 정책을 차용하여 독재자의 위선을 밝히고 있다.

작가에게 저항의 수단이 되는 퍼포먼스는 소설에서 권력과 피지배층의 관계

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먼저, 『여름의 색깔』에서 독재

자 피포는 국가의 ‘화면’을 조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 원형 돔의 조명들이 꺼졌다. 한동안 부글부글 끓

는 물소리와 펌프와 호스의 조용한 소음만 들렸다. 그러나 그때 거대한 스

크린이 켜졌고, 알프레도 구에바라가 아바나 숲에서 40년 전에 찍은 장편 

영화 「잘가요 마리짜 파반(Adiós a Maritza Paván)」의 세계적인 개봉식

을 보여주었다. (CV, 398)

알프레드 구에바아바라 혹은 알프레도 구에바라(Alfredo Güevara)로 등장하

는 실존 인물 알프레도 게바라(Alfredo Guevara)는 라울 카스트로와 대학 때부

터 친구였으며. 쿠바예술영화산업연구소(ICAIC-Instituto Cubano del Arte e 

Industria Cinematográficos)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게바라는 쿠바에서 제

작되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대중의 삶 내밀한 구석까지 깃든 쿠바 혁명 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노골적인 정치적 방향성을 고집했고, 혁명이 주는 교훈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하며, 심지어 관객의 해석도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도록 

계획했다.91) 피포는 국제 컨퍼런스의 개회식으로 알프레도 게바라의 영화를 상

90) Randy Martin, “Cuban Theatre under Rectification: The Revolution after the 

Revolution”, TDR (1988-), 34(1), 1990, p. 39. 

91) Lillian Guerra, op. cit.,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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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도록 지시하고, 이어서 영화의 주인공이자 40년째 조국을 떠나 있던 망명인 

마리짜 파반(Maritza Paván)을 행사에 갑작스레 등장시킨다. 이는 피포가 사전

에 계획한 장면인데, 뒤이어 서술자는 피포의 계획을 방해하며 그의 정치적 의

도를 폭로한다. “피포는 그날 밤 세계적인 여론의 승인과 미국의 경제적 도움을 

얻고 싶어 했다.”(CV, 398) 결국에 피포는 자신의 정치적인 관용을 대중에게 피

력하면서 뒤에서는 미국의 경제 지원을 바랐던 것이다. 작가는 이처럼 독재자 

피포가 대중에게 보여주는 광경들이 마치 누군가의 의도 없이 대중의 자발적 의

지로 이끌어지는 듯하지만, 실상은 연출된 연극과도 같음을 지적한다.

한편, 공통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여름의 색깔』과 『습격』의 연결성은 재현된 

독재 권력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디스토피아적인 미래 세

계에서도 권력이 유지되고 독재가 건재한 모습은 연극적인 퍼포먼스로 나타난

다. 『습격』에서 독재자가 유일하게 모습을 보이는 날은 ‘영광스러운 재판의 날

(la gloriosa tribuna reprimeral)’인데, 이때 사람들이 보여야 할 행위들의 순

서는 이미 행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해져있다. 기념식을 위해 일하는 이들의 

모습에서는 마치 주어진 대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강제적인 통일성을 관

찰할 수 있다. “리듬과 움직임에는 어떤 통일성이 있어서 사실 춤처럼 보인다고 

나는 생각했다. 위대한 비서가 다시 그의 거대하고 빨간 발톱을 내 어깨에 올리

며 말했다. 그렇다, 이건 춤이다. 이건 가장 크고, 슬프고, 통일되고, 완벽하고, 

길고, 어지럽고, 역사상 가장 해석이 잘 된 춤이다.”(AS, 165) 대중이 표현할 

수 있는 반응은 제한되어 있고, 독재자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퇴장까지의 장면은 

하나의 퍼포먼스로서 연극성을 보여준다. 지도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애무, 키스, 구부리기, 점프, 자위, 목 

베기, 서로 때리기, 한쪽 또는 양쪽 눈 빼내기”(AS, 155-156) 이처럼 독재자에 

대한 경배의 행위는 미리 대본으로 짜여 있다.

   3.3. ‘여성스러운 남성’ 인물의 저항의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연출된 서사를 단순히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행의 과정에

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페기 펠런(Peggy Phelan)은 퍼포먼스는 사라지

는 유한한 시간성을 통해 의미가 완성되며, 나아가 “행위의 수행 그 자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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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관객-타인에게 의지한다”92)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의 퍼포먼스는 단순히 계

획한 것의 반복 가능한 재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을 앞에 두고 완성되는 

의미와 핵심이 된 신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의 수

단이 된다. 퍼포먼스의 의미적 완결성은 연행의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연행을 

관찰하는 관객에 이르러야 종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

은 독재자 피포가 등장하는 연행들의 관객인 피지배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

처하는가이다. 이들이 바로 그의 퍼포먼스의 의미를 완결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피포가 계획한 권력의 정치적 연극들이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퍼포먼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인지하기 쉬운 직관적인 의

미는 학술 분야에서도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개념으로 활용된다. 그중에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펼친,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정치적 행위 개

념이 대표적이다. 필연적으로 사회에 속할 수밖에 없는 주체로서 개인은 타인과 

소통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데, 아렌트는 이때 발생하는 타인과의 교류를 정

치적 행위라고 보았다. 그는 공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행위를 ‘현장성’

을 강조한 퍼포먼스의 은유로 설명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정치적 행위가 “배우

와 관객이 직접적으로 만나 의미를 생성하는 일”93)이라고 분석했다. 즉, 그는 

퍼포먼스가 독립적이고 그 자체로 종결성을 가지는 산물이 아니라 타인과의 만

남에서 실행됨으로써 의미가 발생하고 완성된다는 특징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

렌트는 퍼포먼스를 주체적 개인이 타인과 마주하며 벌이는 소통의 방식으로 여

긴 것이다. 

또한, 연행성을 강조하며 퍼포먼스의 사회학을 전개한 어빙 고프먼은 『자아 

연출의 사회학』에서 ‘퍼포먼스’를 키워드로 일상 세계가 연출의 원리로 분절되

어있음을 주장했다.94) 고프먼은 우리의 일상 세계와 퍼포먼스가 친연성을 가진

다고 설명한다. 일상 세계에서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행위는 마치 

퍼포먼스처럼 기능한다는 것이다. 

타인에게 보여주는 개인의 행위가 연행성을 지닌 정치적 퍼포먼스와도 같고, 

92) Peggy Phelan, Unmarked Politics of Performance, London: Routledge, 1993, p. 147.

93) 양창아, 「한나 아렌트의 행위 개념」, 『코기토』, 74,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p. 132.

94) 어빙 고프먼, 『자아 연출의 사회학: 일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기하는가』, 진수미 

역, 현암사, 2016,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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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주체성이 이로 인해 발현되는 것이라면, 작가 아레나스가 삶에서 마주한 

고통스러운 현실과 차별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하나의 퍼포먼스로 이해할 수 있

다. 작가의 삶의 에피소드들을 살펴보면, 그가 퍼포먼스적인 제스처들을 통해 

권력에 반발하고 권위적 질서에 저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어, 1980년 

마리엘 엑소더스를 통해 가까스로 미국으로 망명하는 데 성공한 아레나스는 후

에 마리엘(Mariel)이 적힌 간판 앞에서 당당한 포즈를 취한 사진을 찍어 남겼

다.95) 작가는 신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역사적으로 재맥락화한 것이

다. 그는 마리엘이라는 간판이 불러일으키는, 고립된 망명인으로서 마땅히 느낄

만한 고통 가득한 표정과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 있는 제스처로 대응한

다. 결과물로서 사진이 발생시키는 어떤 물리적인 상황의 변화나 의미는 없으

나, 작가는 당당한 제스처로 마리엘 사건과 대면할 때 생성되는 순간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마리엘 엑소더스가 상징하는 카스트로 체제의 정치

적 핍박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려는 태도 변화를 퍼포먼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카스트로의 퍼포먼스를 관람하는 관객으로서 작가는 응당한 사회

적 기대를 거부하고, 정치적 망명을 슬픔과 트라우마가 아닌 도발적인 반응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마리엘의 의미를 새롭게 변화시킨 것이다. 

작가는 지속적으로 카스트로 권력의 연행성을 조명했다. 아레나스에 의하면, 

그가 조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인 쿠바 혁명 또한 계획

된 연극에 가까웠다. 혁명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들의 집권 이후에도 혁명의 이

미지를 유지해나가는 모습은 정치적인 퍼포먼스의 일부였다. 대표적으로, 유토

피아적인 공산주의 국가 건설에 성공했다는 카스트로 정부의 대외적인 홍보의 

상당 부분은 영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ICAIC은 혁명 이후 쿠바를 긍정적인 이

미지로 쇄신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를 장려했다. 혁명 과정에 참여했

던 시민들의 경험이 이러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에 증언이나 후일담처럼 담

긴 것이다. 릴리안 게라는 이 당시 제작된 영화들을 카스트로의 정치적 ‘퍼포먼

스’의 일부이자 “무대화된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명명하며 카스트로의 행적을 

퍼포먼스에 비유했다. 주목할 것은 이때 어떤 영화들은 쿠바 혁명을 옹호하면서

도 나아가 혁명 이후 쿠바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

95) Javier Guerrero, Tecnologías del cuerpo. Exhibicionismo y visualidad en Ameŕica 
Latina, Madrid: Iberoamericana Vervuert, 2014,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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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접근함으로써 쿠바 혁명의 당위성을 파괴하지 않으면

서도, 프로파간다적인 다큐멘터리의 작위성과 연극성을 폭로할 수 있었다.96) 쿠

바 혁명이 하향식으로 결정된 결과가 아니라 “대중의 자발성과 동요의 결과”97)

라는 내러티브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 목표였고, 릴리안 게라의 표현을 다시 

빌리면, 이 과정은 카스트로의 정치적 퍼포먼스였다. 그러나 이때 경제적으로 

지원받은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쿠바 혁명을 일으킨 대중의 자발성이라는 특성을 

오히려 혁명 이후의 쿠바의 삶이 과연 총체적으로 높은 질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의문을 던지기 위한 기회로 전유했다. 쿠바의 대외적 이미지를 위해 정치적 퍼

포먼스로서 강조된 “대중의 자발성”이 역설적으로 국가가 의도한 긍정적인 이미

지를 해칠 수 있는 저항의 틈을 만들어버린 것을 알 수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사례처럼 소설에 나타난 피지배층의 저항은 그 발현의 형

식이 권력 구조의 내러티브와 무관하지 않다. 이 지점은 권력이 작동하고 권위

를 유지했던 방식인 연극성과 피지배인들이 저항하는 방식의 모티프가 된다. 독

재자 피포의 통치 방식으로 재현된 카스트로 체제의 모습은 연극성을 그 주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데, 피지배 계층은 주어진 연극성의 카니발이자 정치적 

퍼포먼스의 계획에 제동을 건다. 소설에서 권력층의 정치적 연행의 퍼포먼스를 

관람하는 관객인 피억압자들은 퍼포먼스를 방해하고 재전유하며 저항한다. 앞

서, 작가의 단편 소설 「에바야 울어라(Que trine Eva)」의 두 주인공 리카르도

(Ricardo)와 에바(Eva)가 일상에 파고든 독재의 감시 체제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명시적으로 취한 바 있다. 이들은 장식적인 옷을 손수 제작하여 입

고 쿠바의 길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도시의 공원은 갑

자기 우리가 별이 된 카니발로 바뀌었다.”(Que trine Eva, 40) 두 인물은 잠시 

행위 예술가가 되며, 퍼포먼스의 관객은 이들을 반동 분자라고 고발하거나 항의

하지 않는다. “우리는 전통의 모든 규칙들을 파괴하지. 그런데도, 아무도 항의하

지 않았어.”(Que trine Eva, 29) 마지막 여행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총질까

지 잠시 멈추게 한다. “우리 덕분에 몇 시간 동안 두 당파 간의 총질도 멈췄다. 

분명 모든 군인들이 황홀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Que trine Eva, 40) 마침내 

관객들은 행렬을 이루어 사회가 체계적으로 배제했던 두 주인공을 오히려 따라

96) Lillian Guerra, op. cit., p. 322.

97) Ibid., p.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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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게 된다. 

복장 퍼포먼스는 『여름의 색깔』에서 카니발 행사 중 하나로 등장한다. 이때 

주목할 점은 복장 퍼포먼스가 피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일이며, 그간 

금지되어왔던 옷에 대한 묘사가 바로 「에바야 울어라」의 두 주인공이 입은 옷

의 특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결국, 작가는 단편 소설의 주인공이 벌이는 복장 

퍼포먼스를 권력의 질서를 일시적으로 전복시키는 카니발적 성격을 가진 저항의 

수단으로 그려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한 날이기에 그날 밤 피포가 허락해 준 

금지된 변장 대회의 카니발. […] 그들의 변장은 너무나 불경하고 무자비하며 사

실적이어서 그녀에게는 관용과 용서가 없을 수도 있다. 피포마저도 캐리커쳐화

될 것이다.”(CV, 314) 

소설에서 독재자 피포가 연출하고 진행하려는 정치적 퍼포먼스 또한 여러 차

례 방해받고 실패한다. 남성 동성애자 인물들은 권력의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벌

어지는 순간을 오히려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먼저, 이들의 

저항은 카니발의 세계인 만큼 그간 금지되어왔던 것에 대한 회복을 바탕으로 한

다. 작품은 독재자를 조롱하고 격하시키는데, 이를 통해 독재가 박탈해버린 피

억압자들의 웃음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켜준다. 작품이 보여주는 해학적인 어조

에는 유머의 상실이 독재의 폐해라며 개탄하는 작가의 가치관이 담겨있다. 

폭정의 가장 처참한 일 중 하나는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유머 감

각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쿠바 사람들은 풍자와 농담 덕분

에 언제나 어려운 현실을 피해 왔다. 하지만 피델 카스트로와 더불어 유머 

감각이 사라지고 금지되었으며 쿠바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가능성 중 하나도 사라졌다. 그들에게 웃음을 빼앗음으로써 모든 것

의 가장 심오한 의미도 빼앗아 버렸다. 그렇다. 독재란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고 매우 따분한 것이다. (AQA, 347)

당시 쿠바는 늘 긴장 상태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적인 사업

이었다. 공포가 만연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개인의 기본권 행사를 방

해했고 쿠바인들의 비난은 피하면서 최대한 이들이 국가에 충성하도록 억압을 

성문화하는 동시에 민간 동조자 단체들을 만들었다.98) 늘 서로를 밀고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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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고, 친구 사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의 원고는 실제로 여러 차례 정부

의 손에 들어간 적이 있었고, 두 차례 투옥된 바 있는 그는 이러한 분위기의 가

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대규모의 정치적 저항 운동을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에서 체제가 장려하고 강제하는 것들에 반항해왔다. 그 중 하나

가 긴장된 사회적 분위기를 깨는 것이었다. 다음의 장면에서 작가는 독재가 일

상까지 파고든 폐단으로 불신이 만연한 현실에 유쾌한 응수를 한다. 

정말 친구의 역할이 꼭 필요할 때 친구가 되어 주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

들에게 환멸을 느껴 ‘우정 중단 통지서’라는 약간 역설적인 서식을 고안했

다. 그 서식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연말에 엄격하게 실시하는 우정 결산 결과 귀하께서 이 중단 리스트에 포

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레이날도 아레나스

이 서식을 타자기로 여러 장 쳐서 나에게 몰상식한 행동을 취했다고 여겨

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 주었다. (AQA, 346-347)

작가는 이처럼 지금껏 자신을 밀고했거나 혹은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예상되

는 사람들에게 우정 중단 통지서를 보낸다. 쿠바에 만연한 독재의 폐단과 자신

의 일상 간 연결 고리를 끊고자 하는 것이다. 서술자-작가의 태도는 일관되게 

유쾌하다. 우정 중단 통지서를 받은 이들 중 한 명인 이람(Hiram)이라는 인물

은 작가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이때 아레나스는 역으로 그를 용서한다는 의미에

서 ‘용서 통지서’를 만든다. “나는 고개만 내밀고 그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

다. 급하게 관료주의적인 서류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일종의 사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AQA, 358) 우정 중단 통지서를 손수 만들어 보낸 노력에 비해 

98) “Cuba: Fidel Castro’s Record of Repression”, Human Rights Watch, 26 November 

2016, https://www.hrw.org/news/2016/11/26/cuba-fidel-castros-record-r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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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쉽게 용서해 주는 모습도 보인다. 애초에 우정 중단 통지서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편지 수신인들이자 타자인 관객에게 작가가 소

통 방식으로서 일상에서 계획한 작은 반격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와

도 같다.

또 다른 예시로, 아레나스는 길거리에서 친카스트로주의 작가인 알레호 카르

펜티에르(Alejo Carpentier)가 연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마침 내가 거대한 판자를 들고 오는데, 알레호 카르펜티에르가 거리에서 

단상 위에 올라가 연설을 하고 있었다. 나는 어깨에 거대한 판자를 메고 

군중과 작가 사이를 지나가면서 강연을 방해했다. 거기 서서 한 청중에게 

저 사람이 이제는 스페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처럼 확연히 드러나

는 프랑스 악센트로 목구멍소리를 낸다고 하자 그 사람이 폭소를 터뜨렸고 

나도 같이 웃었다. 내 판자의 한쪽 끝이 알레호가 연설을 하는 단상을 한 

대 치고 지나갔다. (AQA, 353-354)

작가는 다락방을 만들려던 판자로 군중 사이를 헤집어 놓는다. 그가 친구들

에게 보냈던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 행위는 실질적으로 연설의 내용에 어떤 영향

도 끼치지 않는다. 대신 판자로 단상을 치고 지나갈 뿐이다. 그러나 이 행위는 

친카스트로주의 작가의 연설과 이를 듣는 관중 간의 연결을 방해하는 의미를 얻

는다. 그의 방해가 불특정인들에게서 독재가 빼앗았다는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

이다. 웃음은 카스트로 체제와는 거리가 먼 요소였다. 카스트로의 연설을 설명

하는 다음의 인용에 따르면, 그의 연설은 유머는커녕 때로 지루하기까지 했

다.99)

카스트로는 유머가 없다. 보통 쿠바인들과는 다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99) Herbert Mitgang, “Books of The Times; Finding Humor in Castro and His Cuba”, 

The New York Times, 10 November 1990, 

https://www.nytimes.com/1990/11/10/books/books-of-the-times-finding-humor-in-c

astro-and-his-cuba.html. 해당 기사의 글쓴이는 카스트로의 연설의 분위기에 대해 조롱하

는 어조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의 연설의 길이는 민주주의의 정도와 

나라 안에서 허용되는 소통의 다양성의 비율과 정반대였다.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공무원에게 

지루해 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최소한의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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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농담에 빠진 적도 없으며, 아프로 쿠바 문화나 음악 그리고 춤에는 

관심이 없다. 카스트로는 춤을 전혀 출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연

설 톤은 훈계적이고, 교육적이고, 적에 대한 경고와 희생에 대한 요구로 가

득했다.100)

카스트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카스트로는 계획된 내러티브를 하나의 연극적

인 광경으로 연출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힘썼다. 특히, 근거가 불충

분한데도 지식인들을 반체제주의자로 구속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을 사

면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했다. 다만 사면에는 조건이 따랐는데, 

풀려난 이후 카스트로 정권에 대해 ‘자발적인’ 감사 표명을 해야 했다. 『여름의 

색깔』에서 이러한 ‘자아비판’ 현장이 묘사되는데, 이때 차용된 인물은 작가 에베

르토 파디야(Heberto Padilla)이다. 그는 『오프사이드(Fuera del Juego)』라는 

작품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1971년에 체포되었는데, 한 달 뒤 풀려나는 대신

에 ‘쿠바 작가・예술가연합(UNEAC, Unión de Escritores y Artistas de 

Cuba)’모임에서 자아비판을 진행한다.101) 실제 1971년 행한 그의 연설은 반카

스트로주의적인 작품을 쓴 것을 반성하며, 수감 기간 동안 참회를 통해 진정성 

있는 문학인이 되었음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102)

이 사건은 『여름의 색깔』에서 “철회의 방(la sala de retractacciones)”에서 

열린 발표회로 패러디되는데, 독재자 피포가 카니발에 초청된 해외 인사들에게 

보여주는 행사의 일부로 등장한다. 그러나 당시 UNEAC 회장이던 니콜라스 기

옌(Nicolás Guillén)을 차용한 니콜라스 기요티나(Nicolás Guillotina)103)라는 

인물은 파디야의 발언을 방해한다. 

  

니콜라스 기요티나가 다시 수첩을 꺼내 잠재적인 반역자의 발표로 간주될 

만한 것을 읽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여러분.” 유명한 룸바 댄서가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 

100) Roberto González-Echevarría, op. cit., p. 254.

101) Luis M Quesada, “‘Fuera Del Juego’: A Poet's Appraisal of the Cuban Revolution”, 

Latin American Literary Review, 6(3), 1975, p. 89. 

102) Alfred G Cuzan, “Totalitarianism in the Tropics: Cuba’s ‘Padilla Case’ Revisited”, 

SSRN Electronic Journal, 2015, http://dx.doi.org/10.2139/ssrn.2136252.

103) ‘단두대에 앉히다’라는 뜻을 가진 스페인어 ‘guillotinar’를 언어 유희하여 만든 이름이다. 



63

니콜라스 기요티나가 H. 푼티야에게 역겹다는 눈빛을 날렸다. 그리고 그에

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그의 수첩을 읽었다. 피포를 향

한 찬미로 가득한 지루한 발표였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에 이르러 말했다. 

피포가 거기서 일어날 일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만일 그 고

백이 “우연한” 것이었다면, 피포는 저 말들을 모두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야 

했다. (CV, 343-344)

   기요티나는 자발적이고 즉흥적이었다는 발언의 이면을 폭로하며, 모두 피포

의 주도 하에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설한다. 또한, 같은 행사에서 아베야

네다(Avellaneda)가 한 영웅에 대한 시편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 주인공이 피

포가 아니라 조지 워싱턴인 것으로 드러나자, 발표 자리에 있던 피포는 격분한

다. 이 부분은 역사적 사건을 차용하여 풍자적으로 패러디하면서 카스트로의 연

극적인 정치적 퍼포먼스을 조롱한 것이다.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장르로서의 퍼포먼스는 발레 공연이다. 서술자는 이 

공연이 순수한 미적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피포가 주도하는 대외적인 이미지 관

리를 위한 프로파간다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한다. 피포는 외국에서 온 중요한 

인사들에게 늘 명망 있는 발레리나 알리시아 할론소(Halisia Jalonso)의 공연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공연에는 피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녀의 춤은 사실 동성애자 코코 살라스(Coco Salas)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 코코 살라스는 공연 때마다 몰래 무대 뒤에서 모기를 풀어, 간지

럽고 따가워하는 알리시아의 몸짓이 마치 우아한 발레의 움직임처럼 보이게 만

든다. 발레 공연 뒤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 모르는 관객들

은 그저 넋 놓고 이 공연을 바라본다.  

그런데 별안간 저 유별한 춤 와중에, 극장 전체에서 울려퍼지는 엄청난 비

명 소리를 들었다. 코코는 알리시아가 감염된 모기에 살해당한 것이라 생

각하고는 그의 소중한 종이 상자를 닫아버렸다. 알리시아는 바닥에 쓰러졌

다. 그러나 엄청난 비명 소리는 다시 극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래서 아

무도 쓰러진 알리시아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극장 근처 숲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 비명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CV,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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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포는 본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공연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뿌듯

해한다. “피포는 두 배로 감동했다. 춤과 피포의 축제를 위해 코코 살라스가 보

여준 성공 때문이었다.”(CV, 242) 공연의 전말을 알지 못하고 기뻐하는 피포의 

모습은 그가 계획한 선전 수단이 오히려 권위를 격하시키는 매개가 된다는 점에

서 더욱 우스꽝스러워진다. 그가 계획한 퍼포먼스가 실패하는 사건의 전말에는 

로까들의 방해가 있었다. 

『여름의 색깔』에서 레사마 리마(Lezama Lima)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레

이날도는 레닌 공원에 가서 다른 두 인물 돌고래(Delfín)와 거미 여왕(la Reina 

de las Arañas)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레닌 공원은 그가 평소에 쿠바의 나라

꽃인 생강목을 꺾어 먹을 것을 사러 가던 곳이다. 주인공은 울부짖고 비명을 지

르기 시작한다. 이 모습을 보고 한 인물은 주인공의 몸이 보랏빛으로 변할 때까

지 꽃다발로 때리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온몸에 꽃잎이 더덕더덕 붙은 채로 저

수지에 뛰어든다. 이 행동은 엑소시즘이자 오마주로 정의된다. 주인공이 물에서 

빠져나 올 때, 최소 25명의 청소년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마지막에 주인

공은 레사마의 무덤가에 꽃을 내려놓는다. 

돌고래는 레이날도를 위로하려고 했다. 그러나 테트리카의 울음소리는 점

점 더 거세졌다. 결국, 커다란 꽃 한 웅큼을 던지고 나서 가브리엘은 저수

지에서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러자 거미 여왕은 긴 꽃들로 울고 있는 로까

를 채찍질하기 시작했다. 로까는 엄청난 울음소리를 내며 저수지의 다리에

서 뛰어내렸다. 다른 로까는 멈추지 않고 그를 매질했다. 꽃들의 모든 줄기

와 하얀 꽃잎들이 이미 멍들어버린 레이날도의 몸에 붙어있었다. 그러자 

돌고래는 넓은 생강목 밭까지 뛰어가더니 꽃들을 죄다 휩쓸어 저수지로 돌

아왔고 계속해서 이번에는 더 세게 테트리카 모페타의 몸과 얼굴을 채찍질

했다. 테트리카 모페타는 피흘리며 소리질렀다 “레사마! 레사마!” 마지막으

로, 피와 꽃잎들로 덮인 로까는 거대한 아우성을 내뱉으며 저수지의 물로 

뛰어들었다. 그 엑소시즘과 오마주의 행위가 지난 후에, 테트리카 모페타는 

시원하게 젖은 채로 나타났다. 돌고래는 테트리카 모페타가 물에서 나오도

록 도와주었다. 댐의 한 옆에서, 그 광경을 스물다섯 명도 더 되는 젊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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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구경하고 있었다. (CV, 209)

세 인물이 레사마 리마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이 벌이는 행위는 기존의 보편적인 장례식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등장 인물들의 애도 행위는 새로운 형식으로 제시된다. 주인공이 평소 자주 하

던 꽃을 꺾는 행위, 다른 인물들이 꽃으로 주인공을 때리는 행위, 저수지에 뛰

어드는 주인공의 행위로 구성된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연출된 퍼포먼스다. 

각각의 개별 행위는 사회적으로 어떤 내재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세 가지 

행동은 필연적인 순서를 갖지 않지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또한, 주인공의 울

음 뒤에 이어지는 꽃으로 때리는 인물의 행동은 주인공에게 의문을 야기하지 않

는다. 행위가 가진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는 퍼포먼스가 인물들 사이에

서 이미 수용된 하나의 소통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주

인공의 갑작스러운 다이빙 또한 세 인물 사이에서는 애도를 분출하는 행위로 이

해된다. 이렇게 세 인물이 보여주는 관련 없는 일련의 행동은 레사마 리마의 죽

음을 애도하고 추모한다는 의미를 얻게 된다. 곧 그들만의 새로운 장례식을 구

성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장면에서 가장 특히라 만한 점은 이 광경을 지켜 보고 있는 여러 

명의 청소년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 인물의 퍼포먼스를 지켜보는 관객

이 된다. 관객은 세 인물이 왜 기괴한 행동을 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는다. 이들

은 장례식 광경이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그 모습을 관찰한다. 광경을 만들어가

는 세 인물도 지켜보는 이들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개의치 않는다. 

서술자는 오히려 이들의 관찰을 통해 장면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처럼, 일련의 

추모 행위의 가장 마지막에 이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지켜보

던 이들과 세 인물의 관계는 마치 무대 위 공연자와 관객의 관계와도 같다. 결

국, 아레나스를 중심으로 한 세 인물의 행위는 약속된 소통 행위이며, 어빙 고

프먼이 주장하는 연출된 퍼포먼스가 된다. 이처럼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독립적인 행위는 추모의 의미를 담아 새로운 형식이자 기호로 제시된다. 

한편, 퍼포먼스가 담고 있는 내용에 주목하여 추모의 과정에서 때리는 행동

과 같은 폭력적인 요소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다. 세 인물이 추

모하는 대상인 호세 레사마 리마는 쿠바 혁명 시기의 대표적인 반카스트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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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자 정치적 탄압을 겪은 후 망명한 작가로, 아레나스의 문학적 스승으로 알

려져 있다. 망명길을 택한, 정치적으로 배제된 작가로서의 삶의 궤적을 고려하

면, 결국 그는 독재 체제의 폭력에 희생당한 인물이다. 텍스트는 레사마 리마가 

겪은 폭력의 존재를 주인공이 손수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물리적인 폭력으

로 드러내며, 이는 구조적인 폭력을 가시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과정에

서 주인공의 육체에 보랏빛 상처가 남으면서 애도의 과정은 몸에 새겨지고, 정

신적인 아픔은 물리적인 고통으로 신체에 이전된다. 

더 나아가, 이 장면에서 사용된 꽃이라는 수단 또한 세 인물이 구성한 퍼포

먼스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꽃은 주인공에게 단지 생계 수단이었지

만, 장례식을 거치면서 위로라는 의미가 더해진다. 꽃으로 멍이 들 때까지 주인

공을 때리는 행위는 표면적인 상처를 남기는 폭력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상처를 

꽃잎으로 덮는 다음 장면에서 상처와 정반대 의미인 치유의 의미가 생겨난다. 

다음은 아레나스의 자서전에 등장하는 레사마 리마의 장례식 장면이다. 

이람은 나비나리의 가지를 꺾어 그것으로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옷

을 벗고 앞에서 이람이 나를 때리는 동안 계속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이 가

득 모여들었다. 마침내 커다란 함성을 지르면서 댐으로 뛰어들어 끝까지 

수영을 해서 밖으로 나왔다. 그런 액땜을 하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AQA, 339)

아레나스가 창작한 소설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실제 역사적 사건을 모티프로 

한 경우가 빈번하다. 그의 자서전에 의하면, 레사마 리마의 장례식 또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해당한다. 자서전에서 같은 사건을 다루는 장면과 소설 

속 묘사를 비교하면 후자의 퍼포먼스적인 특징이 부각된다. 자서전에는 나비나

리 가지의 본래 의미가 나타나있지 않으며, 때리는 행위가 야기한, 몸에 남겨진 

상처 같은 구체적인 언급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여름의 색깔』과 『습격』에서 재현된, 독재 계층이 권

력을 과시하는 모습에서는 공통적으로 연행성이 두드러진다. 독재자가 등장하는 

장면은 하나의 극처럼 연출되고, 대중은 일방적으로 수용해야하는 관객이 되어 

강제적으로 주어진 반응만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이러한 모습은 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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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혁명에 성공한 이후, 쿠바 대중에게 영웅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

해 채택했던 전략과 유사하다. 작가는 나아가 여기에 저항하는 소설 속의 인물

들이 독재자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방해하는가를 보여준다. 카스트로가 소외시켰

던 작가를 비롯하여, ‘충분히 남성스럽지 못한’ 다양한 로까 인물들은 정치적 연

극을 오히려 은폐를 강요받았던 자신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기회

로 전유한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되었던 자아비판 현장을 마치 

자발적이고 우연한 것처럼 연출한 권력의 연행을 폭로하면서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독재의 감시가 닿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공적

인 광경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독재가 빼앗은 일상의 웃음을 되찾고 그들만

의 소통과 의미를 창조한다. 레사마 리마의 죽음을 기리는, 저수지에서의 장례

식 장면 또한 그들만의 애도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공연으로 구성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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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젠더 수행을 통한 전복의 퍼포먼스

4.1. 쿠바 혁명과 국가적 남성성

   실체가 부족한 혁명의 성공에 기대어 확립된 카스트로 체제가 권력의 정당성

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더욱 구속력을 가진 규제가 필요

했다.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가 검열하도록 하고,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마

땅히 보여야 할 모습까지 통제하길 원한 것이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둘

러싼 카스트로 체제의 억압적인 통치 이념은 남성성을 규정하는 데도 예외는 아

니었다. 브래드 앱스(Brad Epps)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혁명은 

기호들에 대한 투쟁이 된다. 성문화(成文化)에 맞서 일체의 차이와 독단, 양가

성, 모호성을 엄격하게 재작업해야 한다. 남자는 남자다. 표면과 깊이,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어떤 혼란스러운 유희도 없다. [...] 아니 적어도 있어서는 안 된

다.”104)

   이와 관련하여 『여름의 색깔』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인물들의 주요한 특

징은 서사 전반을 주도하는 주인공들 대부분이 로까, 즉 사회의 이상적인 남성

상에 완전히 귀속될 수 없는 남성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이다. 당시 쿠바에서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여겨진 이미지는 카스트로가 주창한 혁명 정신과 관련이 

깊다. 카스트로가 구축한 시대 담론은 쿠바가 사회주의 지향의 이상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자질이나 의식을 제시했는데, 이상적인 남성성 

또한 이러한 담론적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브래드 앱스는 쿠바의 국가

적 남성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적절하게 남성적으로 행

동하지 않는 남자와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내는(show) 남성이 가장 혁명에 

걸림돌이 되는 섹슈얼리티를 가진 주체로 여겨졌다.”105) 이때, 쿠바의 적절한 

남성상은 마초적인 모습에 가까웠고, 카스트로는 마치 신세계가 타도해야 할 구

제도의 악한 관습처럼 동성애가 이러한 틀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것이라 생각

했다.106)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쿠바에서는 동성애 자체가 문제시되었다기

104) Brad Epps, “Proper Conduct: Reinaldo Arenas, Fidel Castro, and the Politics of 

Homosexuality”, Journal of the History of Sexuality, 6(2), 1995, p. 243.

105) Ibid., p. 235.

106) Emilio Bejel, Gay Cuban N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1, 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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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규범적 남성성에서 벗어나는 남성에 대한 혐오가 팽배했다. 여기에 대해 

수잔 캡닉(Suzanne Kaebnick)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쿠바 민족주의는 남성성의 에너지를 국력의 상징으로 칭송하지만, 다른 많

은 현대국가의 이념들처럼 남성들 사이의 성교를 비하하고, 혐오스러운 성

격들이 (동성애) 남성들의 신체들에 마냥 속하도록 생각하게끔 조장했다. 

그러나 쿠바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비방은 유럽과 북미를 제외한 다른 세계

와 마찬가지로 이성애자 대 동성애자 정체성이 아니라, 능동적인 남성 정

체성 대 수동적이고 여성적인 정체성을 강조해왔다.107)

   다시 말해, 남성 동성애자들은 충분히 남성스럽지 못하거나 혹은 남자라기엔 

여자처럼 행동한다는 선입견이 사회적으로 조장됐고, 이는 점차 구체적인 담론

과 결합하여 이들을 더욱 조직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가시적인 틀로 진화했다. 

에밀리오 베젤(Emilio Bejel)에 따르면, 동성애는 도덕적이지 못하고 불순하며, 

쿠바 혁명 정신의 새로운 남성상에 융화될 수 없는 남성이자 자본주의의 폐해이

며, 사회악과 마찬가지라는 선입견과 복잡하게 얽혔다. 이러한 담론은 사회주의

가 동성애를 축출해야만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사회적 폐단을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도록 했다.108) 이때 작위적으로 결합한 대표적인 담론은 프

로이트의 리비도 개념과 자본주의였다. 이성애와 가정의 확립을 소비에트 사회

주의의 이상으로 제시한 스탈린의 관점을 수용한 카스트로는 동성애를 자본주의

의 폐해이자 부르주아적인 퇴폐주의의 산물이라고 낙인찍었고, 제도화된 공산주

의는 자연스레 동성애를 위축시키리라 예단했다.109) 카스트로가 동성애 혐오를 

조장했다기보다는 제도적으로 확립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데, 동성애는 그 이

전부터 “외면과 수익, 보는 것과 파는 것이 결합한 가시적인 것의 모든 경제의 

산물”110)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쿠바 혁명 정부에 이르러서 이루어진 것은 이

들에 대한 조직적인 배제를 위한 담론적인 절합이었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107) Suzanne Kaebnick, “The ‘Loca’ Freedom Fighter in ‘Antes Que Anochezca’ and 

‘El Color Del Verano’”, Chasqui, 26(1), 1997, p, 102.

108) Emilio Bejel, op. cit., pp. 101-102. 

109) Brad Epps, op. cit., p. 238.

110) Ibid., p.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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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은 리비도의 손실, 곧 국가적 생산성에 대한 위협이자 

“낭비적인 성 심리적 소비에 특히 취약해 혁명적 ‘신인간’에 반하는 것”111)으로 

규정된 것이다.       

   카스트로는 거시적인 담론 작업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인터뷰에 나서서 동성애

자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견

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동성애자들은 젊은이들에게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상황에

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규율, 투쟁, 노동의 

정신을 심어주어야 합니다.”112) 즉, 남성 동성애자들은 혁명이 표방하는 규율, 

투쟁, 노동이라는 정신을 체현할 수 없는 이들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쿠

바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미성년자 추행 사건으로 기소하는 경향마저 있었다.113)

이를 참고하면, 쿠바 혁명 이래 카스트로가 견지한 동성애자에 대한 비하적인 

관점은 사법 정의의 공정함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을 기소한 

죄목에서 의도적으로 동성애자들을 타락한 도덕관과 엮으려는 시도를 충분히 읽

어낼 수 있다.

   한편, 쿠바의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남성스럽지 않은 인물들과 

동성애자가 아레나스의 소설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유를 자칫 작가의 성 정

체성과 연결 지을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관점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미

셸 푸코는 『말과 사물』에서 “책과 작품과 저자라는 관습적인 단위들에 의해서는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는 여러 종류의 담론의 층들을 분석”114)했으며, 나아가 

「저자란 무엇인가」라는 에세이에서 한 저자의 이름으로 나열되는 텍스트들은 다

양하게 배치된 기호들의 유희로서 저자를 가리키는 많은 기호들을 내포한다고 

설명했다.115) 그러나 그의 요지는 저자를 가리키는 기호들을 분주히 찾아내는 

것이 텍스트 해석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저자 고유의 성격이란 

사실상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저자의 이름으로 글로써 탄생할 수 있

었던 조건들, 다시 말해 “글 쓰는 주체가 끊임없이 사라지는 공간의 열림”116)에 

111) Ibid., p. 258.

112) Lee Lockwood, Castro's Cuba, Cuba's Fidel, Boulder: Westview Press, 1990, p. 

107. 

113) Brad Epps, op. cit., p. 239.

114) 김현, 『미셸 푸코의 문학 비평』, 문학과 지성사, 1989, p. 240. 

115) Ibid., pp. 243-249.



71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푸코의 관점은 아레나스의 작품에 접근할 때 취해야 할 태도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작가의 텍스트에 반영된 그의 정치적 입장이나 성 정체성을 추적하는 것

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그러한 작업은 생산적인 논의가 되기도 어렵다. 카스트

로 체제에 대한 작가의 태도는 일관되고 매우 명징하며, 작가는 활발한 운동가

였기에 그의 작품에서 오히려 그러한 태도가 가감없이 드러나는 편이기 때문이

다.117) 따라서, 이 절에서는 카스트로 체제의 국가적 남성성과 작품에 나타난 

남성성의 재현 간 충돌을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사회 구조적 영향 및 반영을 짚

어내지만, 이의 원인이나 핵심을 작가 개인의 정체성에서 찾지 않는다. 푸코의 

말마따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작가가 사라지는 지점이자 카스트로 체제의 

억압과 남성 인물들의 모습 간 관계가 시사하는 사회 작용과 이로부터 발현되는 

저항성이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작품에 드러난 쿠바의 카스트로 체제라는 

시대적 상황과 더 맞닿아 있는 지점들을 재구성하고자 한다.118) 구체적으로, 작

품에서 카스트로 독재 방식이 형상화되는 방식과 인물이 저항적 행위를 벌이는 

모습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지에 천착할 것이다. 

   4.2. 카스트로와 로까들의 수행적 남성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권력 기제는 사회적 공간에서 몸이 가시적으로 표현되

는 방식을 통제하는데, 『여름의 색깔』에서는 동성애자의 몸이 전면에 드러난다. 

작품에서 특기할 점은 동성애자들이 카니발을 점차 주도하면서, 사회적 공간에

116) 김현, op. cit., p, 243. 

117) 작가의 반 카스트로적인 정치적 입장은 ‘마리엘 보트 사건’ 공식적 표지 외에도, 그의 작품

이 직접 차용하는 인물들과 주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일례로, 『여름의 색깔』의 소단원 “쿠바 

사회주의의 놀라운 7가지(Las siete maravillas del socialismo cubano)”은 쿠바 사회주의가 

가져온 비극을 주제로 다룬다.

118) 이러한 관점은 아레나스의 텍스트와 쿠바의 사회문화적 코드의 관계를 천착한 다음 논문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노동이나 국가의 의미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성정체

성, 쾌락, 놀이, 욕망 등과 같은 개념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아레나스의 픽션 작품들은 이러한 

원리들을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텍스트에 포개져있고, 정치윤리적인 자극제는 미

적인 것에 수반된다) 그러나 그의 텍스트는 국가가 옹호하고 지지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동의

하지 않는다.” 즉, 그의 텍스트는 사회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지만, 현실을 반영한

다는 기본적인 텍스트의 재현성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Brad Epps, op. cit., p.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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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들의 존재를 밝히고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로 무대를 이용한다는 것이

다. 무대를 장악한 인물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쿠바의 

국가적 남성성에 의문을 던진다. 국가적 남성성에 대한 작가의 비판은 그의 자

서전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폴 줄리안 스미스(Paul Julian Smith)는 남성 

젠더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관점이 아레나스의 

자서전에 드러나 있다고 밝힌 바 있다.119) 『여름의 색깔』에서 국가적 남성성에 

대한 작가의 의문 또한 큰 틀에서 비슷하다. 소설에서 로까 인물을 새롭게 재현

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비판적 의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과연 남성 동

성애는 여성스러운 남성만의 행동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대표적으로 카스트로의 모습에 함축된 남성

성의 지위는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캡닉에 의하면, 작가는 동

성애가 여성스러운 남성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라는 선입견을 해체하기 위

해 마초적인 남성상 또한 재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120) 이처럼 작품에서 내러

티브의 중심에 선 로까들이 보여주는 남성으로서의 모습은 쿠바의 국가적 남성

성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이 반영된 지점이다. 

   작품에 나타난 남성성의 재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로까들이 동성애자에게 

가해지는 독재의 폭력을 고발하는 방식과 여기에 대항하여 주어진 사회적 틀을 

탈피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때 개인을 ‘로까’, 즉 비정상적인 젠더로 낙인

찍도록 유도하고, 이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퍼포먼스와 관계가 깊다. 주디스 버

틀러는 둘의 관계를 젠더의 수행성, 곧 퍼포먼스성(performativity) 개념으로써 

보여주었다.121) 그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의 권위가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되

고 전승되는가라는 역학의 원리를 우리가 신체로써 반복하는 인용에서 찾았다. 

그는 여기에 대해 데리다의 논지를 이어가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본질적인 권위란 없으며, 관습적으로 반복되고 인용됨으로써 권위를 획득하게 

119) Paul Julian Smith, Vision Machines: Cinema, Literature, and Sexuality in Spain 
and Cuba 1983-93. New York: Verso, 1996, p. 75. 

120) Suzanne Kaebnick, op. cit., p. 103.

121) 이때 버틀러가 젠더의 퍼포먼스성을 처음 펼친 것은 『젠더 트러블』이 아니라 그 이전 1988

년 연극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 “수행적 행동과 젠더 구성: 현상학과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한 

에세이 (Performative Acts and Gender Constitution: An Essay in Phenomenology and 

Feminist Theory)”를 통해서 였다. 주현식에 따르면, 버틀러는 퍼포먼스를 이야기하며 연행성

에 더 치중하는 면을 보인다고 한다. 주현식, 『호모 퍼포먼스: 담론의 시대에서 퍼포먼스의 시

대로』, 연극과인간, 2019, pp. 109-114. 



73

된다. 인용이 확립되어야 권위를 얻게 된다.”122) 다시 말해, 일상에서 체현되어

야 할 젠더를 마치 연기를 수행하듯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젠더의 지위가 구성

되고 유지된다는 것이다. 결국, 수행으로 구성되는 젠더는 그 본질이 해체되고 

이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123)

   그렇다면 수행성 개념이 대체 차별받는 특정 젠더를 어떤 해방으로 이끌 것

인가라는 논박에 대한 대답으로서 그는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에서 

수행성을 정치성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으며, 젠더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자주 목격할 수 있는 다양한 거리 행진과 시위의 예시로부터 수행성의 저항적 

출현을 설명했다.124) 그는 “우발적인 형태의 행위성”125)이 필연적으로 반복되는 

재생산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힘을 발현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이 권력과 담

론 내부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일탈로부터 출현한다는 게 중요하다”126)고 강조했

다. 결국, 젠더를 수행성으로 설명하면, 몸이 재현하는 제스처나 특정한 체현에 

권력이 의도하는 의미가 재생산되더라도, 이는 개인에게 영원히 정착할 수 없다

는 가능성도 함께 발생한다. 다시 말해, 언제나 우발적으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 젠더는 권력의 신체적 규범을 재생산하면서 동시에 저항할 수도 있고, 나

아가 새롭게 트렌드를 구성할 수도 있게 된다. 

   주디스 버틀러의 주장의 기반인, 젠더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다는 관점은 아

레나스의 텍스트에서도 나타난다. 아레나스의 관점은 특히 그가 텍스트에서 사

122) 주디스 버틀러, op. cit., 2003, pp. 42-43. 버틀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언어학과 

정신분석학, 사회학 등 다양한 이론들을 인용했는데, 오스틴과 데리다가 설명한 발화의 언어적 

수행성을 우리 신체에 대한 구속이자 활용으로까지 적용했다. 그가 주장한 젠더의 수행성은 권

력과 육체의 관계를 구성주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 책 

21-22 페이지 참조. 

123) 전혜은은 버틀러가 바라보는 젠더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우리가 ‘본질’이라고 믿

고 있는 것마저도 구성됨을 보여주는 동시에 ‘구성’ 개념의 재사유를 통해 구성이 본질과 대립

되는 것이라 믿는 기존의 통념에 전환을 꾀하고자 한다” 전혜은, op. cit., p. 308.

124) 이 책에서 그는 복잡한 문체로 많은 독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수행성 개념을 다음과 명확하

게 짚고 넘어간다. “오래전에 내가 젠더는 수행적이라고 했을 때 의미한 바는 젠더가 특정한 

종류의 상연이라는 것이다. 즉 우리는 우선 지금의 젠더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

떻게, 언제 그것을 상연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상연은 바로 그 존재론의 일부이자 젠

더의 존재론적 양태를 재사유하는 한 방식이다.” 주디스 버틀러,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김응산・양효실 역, 창비, 2020, p. 89. “즉 “퀴어”

한 어떤 것, 다시 말해 인용(citational)으로서의 발화 행위라는 데리다의 설명에서 반복 가능

성이 취하고 있는 파동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종류의 퀴어성이 젠더 수행성의 중심에서 작동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탈 말이다.” Ibid., p. 92. 

125) Ibid., p. 49.

126) Idem.



74

회적으로 비정형적인 젠더를 앞세우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루이스 벡은 『여름의 

색깔』에서 중심으로 등장하는 로까라는 젠더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로까가 

표현하는 젠더는 도착적이고 왜곡된 것이자, 젠더의 전복이며, 생산성을 거부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127) 여기에서 핵심은 비정형적인 젠더, 즉 여성스러운 남

성으로서 충분히 남성스럽지 못한 이들을 재현하는 것이 이 과장된 로까들의 모

습이라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는 『습격』의 주인공의 어머니이자 독재자 

또한 남성과 여성의 중간적인 모습, 즉 사회적으로 비정형적인 젠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128)

   여기에 덧붙여, 젠더의 구분이 불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작가의 인

식은 다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름의 색깔』에서 모든 중심 인물은 로까이

거나 아니면 로까라며 조롱당하고 핍박받는데, 특정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는 다

음과 같이 묘사한다. “로까는 본인이 엄청난 동성애자(su superpajaría)라는 신

호를 보냈다.”(CV, 128)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로

까 인물들 사이에서 동성애성이라는 개념은 적확하게 개인이 가진 특정한 속성

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를 가진 성질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동성

애자로 분류될 수 있는 어떤 명징한 증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몸과 젠

더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로까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의 개인적인 삶에서 그가 벌인 저항적인 선택과 행위들 또한 버틀러의 

논지와 가깝다. 『해가 지기 전에』에 의하면, 아레나스는 정체성을 세 번 바꾼 

바 있는데, 그 중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바꾼 사건이 있었다. 카스트로는 쿠바

인들의 미국 망명을 공식적으로 허가해주었는데, 일견 너그러워보이는 이 결정

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이 의도한 이상적인 국가상에 방해가 될 것 같은 이들의 

망명만 허가한 것에 불과하다. 아레나스의 경우 동성애자였던 그를 처벌하기 위

한 정치적인 계략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이데올로기적인 반

역 및 반동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망명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

다. 그러나 정부의 허술한 절차를 이용한 아레나스는 망명 허가 심사에서 자신

을 여성적인 역할로 소개하여 가까스로 쿠바를 떠날 수 있게 된다. 그는 남들이 

보기에 혁명에 부적합한 남성상, 결국 충분히 남성스럽지 못하며 다소 여성스러

127) Lewis Vek, op. cit., p. 58.

128) Lewis Vek, op. cit., 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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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남자로 보여야 했다. 그는 특정한 신체적 제스처를 보여주며, 심리학자가 동

원된 심사장에서 자신의 여성성을 증명하는 데 성공한다. 

그곳에 도착하자 동성애자인지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렇다면 남자 

역할이냐 여자 역할이냐고 물어 후자라고 대답했다. 친구 하나는 남자 역

할이라고 대답을 해서 출국을 금지당했다. 그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쿠바 정부가 남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들은 실제적인 동성애자로 간주하

지 않았다. 그들이 내가 로까인지 아닌지 걸어 보라고 했다. 거기에는 심리

학자 여섯 명이 참관했다. 나는 시험을 통과했고, 중위가 다른 군인에게 소

리쳤다. “사람은 나한테 직접 보내.”(AQA, 400)

   이처럼 작가는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성을 동일시하는 사회적 편견을 역으로 

이용한다. 그는 자서전에서 스스로를 여성성과 연결시킨 적이 없지만, 망명하기 

위해 이 조건이 필요해지자, 자신의 걷는 모습을 꾸며내어 젠더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성성이란 걸음걸이라는 표면적이고 가변적인 특징

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 기반이 불안정한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일화로부터 특정한 젠더가 지니는 의미와 개념은 결코 완전하게 정의될 수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사회적 구성에 대

한 작가의 비판 의식은 『여름의 색깔』에서도 곧잘 드러난다. 특히, 서술자는 어

떤 인물의 행동과 고정적인 성별이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텍스트에서 

히바로잉글레사(Jibaroinglesa)129)라는 인물은 계속해서 ‘그 (혹은 그녀)’ ‘혹은 

그녀 (혹 그)”로 지칭되며, 인물의 성별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전가시킨다. 

“왜냐하면 그(혹은 네가 선호하는대로, 그녀)에게는 재능도, 우아함도, 아름다움

도 없었다.”(CV, 230) 이처럼 텍스트는 독자들이 뒤이어 읽어 나갈 서술들에 대

해 인물과 성별을 교차적으로 상상하게끔 만들며, 여기서 인물에게 고정된 성별

을 부여하지 않는 텍스트의 세계관을 관찰할 수 있다. 

   젠더의 퍼포먼스성, 곧 수행성은 소설에 나타난 로까들의 재현에서도 찾을 

129) 히바로잉글레사는 세베로 사르듀이의 소설 『저 가수들은 어디왔는가 De dónde son los 
cantantes』(1967) 소설에서 쿠바를 중국인, 흑인, 히스패닉의 인종 문화적 혼합이라고 말하는 

인물 상의 재현이다. Rosa María Díez Cobo,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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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먼저,  『여름의 색깔』에서 ‘부적합한 남성’들이 공적인 영역인 무대에 

서는 사건이 발생한다. 독재자 피포가 주관한 카니발의 메인 행사 “꿈같은 신학

적, 정치적, 철학적, 풍자적인 강연회 (La conferencia onírico-teológico-polí

tico-filosófico-satírica)”가 진행되는 와중에, 초대받지 못한 올리엔테 추레(Oli

ente Churre)라는 로까 인물의 입장문이 무려 네덜란드 여왕에 의해 대독된다. 

독재자가 의도적으로 공식적인 영역에서 배제한 인물의 의견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그보다 더 높은 여왕의 지위를 빌려 참석자들에게 전달된

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조소와 몰살로 고통받았다. 우리는 산 채로 매장당하

고, 감금되고, 불태워졌으며, 교살당하고, 총살당하고, 차별당하고, 협박당

하고, 추방당했다. 그들은 우리를 지도에서 지우려 시도해왔다. (그리고 지

금도 시도하고 있다) 과학, 정치, 그리고 종교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역

할을 맡아온 것이다. (CV, 405) 

   추레의 발언은 그간 로까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인식적으로 쿠바 사회에서 삭

제당해왔는지에 대한 고발이다. 그는 위의 인용문에서 억압의 원인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나간다. 권력과 담론이 과학, 정치, 종교와 긴밀히 결탁하여 개

인을 식별 가능한 가시적인 유형으로 분류했고, 결국 동성애자들을 지도에서 지

우려 했다는 것이다.

뒤이어 올리엔테의 발언은 기존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항대립이 불안정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먼저 다음 장면을 살펴보면, 그는 성경의 창세기

를 패러디하면서 남자와 여자로 양분된 세계관을 태초부터 재설정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우리는 천국에서 쫓겨났다. 우리가 서로 “정숙하게” 사랑해야 하는 고전적

인 성경의 한 쌍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랐기 때문이다. 사실 진짜 아담과 이브는 그들만의 하늘을 찾았기 때문

에 천상의 법을 어긴 두 남자, (한 명은 여자처럼 변장했다더라) 혹은 두 

로까, 아니면 두 여자였다. (CV,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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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올리엔테는 동성애자로서 자신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위치에 처하게 

된 원인을 성경에서 찾는다. 이때 인류가 남녀 한 쌍의 결합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존재적 위치를 근원적으로 접근한다. 아담과 이브가 두 명의 

남자였다면 그들은 낙원에 가기 위해 잠시 고통스러운 현재를 거치는 이들일 뿐

이며 사실은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올리엔테는 이처럼 남성과 

여성, 그리고 이 둘의 결합을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체계에 의문을 던지는데, 뒤

이어 자신의 현재 위치를 가리키는 말인 ‘새’를 재해석한다. ‘새’는 동성애자를 

비하적으로 지칭하는 말인데, 이때 주목할 점은 이 호명을 대하는 올리엔테의 

주도적인 태도이다. 

동성애자는 형체가 없고 고정되거나 자기만의 자리 없이 떨어져 나간 존재

이다. 동성애자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어떻게든 돌아가

기를 열망한다. 우리는 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장소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 우리는 늘 공기 중에서 기웃거린다. 새라는 우리의 조건은 완벽

하며, 우리를 그렇게 간주한 것은 정말 잘된 일이다. 우리는 늘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새들인 것이다. 공기마저도 우리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

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공기에 경계는 없다. (CV, 403, 강

조는 필자)

이처럼 올리엔테 추레는 그들을 부르는 비속어에 다른 뜻을 부여한다. 그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의 특징이 로까가 공식적으로 존재를 존중받을 수 없는 상

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한 곳에 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로까들은 어떤 경계나 한계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이로써 쿠바 사회가 남성 동성애자의 존엄성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하는 ‘새’

라는 호명은 오히려 이들이 새로운 긍정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계기로 전환된다. 

이와 비슷한 주장과 태도는 그의 자서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뉴욕에서 나는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동성애자를 새라고 부르지만 나는 

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능력이다. 하지만 나는 쿠바에서 야자나무 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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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다녔다. 날기가 쉬웠고 날 수 있다고 생각만 하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미라마르 5번가와 그 주변의 야자나무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행복에 잠긴 

채 야자나무 꼭대기보다 더 높게 날면서 모든 경치를 보는 것은 아름다웠

다.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계속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AQA, 446) 

이처럼 작가의 가치관과 유사한 올리엔테의 발언은 권력이 강제적으로 부여

한 새라는 별명을 긍정적으로 전유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먼저, 두 장면에서 공

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비하적으로 호명하는 특정한 단어가 존

재한다는 것이다. 이때 호명이라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명은 지배 계

층과 피지배 계층이 분리된 사회에서 개인이 계급 사회에 연루되는 과정을 설명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 주목한 루이 알뛰세르는 지배 계급이 어떻게 

순응하는 종속된 주체를 생산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정신분석학적으

로 접근하여 ‘호명’ 개념을 제시했다. 그가 설명한 ‘호명 테제’에 의하면, 개인을 

특정한 집단으로 명명하는 것, 즉 호명은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개

인을 이데올로기적인 사회 질서에 종속시키는 작용이다.130) 따라서 소설에서 남

성 동성애자들이 ‘새’라는 명칭을 강제적으로 부여받은 것은 지배 계층이 이들

을 국가적 남성성을 우선시하는 마초적인 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종속시켜 순응하

는 주체를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밝혔다시피,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올리엔테가 호명을 되받아치는 방법이다. 알뛰세르가 지적한 

호명에 내재한 종속 작용을 소설의 인물들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버틀러 또한 알뛰세르의 입장과 방향을 같이 하는데, 그는 나아가 권

력의 호명에 대한 대안책으로 타인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론 안에서 ‘주체’로서 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지

칭하는 것은 권력과 언어의 행위성을 고려한다면 다시금 차별적인 폭력에 노출

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131) 외부에서 배제당한 이들을 호명하는 것이란 

결국 이들을 다시 폭력의 구조에 귀속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위의 장면에

서 올리엔테의 주도적인 모습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소설에서 쿠바의 국가적 남성성의 허상을 가장 극적

130) 루이 알뛰세르, 『아미앵에서의 주장』, 김동수 역, 솔출판사, 1991, pp. 115-116.

131) 주디스 버틀러, op. cit., 2020,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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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이다. 독재자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자 행사를 중단시키려고 한다. 이때 델핀 프루스트라는 인물이 무대

에 등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긴 연설을 시작한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카테고리 중 하나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습

니다. 받아들이든지 말든지요.”(CV, 405) 그가 언급한 카테고리란 남성 동성애

자들을 분류한 것이다. 분류 기준은 표면적인 여성성의 정도로 나타난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사회적으로 가장 여성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제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갈고리형 로까’이다. 이들은 심지어 걸음걸이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한

다. “눈이 먼 거미처럼 걸어다닌다. 절망에 빠진 두더지처럼 항상 바지 지퍼를 

찾아다닌다.”(CV, 405) 특기할 점은 로까들이 모두 같은 수준의 사회적인 비난

과 억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갈고리형 로까는 가

장 억압받는 부류이지만, 대조적으로 자신의 동성애를 숨기는 “비밀스러운 로까

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누린다. 

   

저 로까는 변호사,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교수나, 청년 공산당의 군인, 회사 

간부, 공산당 원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주임 사제까지도 될 수 있다. 가끔

은 문학 잡지를 운영하거나 불가리아나 몽골로 여행도 한다. 말할 것도 없

이, 숨겨진 로까는 강경하게 자신들이 로까라는 것을 부인한다. 참 불운한 

로까인데, 자신의 본모습을 결코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CV, 406)

대비되는 두 부류의 외양과 사회적 지위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쿠바 사회에

서 남성들의 동성애는 여성성의 정도와 직결된다는 것인데, 결국 동성애가 본질

적인 것이 아니라 감출 수 있는 행동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

으로 숨겨진 진정한 정체성과 표면적인 정체성이 괴리를 빚을 수밖에 없는 독재 

사회, 곧 필연적으로 이중성을 만들어내는 사회의 매커니즘을 드러내는 것이며, 

동시에 추앙받는 이성애 중심의 남성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델핀 프루스

트는 특별한 부류의 존재를 폭로하며, 나아가 각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

들을 무대 위 화면에 띄우기까지 한다. 이 장면이 문제적인 것은 지목되는 인물

들이 성 정체성을 숨기고 사회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거나 혹은 카스트로 체

제를 신봉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테데보로(Tedevoro)라는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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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늘 레닌의 책을 들고 다닌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당국의 이데올로기 검열을 피해가지만, 결국 올리엔테에 의해 정체성이 들통나

고 만다. 이는 개인을 동성애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레닌의 저작이라는 표면적인 

상징 하나만으로도 혼란스러워질 만큼 작위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게다가 수페르첼로(Superchelo)는 쿠바에 존재하는 부가론의 종류를 되짚으

며, 사실 많은 남성 운동선수들 또한 동성애와 친밀하다고 설명한다. “복잡한 

부가론의 예시로, 라몬 스티븐슨(Ramón Stivenson)을 비롯한 거의 모든 복싱 

선수들, 카라테 선수들, 유도 선수들을 들 수 있다.”(CV, 221) 이는 쿠바 카스

트로 체제가 기반하는 이상적인 남성성을 동성애와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적이다. 당시 카스트로는 정치적 구세주 혹은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남성성의 상징에 가까웠다. 이는 카스트로가 등장하는 사진들에 그를 

둘러싼 미소 띤 여성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그의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사진 작가들은 그를 스포츠나 팀 운동을 하

는 모습으로 담아냈다.132) 스포츠를 즐기는 남성의 이미지는 카스트로의 힘을 

입어 이상적인 남성성을 체현하기 위한 필요 조건처럼 인식되었을 것이다. 단순

히 대중의 인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료에 의하면, 스포츠는 교육 시스템의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60년대 쿠바에서는 동성애가 유년기에 습

득되고 발현되는 지향성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들”에게 이상적인 스포츠라고 생각되는 야구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존재한

다.133) 따라서 수페르첼로가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특별히 지목한 것은 쿠바가 

추구하던 이상적인 남성상의 허상을 폭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로까인 델핀 프루스트와 수페르첼로 두 인물의 발표는 남성 동성애가 그저 

충분히 남성적이지 못한 남성에게만 결부시킬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보

여준다. 오히려 동성애성은 쿠바 사회의 각 층을 차지하는 평범한 이들과 이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남성다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인물들인 운동선수에게도 

나타난다. 델핀 프루스트의 첫 마디에 그의 의도가 명징하게 드러난다. “내가 

이 발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남자와 로까 사이에 차이를 두려고 하

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분명히 모든 로까는 남자고 모든 남자는 로까인데 말

132) Sandra McGee Deutsch, “Gender and Sociopolitical Change in Twentieth-Century 

Latin America”, The Hispanic American Historical Review, 71(2), 1991, p. 287.

133) Emilio Bejel, op. cit.,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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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CV, 405)” 결과적으로, 남성성의 척도로는 어떤 동성애성도 논할 수 없

다는 것을 보여준다. 

   캐리 해밀턴(Carrie Hamilton)에 따르면, 아레나스는 “동성애를 수행하거나 

숨길 수 있는 다른 방법들과 다른 수행들에 연관된 사회적, 정치적 위험성”134)

에 주목한다. 루이스 벡은 소설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남성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덧붙였다. “아레나스가 여성스러운 남성성을 찬양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개념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입거나(wear), 퍼포먼스해야 했던 것을 매우 의식하고 있었

다.”135) 이처럼 두 선행 연구는 동성애를 정치 사회적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드러내거나 숨길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것(performing)으로 파악한다. 특히 자

서전에서도 거듭 등장하는, 앞서 두 인물이 선포한 동성애 분류를 면밀하게 살

펴보면, 이 범주가 특정한 행위의 반복으로써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

표적으로, 올리엔테가 정의한 첫 번째 로까의 경우 “잠을 자지 않고, 거의 먹지 

않는다. […] 절대 그의 욕망의 대상을 찾지 않고, 찾았다고 생각할 때는 심지어 

더 절망한다. 그리고 광분하며 새로운 발견을 향해 출발한다.”(CV, 405) 또한 

이 로까는 “눈 먼 거미처럼 걷는다.”(CV, 405) 이들은 일상행위에서부터 눈에 

띄는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 가장 흔한 로까 유형에 대한 설명에도 일상적인 행

동이 함께 언급된다. “항상 플라스틱 샌들 한 짝을 산다든지 바라데로로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작은 계획들을 얘기하며 어느 솔숲 아래에서 산책하곤 한다. 흔

한 로까는 보통 어머니와 함께 살거나 「쉘부르의 우산」을 보기 위해 늘 영화관

에 간다.”(CV, 406) 버틀러의 주장을 다시금 상기시키면, 각 젠더의 양상과 그 

지위는 신체적인 행동의 반복이자 곧 수행으로써 유지되는데, 위의 인용처럼 각 

로까의 정체성 또한 반복되는 신체적 행위로 분별됨을 알 수 있다. 

   이상적인 남성상인 카스트로의 분신 격인 피포 또한 마찬가지로 그 위상을 

신체적인 인용으로써 획득한다. 소설에서 특히 독재자의 측근들은 피포를 단순

히 지위가 높은 정치적 지도자로서 경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육체에 대

해서도 찬양하는 태도를 보인다. “파울라 아만다(별명은 루이사 페르난다)와 미

겔 바르니스였다.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라. 이 둘은 피포의 가장 가까운 인물들

134) Carrie Hamilton, Sexual Revolutions in Cuba: Passion, Politics, and Memory. 
Envisioning Cuba, Chaple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2, p. 164.

135) Lewis Vek, op. cit., p. 59.



82

로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피포를 존경했다.”(CV, 257) 이 부분을 

피포와 그를 따르는 정치적 인물들의 관계를 모종의 동성애적인 관계로 엮으려

는 작가의 조롱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앞서 두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저 

상피병에 걸린 몸의 끔찍한 남색자들”(CV, 257)이라 덧붙인 것으로 보아, 물리

적인 육체에 대한 찬양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처럼, 피포의 외양은 육체에 

결함이 있거나 시련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올바른 육체상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피포가 육체를 사용하는 방식인 걸음걸이는 다른 인물이 선망

하는 대상이다. “히바로잉글레사는 달콤한 황홀감에 피포의 걷는 방법을 기억했

다. 방 전체를 두 걸음에 가로지른다.”(CV, 231) 이 인물은 피포를 경배했고, 

“그녀(혹은 그)는 당대 모든 작가들처럼, 피포를 따라했으며 몰래 에로틱한 환상

을 품고 있었다.”(CV, 231)라는 서술에 나타나듯, 독재자 피포의 행위는 모방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종사를 포함한 모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관습

이었기 때문에) 피포의 모든 포즈와 제스처를 따라하기 위해 깊은 생각에 빠졌

다.”(CV, 163) 이 인물들이 피포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자발적인지 혹은 의무

적인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뒤이어 조종사가 피포를 넋놓고 바라보

다가 엉뚱한 곳에 착지하는데, 그 순간에도 피포에게 존경을 표하는 모습으로 

보아 이들의 모방과 인용이 자발적인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피포의 행동을 모방하고 인용하는 상황의 발생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거의 정해진 관습이었는데, 바람직한 남성이자 육체상으로 나타나는 피포

의 위치와 권위는 이처럼 인용으로써 유지되는 것이다.

  4.3. 감춰진 육체 드러내기의 서사 전략

   퍼포먼스는 관객을 상정한다. 의미 없는 혼자만의 몸부림을 퍼포먼스라 부르

지는 않는다. 퍼포먼스란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자신에게 주목시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퍼포먼스란 시각

을 다루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각에 대한 문제의식은 두 

소설에도 나타난 바 있다. 공통적으로 두 소설에 재현된 독재의 방식은 대중의 

시각을 다루는 방식과 연관된다. 『여름의 색깔』의 독재자 피포는 도시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거대한 열기구를 타고 다니며,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광경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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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것에 집착한다. 또한 『습격』에서 독재자는 높은 계단 위 모두가 우러러

보아야 하는 위치에서 등장한다. 나아가 카스트로는 혁명에서 필요한 일부만 대

중들에게 공개했으며, 피포는 비록 후에 실패하지만 외부인들에게 국가의 꾸며

진 부분만 보여주려 했다. 이처럼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독재자가 대중의 시각

을 조작하는 방식의 재현을 통해 카스트로 체제의 숨겨진 이면을 드러낸다.

데이비드 마이클 레빈은 시각과 근대 사회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시각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볼 수 있는 권력, 가시화할 수 있는 권력은 곧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136) 그의 말처럼, 시각에 권력이 작용하며 이것이 근

대적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면, 결국 시각은 그 자체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

미하지 않는다. 권력이 작용하는 한 시각은 ‘보일 수 있도록 만든 것’에 해당한

다. 카스트로 독재가 시각성을 헤게모니적으로 지배하고 조작하여 대중 앞에 공

개적으로 보일 것과 숨길 것을 구분했다는 것이 아레나스의 텍스트가 담지하는 

독재에 대한 비판의 전제이다. 권력이 장악한 시각에 의해 은폐되었던 것들은 

아레나스의 텍스트에서 다시 그 모습을 보인다. 텍스트마다 전경화되는 중심 소

재는 다르다. 앞서 언급한 아레나스의 단편 소설 「에바야 울어라」에서는 쿠바에

서 금지되었던 화려하고 장식적인 옷이 퍼포먼스의 수단이었다면, 『여름의 색

깔』에서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육체가 시각의 중심이 된다. 전통적으로 소설에서 

남성의 육체는 자세하게 묘사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피터 브룩스는 남성은 

여성의 육체를 탐구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탐구나 관찰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137) 따라서 남성의 몸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동시에 이를 남성 동

성애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탐미의 대상으로 등장시킨 것은 더욱 문제적이다. 

쿠바에서 부정당한 존재들의 육체는 텍스트에서 마치 전시되는 것처럼 구체

적으로 노출되고 가시화된다. 이 작품이 바흐친의 카니발론으로 온전히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육체에서 부각되는 것

은 이들의 그로테스크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육체에 대한 찬미적이고 유미

주의적인 서술자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레나스는 “카스트로 정권 하에서 

주변적인 비참함에 처한 로까들과 복장 도착자들”138)을 복권시키는데 집중한다. 

136) 데이비드 마이클 레빈, 『모더니티와 시각의 헤게모니』, 정성철・백문임 역, 시각과언어, 

2004, p. 16,

137) 피터 브룩스, 『육체와 예술』, 이봉지・한애경 역, 문학과 지성사, 2000, p. 49.

138) Lewis Vek, op. cit.,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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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여름의 색깔』의 에피소드 “거대한 공중화장실에서” 에피소드를 

들 수 있다. 이 일화의 주인공 테데보로는 피포가 주최하는 카니발에 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는데, 시곗바늘이 제멋대로 빨리 돌아가고 물리적인 시간도 빨라

져서 초조해한다. 그러다 한 남성과 마주친다. “곱슬거리는 금발 머리에, 민첩한 

다리, 조화롭고 둥근 입체감의 존재. 그 신은 지금껏 인간의 눈으로 본 적이 없

는 지극히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 그리고 그 손 중 하나는 속옷을 향하고 있었

고 사타구니를 잡고 있었다.”(CV, 84) 신이라고 칭송받는 이 남성은 테데보로에

게 시간을 물어보고, 테데보로는 또 한번 미친듯이 돌아가는 시곗바늘을 확인한

다. 사라지는 남성을 쫓아가다 마주친 궁궐 같은 장소는 다름 아닌 공중화장실

이었다. 뒤를 쫓기 시작하면서 시계 문제는 텍스트에서 더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후 나타나는 남성 인물들의 육체는 구체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입은 옷, 직업

과 인종만 언급된다. 

   특히 소설에서 욕망의 대상이 되는 동성의 남성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인 육

체 묘사로 나타난다. 테데보로라는 인물이 동성에게 느끼는 욕망은 그의 육체에

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와 마주치자 시간은 지상의 물리 법칙

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가기 시작하는데, 이는 한 인물이 외부의 물질적

인 실체로서 야기하는 테데보로의 심적인 변화를 전달한다. 마치 카메라로 읽어

내듯 특정한 남성의 몸을 텍스트에 묘사하는 것은 남성 동성애자가 인식하는 욕

망을 물질적으로 가시화하고 그 근원을 상대방의 육체에 두는 것이다. 이로써 

남성이 동성을 향해 느끼는 욕망은 여느 관계에서 나타나는 욕망과 다름없다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특히 로까 인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서술과 묘사가 나타나

는데, 이것은 텍스트가 쿠바의 카스트로 체제를 로까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관

찰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설에서 테트리카 모페타는 쿠바에서 가장 유명한 로까인 만의 열쇠(La 

Llave del Golfo)와 만나게 되는데, 만의 열쇠의 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는 날씬하고 탄력있는 몸을 가졌고, 새카만 곱슬머리에, 구릿빛 피부와 꿀 

색깔 눈을 가졌다.”(CV, 233) 이 장면에서도 주인공이 욕망하는 대상의 육체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무엇을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지를 관장하는 것이 권력 

구조가 작동하는 원리라면, 작가는 로까라는 소외된 인물들의 시점을 복권시키

고 남성의 육체를 가시화함으로써 권력이 쥐고 있는 시각의 중심에 저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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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한편, 한 남성의 몸이 구체적으로 시각화될 때가 단순히 이 몸을 관찰

하는 주관적인 관점, 다시 말해 이 몸을 관찰하는 이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 아

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인물 개인의 성적인 욕망 

그 자체는 서술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성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은 그의 자서전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아레나스는 성이 번성하

도록 자극한 기제가 오히려 억압이었다고 말하며, 성을 사회의 억압적인 제도와 

연결한다. “쿠바에서 성적 자유를 번성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성적 억압이었

다. 정권에 대한 반항으로 동성애는 갈수록 더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

다.”(AQA, 176) 그 중에서도 특히 동성애는 독재의 억압 대상이었는데, 이것을 

회복시키고 공개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레나스가 추구하는 저항의 방식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소설에서 서술자는 ‘성관계’를 도피처이자 구원이라고 설명한다. “계속 살아

남기 위해 그 무엇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성관계는 순간적인 구원과 탈

출의 장이 되는 것”(CV, 262) 『해가 지기 전에』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으로 망

명한 이후의 내용에는 성적인 소재의 비중이 확연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자유

를 얻은 후에는 오히려 물리적인 외침이 뒤따른다. “그 당시 베네수엘라, 스웨

덴,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등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 가는 곳마다 

소리를 질렀다. 나의 외침은 나의 보물이었고 내가 가진 전부였다.”(AQA, 411) 

또한 작가가 1981년 뉴욕에서 쓴 에세이의 제목 ‘나는 소리지른다, 고로 존재한

다(Grito luego existo)’에서 외침이 작가의 존재적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쓰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설에서 남성 동성애자의 시선으로 욕망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구체

적으로 묘사되는 방식은 동성애자 개인이 사회에서 박탈당한 성적 자유를 누리

려는 장치가 아니다. 이는성적인 행위가 좌절된 에피소드들도 작품에 함께 나타

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테베보로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도 인

물의 욕망은 성취되지 않는다. 여전히 억압의 기제는 텍스트 속에서 유효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면에서는 주인공 테트리카 모페타의 일화가 나타나는데, 성이 

권력의 억압 기제를 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예시다. 주인공이 

관심을 가지는 상대방 남성에 대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특별한 아이였다. 조

화롭고 풍만한 비율과, 노란 곱슬머리, 달콤하고 우수어린 눈을 가졌고, 어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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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을 걸치고 있었다.”(CV, 172) 여기서도 서술은 마찬가지로 남성 동성애자인 

주인공의 시각을 통해 제시되며, 은폐되어 온 남성 동성애자의 육체가 생생하게 

가시화된다. 그러나 한 마리 환상 속 새(un pajaro fantástico) 같았던 남성은 

주인공의 오리발을 훔쳐 바다로 뛰어들고, 마법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는 물로 

뛰어들었고 마술처럼 사라졌다.”(CV, 174) 

주인공이 오리발을 소중하게 여긴 것은 그가 섬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남성이 사라져 버린 것은 주

인공이 섬에서의 탈출이라는 자유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시된다. 결

국, 남성을 향한 주인공의 욕망은 그가 고통받는 공간인 섬을 탈출하고 싶은 욕

망과 같다. 탈출에 대한 욕망을 오히려 성적인 요소를 빌려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이어지는 에피소드 또한 작품에 나타나는 성이 목적이 아

닌 수단이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주인공은 오리발을 훔쳐간 소년을 찾기 위해 

외국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되는 해변 곳곳을 뒤진다. 테트리카는 모든 남성들에

게 유혹의 눈빛을 보내는데, 어떤 젊은이들은 화를 내고 침을 뱉는다. 해변에서 

쫓겨난 테트리카는 바다 깊은 곳까지 수영해서 경찰관 옆에서 튀어나오며 그를 

놀라게 한다. 육체적 관계의 성취가 목적으로 보이던 그 이전의 내용은 경찰관

을 놀래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결국, 성적인 욕망의 불발

은 경찰관이라는 기율 권력의 상징에 저항하는 기회로 전환된다. 

성은 작품에서 퍼포먼스의 주제가 된다. 특히 다음의 장면에서는 마치 잠재

적인 관객을 전제한 공연처럼 묘사된다. 다음 에피소드 “레사마의 강연(La 

conferencia de Lezama)”에서 서술자 레사마는 유명한 조각상의 탄생 과정을 

두 남성의 성적인 관계로 환원한다. 고대 조각상을 탈신화화면서 동시에 두 남

성의 육체 관계를 학생들이 지켜보는 동격의 예술 작품의 위치로 격상시킨다. 

특기할 점은 이때 서술자가 계속해서 불특정 2인칭 복수에게 이들의 육체와 관

계를 관찰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관찰해라. 조각상의 고요하면서도 동시에 긴장된 이목구비를. 관찰해

라. 그의 손 아래 피의 순환을. 관찰해라. […] 관찰해라. 손톱과 귀와 헝클어

진 머리와 아직까지 팽팽한 목 근육과, 막 격렬한 운동을 끝낸 이의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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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팔들을. 관찰해라. 아직 수축해 있는 허리와 부풀어오른 유두와 헝클어

진 머리를. 다시 한번 관찰해라. (CV, 298-299, 강조는 필자)  

   두 인물의 행위를 자세하게 묘사하며 이를 관찰하라는 서술자의 명령은 위의 

장면을 두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공개적인 광경으로 탈바

꿈시킨다. 이로써 쿠바 독재 사회에서 금기시된 행위인 두 인물의 관계는 불특

정 다수에게 공개적인 퍼포먼스로 보여진다. 권력 사회가 장악한 시각에서 은폐

되었던 행위가 모두가 관찰할 수 있는 공개적인 광경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

처럼 독재가 금기시한 행위는 시각적으로 재현된다.     

   다음 장면에서 피포는 식인 상어에게 마요야(Mayoya)라는 인물을 처형하라

고 명령을 내린다. 사형은 늘 극장-아쿠아리움(Teatro-Acuarium)에서 관객으

로 모인 대중과 초대받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되는데, 식인 상어가 이

번에는 피포의 명령을 어기며 마요야를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지

켜보는 가운데 그와 친밀해 보이는 행동을 보여준다.

피포는 격노해서 얼굴 벌게졌다. 감정적인 충격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도

덕적인 충격을 받은 것이다. 감정적인 충격은 피포가 식인 상어와 늘 사랑

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고(암소한테 그랬던 것처럼), 도덕적인 충격은 그 행

동이 엄청난 정치적 반역이었기 때문이다. 초대받은 유명인사들 앞에서 범

해지는 사상적 패덕이기 때문이다. (CV, 352) 

   피포는 국가적으로 금기시했던 두 인물의 행동을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것으

로 정의한다. 독재가 조직적으로 탄압한 동성애, 외부 사회에까지 공개된 동성

애로 인해 발생한 통제 불능의 퍼포먼스는 나아가 관객들에게 실제적인 소요를 

일으킨다. 각국의 명사들이 이 장면을 오히려 즐겁게 관람하기 때문이다. 이때 

두 인물의 관계는 전시주의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전시주의는 아

레나스의 작품관을 설명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마르가리따 산체스(Margarita M 

Sánchez)에 따르면, 아레나스의 작품에 나타난 “전시주의는 완전한 성적 경험

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행동을 지켜보는 관중뿐만 아니라 독자들

에게도 스캔들로 비춰지도록, 성적인 행위는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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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139) 이처럼 이들의 성적인 행위는 누군가의 관찰을 통해 그 의미가 

완성되며, 작품에서 인물들이 저항할 수 있는 기회의 순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피지배 계급의 저항 가능성이 철저하게 차단되는 『습격』에

서는 성 또한 전면 통제된다. 저항적인 퍼포먼스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습격』에서 성은 개인이 새로운 노동력을 생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쿠바

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서는 육체에서 그 어떤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관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인공 서술자는 성을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한다. 이때

의 묘사는 『여름의 색깔』과는 대조적으로 어떤 역겨운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하

는 듯한 서술자의 감정적인 수용에 치중한다.

   

나는 인간의 형체보다 더 그로테스크한 것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눈과 혀와 가슴을 보며, 그리고 그들의 악취를 맡으며, 그들의 

침을 밟고 두려움 가득한 그들의 속삭임을 듣기까지 하며, 그들 옆에서 살아

야 한다는 것은 이미 내겐 더 이상 그로테스크한 것이 아니라, 버티기 힘들 

지경이었다. (AS, 18) 

   위의 인용에서 나타나듯, 극단적인 독재 사회에서 성은 『여름의 색깔』에서와 

달리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서술자가 이 과정을 그로테스크하

게 묘사하는 것은 사회가 성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도록 제약하기 때문

이다. 이처럼, 두 작품은 성에 대해 대조적인 인식을 보인다. 『여름의 색깔』에서 

권력 사회는 동성애를 금지하지만, 대중은 피포가 주도하는 퍼포먼스를 역이용

하여 금지된 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체제에 저항하는 양상을 보인다. 

   어떻게 퍼포먼스라는 형식이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가, 그리고 왜 남

성 동성애자는 이 형식을 재전유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퍼포먼스가 가진 

목적에서 비롯한다. 퍼포먼스는 시각에 대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집단의 시각을 

점유하고, 무엇을 대중에게 보이고 무엇을 숨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권력의 

139) Margarita M Sánchez, “El exilio y el SIDA escritos sobre un cuerpo”, Espéculo: 

Revista de Estudios Literarios, 3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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몫이다. 이것이 극적이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퍼포먼스인 것이다. 따라

서 독재자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탈취하는 것은 헤게모니적인 시각에 대한 소외

된 이들의 적극적인 저항 행위가 된다. 서술자가 작품에서 그동안 쿠바의 카스

트로체제에서 삭제당했던 이들의 육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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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여름의 색깔』에 대한 비평계의 반응은 다소 대조적이었다. 프란시스코 소토

는 “아레나스의 주요 테마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야심작”140)이라고 평가한 반면, 

호세 미겔 오비에도(José Miguel Ovideo)는 “문학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반카스트로주의의 팸플릿”141) 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이러한 대조적인 평가는 

아레나스의 텍스트에 나타난 지극히도 자명한 정치성에서 기인한다. 환상과 현

실의 경계를 정신없이 넘나드는 작품 속 사건들은 상당히 난해하고 때론 독자를 

불쾌하게 만든다. 그 와중에도 작가의 반카스트로주의적 입장과 쿠바에 대한 분

노와 환멸은 작품 전반을 관통하며, 이는 작품에서 가장 파악하기 쉬운 주요 정

서이기도 하다. 『습격』의 내용 또한 다소 괴기스러운데, 작가의 자전적 배경을 

고려하더라도 작품의 잔인한 결말이 과격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작가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이에 전적으로 기대지 

않고 그가 작품에 재현한 카스트로 이데올로기와 개인 구성원 간 충돌을 생산적

으로 읽어내려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여름의 색깔』과 『습격』의 연관성을 살펴

보고 여기에 투영된 쿠바 혁명과 카스트로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 그리고 나아

가 여기에 저항하는 인물들의 양상을 퍼포먼스의 두 가지 특징, 즉 연행성과 수

행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여름의 색깔』에서 작가가 카니발을 소재로 

택한 것은 단순히 카스트로 정권을 희화화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습격』에도 투영된 공통적인 비판 의식을 참고하면, 작가는 카니발이 카스트로

의 대외적 홍보 수단으로 전유당한 현실을 지적하며 오히려 카니발이 가진 한계

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레나스는 다시 전락한 카니발을 재전유하여 더

욱 현대적이고 구체적인 쿠바 현실에 적합하게 패러디하였다. 이때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카스트로 정권의 모습과 여기에 저항하는 소설 속 로까 인물들의 

양상이 퍼포먼스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었다. 카스트로 정권을 비롯한 쿠바

의 독재 권력 구조의 재현은 퍼포먼스의 연행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를 방해하는 로까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텍스트에 나타난 저

140) Francisco Soto, Reinaldo Arenas, in Twayne’s worlds author series, New York: 

Tawyne Publishers, 1998, p. 59.

141) Jose Miguel Oviedo, Historia de la literatura hispanoamericana: 4. De Borges al 
presente, Madrid: Alianza Editorial, 2001, p.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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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소설의 ‘남성스럽지 않은’ 인물들은 카스트로 정

권이 내세운 국가적 남성성의 허구와 환상을 폭로하기 위해 그들만의 ‘어긋난’ 

남성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양상으로 저항한다. 이러한 모습은 퍼포먼스의 

또 다른 의미인 수행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아레

나스가 두 소설에서 카스트로를 단순 고발하는 정치적 목적에 그치지 않고, 특

정 남성 인물들이 주체성을 탈환하려는 시도를 독재의 퍼포먼스적인 작동 방식

을 패러디하는 해학으로 구성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쿠바 혁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해석들과 평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작가의 망명지였던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쿠바 혁명과 카스트로 

체제에 대한 탈신화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142) 또한 아레나스의 조국인 

쿠바 내에서도 그의 작품들이 점차 수용되기 시작했다. 20세기 말 쿠바를 강타

한 사회 경제적 위기로 쿠바 내 분위기가 그 이전 세대보다는 문화적으로 덜 엄

격해지면서 기예르모 카브레라 인판테, 레이날도 아레나스, 세베로 사르듀이 같

은 망명 문학을 국가적 문학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143)

   로페스 마리아 엔카르나시온(López María Encarnación)은 아레나스의 삶

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144)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작품에 나타난, 카

스트로 정권이 은폐했던 존재들, 다시 말해 충분히 ‘남성스럽지 못한’ 인물들의 

재현은 뿌리뽑힌 작가가 자신의 존재를 사적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

이다. 그가 뛰어난 작가인 까닭은 자전적 역경을 작품에서 1인칭으로 제한하지 

142) 현재 동영상 플랫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 “조국과 삶(Patria y vida)”이라는 노래는 

쿠바 출신 여러 뮤지션들이 협업하여 쿠바의 이데올로기를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노래의 제목 

또한 카스트로의 유명한 표어 “조국 아니면 죽음 (patria o muerte)”를 상기시키는데, 그에 

등장하는 가사를 일부 살펴보면 비판이 더욱 신랄하다. “끝났어. 너의 59년(카스트로 집권 시

기 1959년을 지칭). 나의 2020(쿠바 독재 타도에 대한 많은 시위가 이루어진 시기) […] 천국

과 바라데로를 선전하지 어머니들은 떠나버린 자식들 때문에 울고 있는데. […] 다른 것을 생

각한다고 해서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기를. 누가 쿠바가 당신들것이라 그랬어 나의 쿠바는 모

든 이들의 것인데. 더 이상 거짓말은 그만. 우리는 자유를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의 설교는 

그만. 우리는 이미 조국과 죽음이 아니라 조국과 삶을 외치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의 손으로 

파괴한 우리가 꿈꾸는 것을 건설하기 시작했어.” 여기에 반박하며 쿠바 측 채널에서 “조국 아

니면 죽음 평생 동안 Patria o muerte por la vida” 노래를 발표했는데, 댓글로 달린 혹평들

을 감안하면 세계적으로 “조국과 삶”이 말하는 바에 공감하는 여론이 더욱 우세한 듯하다. 이

처럼 쿠바의 망명인과 이민자들, 그리고 이들의 후손을 중심으로 쿠바에 대한 탈신화화가 꾸준

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이 더욱 영향력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143) Seymour Menton, Caminata por la narrativa latinoamericana, Veracruz: 

Universidad Veracruzana, 2002. p. 429 

144) María Encarnación López, op. cit., 2015,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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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이를 유려하게 ‘우리’로 확장하여 독자로서 “아웃사이더의 관점에서 쿠바 

시민의 제한적인 정치 및 문화와 어우러지고, 따라해보고, 그의 (유별나고 혼란

스러운) 생애를 다시 말하거나 분석할 수 있도록”145)해주기 때문이다. 결국, 아

레나스에겐 글쓰기가 정치적 수단도, 팸플릿도 아니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카스트로와 자신을 철저히 외면한 쿠바에 대한 사적인 복수를 문학적인 공통의 

경험으로 승화시킨 결과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토록 동기가 개인적인 작가의 작

품은 기존에 존재하던 장르나 미학으로 적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여름의 색깔』은 매우 복합적인 소설이어서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 여지가 

많으나, 본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 간단한 일례로, 『여름의 

색깔』에 나타난 특정한 남성 혹은 여성 인물들의 성격화에서 발견되는 작가의 

차별적 시선을 들 수 있다. 아레나스가 로까들을 새로이 구성하고 재현한 방식

은 흥미롭지만, 동시에 다른 인물들의 양상은 다소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비

판도 가능하다. 특히 여성, 젊은 남성, 그리고 다른 인종의 재현 양상은 일부 기

존의 차별적인 사회적 시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여름의 색깔』에서 ‘여성

스러운 남성’들이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가

가 전형적이지 않은 젠더를 구현하려고 한 것은 흥미로우나, 여전히 작품에 나

타나는 여성은 님포매니악 혹은 남성을 착취하는 마녀 같은 이미지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46) 또한 흑인의 육체에 대한 찬양을 통해 흑인들의 정체

성을 신화적으로 환원시키며, 나아가 젊은 남성들을 신화화하는 전근대적인 인

식을 보여주기도 한다.147) 독재 권력의 탄압에 저항하는 텍스트의 성격을 고려

할 때, 특정 인물들의 성격화에서 엿보이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아레나스 문학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아레나스는 자서전의 마지막에 자살을 앞두고 쓴 짧은 편지를 덧붙였는데, 

145) María Encarnación López, “Reinaldo Arenas: The Spokesman of the Invisible 

Community”, in Handbook on Cuban History, Literature, and the Arts: New 
Perspectives o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Social Change, edited by Mauricio A. 

Font and Araceli Tinajero, New York: Paradigm Publishers, 2014, p. 141.

146) 특히 『여름의 색깔』의 소단원 “메를린 공작 (La condesa de merlin)”의 주인공인 메를린 

공작 부인이 마녀 이미지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147) 젊은 남성(joven)과 여성을 재현하는데 전근대적인 작가의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은 아레나

스의 단편 「아바나로의 여행 Viaje a la Habana」을 다룬 오민욱의 논문 “Supresión de 

modos de subjetividad como condición de la solidaridad homosexual: “Viaje a La 

Habana” de Reinaldo Arenas”에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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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맺었다. “쿠바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이미 그러하

다.”(AQA, 452) 이제 막 총서기직을 사임한,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이자 후임자 

라울 카스트로(Raúl Castro) 이후 쿠바는 과연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또한 그들의 정치적인 연행에 불과한 것인가는 아레나스 같

은 반-체제주의 작가들에 대한 앞으로의 태도가 방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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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men

Aspectos y características de la performance

en El color del verano y El asalto, de Reinaldo Arenas

Eunyoung Yang

Maestría en Lengua y Literatura Hispánicas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Reinaldo Arenas era un escritor cubano que no aceptaba la 

ideología de la Revolución cubana. El autor sufrió una triple 

persecución como anticastrista, anticatólico y homosexual, y 

finalmente se exilió a los Estados Unidos a través del éxodo de Mariel, 

en 1980. Sin embargo, desafortunadamente, los Estados Unidos no 

pudieron ser un sustituto para él, ya que tenía un afecto especial por 

su país natal. Al final, se suicidó en su casa de Nueva York, 7 de 

diciembre de 1990.

Entre las obras que escribió Arenas, esta tesis se centra en El 

color del verano (1999) y El asalto (2003). El color del verano

representa la situación cubana de 1990, que es el mismo período 

cuando el escritor terminaba la novela en Nueva York. El carnaval, 

aunque sea el evento más importante de la novela, no está en el 

centro de la narración. Más bien, se trata del proceso de la 

preparación de este carnaval. El asalto retrata el futuro distópico de 

Cuba y es una representación extrema de la crítica del autor al 

mundo actual. Además de que no hay identidad personal, todos los 

personajes se convierten en la fuerza de trabajo sometidos a la 

productividad y sus vidas están estrictamente controladas por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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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do.

El color del verano y El asalto están interconectadas en términos 

del contenido y ambas muestran una estructura circular. El género, la 

estructura y los contenidos de El color del verano reflejan la actitud 

del autor de utilizar la escritura como resistencia. Además, en ambas 

novelas, el autor representa la violencia de la dictadura bajo la 

palabra clave “dualidad”, y visualiza la violencia estructural a través 

del espacio de los cuerpos de los personajes.

El carnaval de El color del verano es diferente del carnaval que 

Mijaíl Bajtín propuso anteriormente. Arenas es escéptico ante el 

potencial del carnaval y señala la situación de Cuba, donde el 

carnaval se ha convertido más bien en un medio político de la 

dictadura. Según Bajtín, el carnaval y lo grotesco conforman una ética 

carnavalesca que cambia de vez en cuando. Richard Schechner 

explica que la performance comparte las características del carnaval 

bajtiniano, pero se diferencia en términos del origen de resistencia. 

Bajtín deriva el poder resistivo de la aparición de la clase baja con 

máscaras frente a la clase alta, mientras que Schechner subraya la 

tensión entre las clases para ganar el liderazgo del carnaval.

El carnaval que representa Arenas es más un espectáculo que el 

carnaval descrito por Bajtín. El autor complica la estructura del 

carnaval existente para derivar la tensión entre la clase dominante y 

la baja. La ética del carnavalismo es común en ambas novelas y el 

carnavalismo de Arenas contra el sistema castrista se asimila a una 

performance, más adaptada a la contemporánea cubana. Primero, la 

Revolución cubana de Castro y el mantenimiento del poder se asemeja 

a la performance. La aparición del poder al público representada en 

El color del verano y El asalto y el mantenimiento de la autoridad es 

como una obra de teatro, donde el público está en condiciones de 

convertirse en espectador que debe aceptar el significado diri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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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lateralmente y mostrar solo las reacciones determinadas. Esto es 

similar a la estrategia que adoptaba Castro para impresionar con su 

imagen de héroe ante el público cubano durante y después del éxito 

en la Revolución cubana. Luego, el autor muestra cómo los 

personajes obstaculizan la performance del dictador. Los diversos 

personajes o “locas a los que Castro repulsaba por no ser 

“suficientemente masculinos” se apoderan del teatro político como una 

oportunidad para exhibir su existencia, que se vieron obligados a 

ocultar. Organizan su vida en un escenario público fuera de la 

vigilancia de la dictadura, recuperan la risa de la vida cotidiana 

arrebatada por la dictadura y crean su propia actuación para resistir 

al sistema castrista. 

El castrismo, establecido sobre el éxito de la Revolución que 

carecía de verdad, necesitaba regulaciones más vinculantes sobre los 

individuos para ganar la legitimidad del poder. Castro quería que las 

personas autocensuraran las identidades y controlaran hasta cómo 

deberían verse como hombres o mujeres. Los personajes “no 

masculinos” se resisten al representar abiertamente la masculinidad 

“inapropiada” para exponer la farsa de la masculinidad nacional que 

Castro pretendía. Dichos personajes toman la iniciativa de redefinir y 

enfatizar su presencia apropiándose positivamente del término que el 

poder había creado para degradarlos.

La manera en que la hegemonía dictatorial alienta a los 

homosexuales y les pone etiquetas, como “loca” o un género anormal, 

está profundamente relacionada con la performance. Según Judith 

Butler, el estatus social de cada género se sostiene por la repetición 

corporal como una performance. En El color del verano, la clase baja 

elogia el cuerpo del dictador y repite reiteradamente sus gestos 

también, ayudando a mantener la autoridad del género hegemónico 

sin conciencia. Al mismo tiempo, los personajes “locas”, admiten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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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énero “anormativo” y lo muestran en público para torcer la 

masculinidad revolucionaria con los espectáculos sexuales que han 

sido prohibidos. 

Reinaldo Arenas no se limita a acusar a Fidel Castro con fines 

políticos, sino que compone textos con humor parodiando la actuación 

de la dictadura, cuando los personajes “locas” intentan recuperar su 

identidad. La Revolución cubana y el sistema castrista que describe 

Arenas pudieron tener éxito y mantener la autoridad a través de la 

performance. Y los personajes “locas”, alienados del espacio público 

de la dictadura cubana, obstruyeron la actuación política y de género 

de la hegemonía dictatorial para resistir y rescatar su identidad. 

Palabras claves: Reinaldo Arenas, dictadura cubana, Fidel Castro, 

teatralidad, masculinidad nacional, performatividad, Judith Bu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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