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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e artículo enfα:a el concepto de transculturación de Femando Ortiz, 
띠ncipalmente a 맹πir de su famoso libro, Controp띠1teo αJbano del 따baco 

y el æúmr(l940). Ese concepto fue p1때teado para coπegir y 킹npliar e1 
concepto de aculturación que estaba de rnoda en aque1 entonces en 10s 
Estados Unidos entre 10s antroφlogos. Y 10s estudios c띠turales prestan 
atención a este ∞ncepto después de que Ange1 Rarna 10 rescató aprecíando 
1a posibilidad de mediación entre 1a cultura 10c외 y 1a cultura cosrnopo1ita 
En rrú opi띠ón‘ otro mérito de este concepto se basa en e1 hecho de que 
desvanece 1a frontera en cuanto 려 tenitorio, r없a y gender, y, fin외mente， 

la frontera entre dos culturas enfrentadas. De aqω surge 1a necesidad de 
vincular este concepto con e1 postco10nialismo. A p따디r de la lectura 
postco1onialista de ContrapW1teo cubano del 따baco y el æαrzr， el 

postco10nialismo tendrá la posibilidad de 밍npliar su horiwnte. 

I. 들어가면서 

문화연구가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어 가는 요즈음 통문화론은 라틴아메 

리카 문화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패러다임의 하나로 주목올 받고 있 

다 주지하다시피 통문화론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82년 우루과이의 문학 

비평가 앙헬 라마가 『라틴아메리카의 서사적 통문화화』를 출간한 다음부터 

이다. 앙헬 라마는 ‘통문화화’라는 용어와 개념을 쿠바의 페르난도 오르띠스 

(1881-1%9)에게서 차용， 변형시킨 것임을 밝히고 있다 1) 오르띠스는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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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출간된 『담배와 설탕의 쿠바적 대위법』에서 처음으로 ‘통문화화’라는 용 

어를 사용했다 오르띠스는 유럽 문화와 -물론 주로 스페인 문화- 아프리카 

문화가 만나 상호 동화작용과 상호 반작용올 겪은 후에 탄생한 것이 쿠바 

문화라고 규정짓는다. 그리고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문화 전체를 통문화 개 

염에 의거해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올 개진하였다. 통문화론은 오늘 

날처럼 문화연구가 본격화되기 훨씬 전에 제기되었다는 선구자적 가치도 있 

지만 현재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현재성 중의 하나 

는 탈식민주의적 독해가 가능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본고는 주로 페르난도 오르띠스의 『담배와 설탕의 쿠바적 대위법』을 중 

심으로 통문화론에 대해 고찰하고 간단히나마 탈식민주의적 독해의 가능성 

과 필요성을 더듬어보고자 한다. 오르띠스에 대해서는 국내 연구가 거의 없 

기 때문에 2장에서는 그의 간단한 삶과 학문적 궤적올 소개하겠다. 이 글의 

사실상 본론이 될 3장에서는 통문화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담배와 설탕의 

쿠바적 대위법』이 비교 분석에 의거하면서도 이분법적 대립을 스스로 해체 

하고 여러 문화가 뒤섞이는 현상올 부각시키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마지 

막 4장에서는 통문화론과 탈식민주의의 관계를 살펴보고 통문화론이 최근 

의 탈식민주의 연구의 지평올 넓히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더듬어 

볼 것이다. 

11. 혼종의 학푼적 꽤적 

오르띠스는 1881년 아바나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한 살 때 아버지의 고국 

스페인 메노르까로 가서 그곳에서 성장하였다. 다시 아바나에 돌아온 것은 

쿠바 독립전쟁이 시작된 1앉E년으로 아바나 대학에 입학하여 독립전쟁이 끝 

나던 해인 1898년까지 볍학을 공부하였다. 이후 다시 스페인으로 건너가 바 

르셀로나와 마드리드에서 각각 법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앉)2 

년 귀국한다 얼마 후 오르띠스는 외무부에 들어가 스페인에 파견되었다가 

이내 제노바 영사로 발령을 받아 이탕리아에 부임한다. 오르띠스는 이탈리 

1) Angel Rama, Transculturacíón narratù;a en Améri∞ Iαim， México, D. F.: Siglo 
XXI, 1987, pp. 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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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서 그에게 심대한 학문적 영향을 끼친 롬브로소(Cesare 1ρmbroso)와 

페라리 (Enrico Ferrari)를 만나게 된다. 이들은 형 법 박사학위 를 받은 오르 

띠스가 학문적 지평을 범죄학과 실증주의로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였다. 오르띠스가 쿠바로 귀국한 뒤 집펼한 책으로 학문적 업적올 최초로 

인정받은 『흑인 주술사.!J (Los negros brujos, 1906)에는 그런 흔적이 역력하 

다. 롬브로소가 서문을 쓴 이 책은 실증주의식의 인종주의적 결정론 시각에 

서 쓴 일종의 범죄인류학 저서로 흑인 주술사들의 주술행위가 범죄의 온상 

이 되고 쿠바의 후진성을 낳았다고 주장한다.2) 이 시기의 오르띠스는 중심 

부에서 생산된 제국주의적 담론과 인종에 대한 편견을 철저히 답습하고 있 

었던 것이다. 사실 실증주의에 바탕을 둔 인종주의적 결정론 시각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라틴아메리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오르띠스의 경 

우 철학보다는 볍학을 통해 실증주의를 받아들였다는 점이 특이할 뿐이다. 

그러나 이후 오르띠스는 차츰 서구에 대한 정신적 식민주의를 극복하기 

시작한다. 신생독립국인 조국 쿠바의 당면과제인 국민국가 건설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면서부터이다. 오르띠스는 1916년에서 1926년 사이 자유당 소속으 

로 국회활동을 했으며， 마차도 독재정권에 대한 반정부 활동으로 1930년에 

는 망명을 떠나는 시련을 겪었고， 잠시 민주주의를 회복한 1933년 라몬 그 

라우 산 마르띤(Ramón Grau San Martín) 정권 시절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진정한 국가적 통합을 위한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오 

르띠스의 대표적인 저작인 『담배와 설탕의 쿠바적 대위법 .!J (1940)은 이런 이 

데올로기적 변신을 가장 잘 대변하는 에세이이다. 서구 문화와 아프리카 문 

화가 통문화 현상을 겪으며 새로운 문화를 창출했다는 점을 예찬하고， 이런 

쿠바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은연중에 내비치는3) 오르띠스에게서 『흑인 주 

술사』를 쓸 무렵의 제국의 공모자로서의 면모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 

2) 롬브로소와 페라리의 영향과 이 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Salvador Bueno. “Aproxirnaciones a la vida y la obra de Femando Ortiz", casa 
de las An땐"Í따s， No. 113, p. 121; F<얹lando Coro띠1 ， “Challenging colonial 
histories: αl따1 CO띠lterpoint/Ortiz ’ s counterfetishism", in Steven M. 
BeIVAlbeπ H. Le May/Leonard 0π(eds.)， Criticul theory, cultural politics αld 
Latin Anleπcun narrotive, NoσeD킹ne: University of Notre D와ne Press, 1993, 
p.66. 

3) Femando Ortiz, Contrapunteo cubano del 따띠co y el az디mr， La Habana: 
Editori려 de Ciencias Sociales, 1983, pp. 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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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르띠스에게서 실증주의적인 학문 연구방법론이 아주 사라진 것 

은 아니었다. 가령， r담배와 설탕의 쿠바적 대위법』은 담배와 셜탕에 대한 

이분법적 대비를 통해 대상올 파악하는 서구 근대의 학문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담배와 성탕의 기원에서부터 생산과정， 생산방식， 노동형태， 

경제적 • 문화적 · 사회적 영향， 소비행태， 세계체제 하에서의 전파과정 및 역 

할， 기호의 변화와의 연관성 둥둥올 정밀하게 추적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실 

증주의적 연구방법론이다. 

아이로니컬한 것은 서구의 학문연구 방법론에 철두철미했다는 점이 오히 

려 오르띠스의 독창성올 낳았다는 사실이다. 그의 독창성은 로만 델 라 깜 

빠가 “ 전기 적 · 참고서 지 의 이 종혼형 성 "(“heterogeneidad bio-bibliografica") 

이라고4) 부를 정도로 모든 것을 뒤섞어버린다는 데 있다.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수많은 학문 영역을 념나들었다. 오르띠스의 수많은 저 

술의 연구대상만 놓고 보아도 주술이나 산떼리아(Santeria) 같은 컬트 신앙 

에서부터 정치나 사회， 또는 담배와 설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마치 세상만물올 똑같은 앓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마치 인간의 이성으로 세계의 질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백과사전이라는 

‘끈대적 바이블’올 통해 계몽의 빛을 전파하리라는 백과전서파적 사명감을 

연상시킨다. 백과사전의 각 항목이 우주의 질서를 파악하는데 저마다 일정 

부분 기여하듯이， 오르띠스는 각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쿠바 현실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연구대상을 단순 취합하는 것만으로 쿠바 현실올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아니었다. 오르띠스는 『담배와 설탕의 대위 

법』 서두에서 “쿠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은 담배와 설탕이다"(“El 

tabaco y el azúcar son los personajes más impoπ킹lteS de la historia de 

Cuba")라고5) 주장하는데 이는 담배와 설탕올 연구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와 연관시킨다면 능히 쿠바의 역사를 꿰뚫어볼 수 있다는 말이 

다. 즉， 정치적 격변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주목하는 거시적 역사연 

구 방법이 아니라 미시적인 접근올 통해서도 거시적인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아날학파의 연구방법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오르띠스는 연구대상만 다변화시킨 것이 아니었다. 다양한 학문 영역을 

4) Román de la Carnpa, “Hibridez posmod많1a y transculturación: p이lticas de 
mon때e en torno a Latinoamérica", His，αUIÐ017양ica， No. 69, 1994, p. 20. 

5) Fernando Ortiz, contrr.껴뼈1I:eo æbano del 따baco y el azúαzr，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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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나들며 학제간 연구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범 

죄학이나 실증주의 외에도 인류학， 언어학， 형법， 범죄학， 심령학， 심리학， 문 

학 비평과 창작， 민속， 음악 등 다방면에 걸쳐 관심을 가졌으며， 이와 관련된 

저술을 남겼다. 또한 마르크스나 뒤르캠 파리를 중심으로 한 아방가르드 운 

동과 쿠바의 아방가르드 잡지 『전진~(Avnace)의 활동， 슈팽글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정치에도 관심이 많아 소비에트 혁명이 

나 파시즘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담배와 설탕의 쿠바적 대위 

법』만 놓고 보아도 오르띠스가 얼마나 다채로운 영역을 넘나들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은 오르띠스가 미국의 문화인류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문화변용콘에 대한 대항 개념을 정 립하려는 목적에서 썼다. 책의 서문 

에서 그와의 지적 교류를 언급하는 말리노프스키는 인류학 분야에서 문화의 

본질적이고 정태적인 측면보다 관계， 작용， 발생， 변동 등의 동적인 측면을 

중시 한 기 능주의 (funcionalismo) 학파를 개 척 한 사람이 다. 이 런 점들은 오르 

띠스가 당대 인류학의 흐름에 조예가 깊었다는 반증이다. 또한 『담배와 설탕 

의 쿠바적 대위법』은 마르크스나 뛰르캠의 연구방법론을 문화연구와 접목시 

키려한 시도이기도 하다. 물론 오르띠스가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게 된 것은 

당시의 학풍 탓일 것이다 분과학문적 체계에 기초한 오늘날의 학풍과는 달 

리 당시에는 폭넓은 인문적 소양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르띠스처 

럼 극히 이질적인 성격의 학문들까지 두루 섭렵한 예는 당시로서도 드물었 

다. 비슷한 시기에 문화서를 쓴 빼드로 엔리께스 우레냐(P，어ro Henriquez 

Ureña)나 마리아노 삐본 살라스(Mariano Picón Salas) 등이 인문학적 방법 

론에만 국한된 푼화연구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르띠스는 분명 이질적 

인 방법론을 문화연구에 도입한 셈이다. 

오르띠스는 그러면서도 그 어떠한 연구방법론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 

으려 했다~흑언 주술사』에서 『담배와 설탕의 쿠바적 대위법』에 이르는 과 

정에서 이분법적이고 실증주의적이며 백과전서파적인 연구방법은 유지하면 

서 제국주의적인 시각은 배제하려고 애썼다는 점이 좋은 예이다~담배와 

설탕의 쿠바적 대위법』에서 마르크스나 뒤르캠의 연구방법론을 염두에 두 

게 된 것도 연구대상에 다각도로 접근하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그들의 연구 

방법을 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은 아니었다. 결국 너무도 계몽주의적 사 

명감이 투철하여 특정 연구방법론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연구방법론올 뒤섞 

는 태도가 서구 사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낳은 셈이며， 쿠바 현실에 맞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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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라는 범주를 설정할 수 있었던 독창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독창 

성 덕분에 오늘날 통문화 이론이 다시 복원되고， 문화연구가 오늘날처럼 하 

나의 분과학문으로 자리 잡기 이전에도 『담배와 설탕의 쿠바적 대위볍』가 

미국 여러 대학의 수업에서 꾸준히 다루어지지 않았나 싶다.6) 

ID. 통푼화론과 문화변용론 

『닦배와 설탕의 쿠바적 대위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l부는 

전체의 약 1/5 정도의 분량에 불과한데 언뜻 보면 마치 한 편의 에세이를 

쓴 것 같은 느낌을 준다~가연지서~ (Libro de buen 하nor)를 패러디하여 쿠 

바 역사를 “담배씨와 설탕부인의 싸움"(“Pelea de don Tabaco y doηa 

Azú뎌r")이라고7) 정의하며 서두를 열고 있으며， 때로는 돈후안， 돈키호테， 

산초， 파우스트 동을 언급하기도 하는 등S) 문학적 상상력을 유감없이 발휘 

하고 있다. 담배와 설탕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역사적 배경 때문 

이다. 담배와 설탕은 신대륙 발견의 산물， 즉 두 문화의 만남과 불가분의 관 

계를 가지고 있다. 오르띠스가 적고 있듯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l 

차 항해를 마치고 스페인으로 돌아가면서 최초로 담배를 유럽에 소개했으 

며.2차 항해 때는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를 신대륙에 전해주었다. 쿠바 문 

화가 두 문화의 만남으로 탄생한 새로운 문화라고 주장하는 오르띠스로서는 

담배와 설탕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남달랐올 것이다. 

그러나 문학적 상상력이 감미롭게 발휘되었다고는 하지만 1부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실증적인 비교분석이다 제목에 어째서 ‘대위법’이라는 말이 

들어갔는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철두철미한 이분법적 대비에 의 

존하고 있다. 꼬로닐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담배와 설탕은 다음과 같이 대 

6) 오르띠스의 삶과 지적인 궤적 혹은 그의 다방면에 걸친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을 참조하기 바란다 Salvador Bueno, Op. cit, pp. 119-128; Arcadio Díaz
Q버디.ones， “Fernand.o 0πiz y Allan Kar아~: transITÚgración y transcu1turación", 
Latin American Literaη Review, Pittsburgh, pp. 70-71; Juli.o l.e Riveπ쳐n， 

“Ortiz y sus c.ontrapu따X)s" ， en F，밍T펴nφ Ortiz, Op. cit, pp. V-XXIX. 
7) Fernando Ortiz, Op. cit., p. 2 
8) lbid. ,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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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된다.9) 

담배 절당 

토착적 외래적 

어두운색 밝은색 

야생적 문명적 

개성적 일반적 

남성적 여성적 

장인([lÍ A) 대량생산 

계절적 시간 기계적 시간 

개인적 생산관계 협동적 생산관계 

자，여 。노 。 5←ξ~ {j그 

중산층 형성 계급갈등 유발 

토착 자유주의를 대표 λ페인 절대주의 옹호 

국가독립의 상정 외세 개입 

세계 전체가 시장 미국이 시장 

위의 대비에 대해 오르띠스가 어떻게 논지를 전개시키는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자. 우선 설당의 원료인 사탕수수와 담배를 재배하는 데에는 어떤 인 

종이 노동력으로 투입되는가부터 차이가 났다. 사탕수수 재배는 주로 흑인 

노예에 의해 이루어졌고 담배 재배는 주로 카나리아 제도에서 이주한 스페 

인인과 그 후손인 끄리오요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탕수수 경작은 일시에 대 

규모 노동력이 펼요하고 그 시기에 강도 높은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담배는 재배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극도의 숙련도와 

세심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인이 직접 챙겨야할 필요가 컸기 때문이다. 노 

예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로 인해 사탕수수 재배는 대농장(estancia) 단위로 

이루어졌고， 담배 재배는 소농 내지 중농 단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농장 

주와 소농장주들은 스페인인 혹은 끄리오요이면서도 정복 직후부터 펼연적 

으로 갈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가령 1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 l차 독립 

전쟁(1앉)8-1878) 기간 중에 식민시대의 기득권층인 대농장주들은 독립을 원 

9) Femando Coronil, Op. cit., pp.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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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많이 누리지 못한 소농이나 중농 출 

신 중에서는 독립군 장군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대농장주들과 소농장주들의 

갈등에는 지역 간 갈둥도 작용했다. 사탕수수 재배는 서부에 위치한 수도 

아바나와 그 인근 주에 집중되어 있었다. 아바나가 행정과 무역 그리고 본 

국과의 교통의 중심지이라 아무래도 대농장주들이 아바나를 중심으로 정착 

했기 때문이다. 반면 대농장주들에 비해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약자였던 

담배 재배자들은 중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오리엔떼 

(Oriente)라 부르는 동부 지방에 주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지리적 

분리가 고착화되어 중앙과 동부 지방의 지역 갈등이 심화되었다. 사탕수수 

와 담배는 각각 외세와 민족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생산에는 대토지， 대규모 노동력， 기계화된 제당공장， 철도 등등 대규모 자 

본을 요하였기 때문에 끄리오요 대지주들로서도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도입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설탕 산업이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인식이 퍼진 후 

에는 외국 자본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게다가 쿠바 셜탕의 주 수입국이 미 

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상 설탕 가격올 좌지우지했다. 반면 담배는 설 

탕과는 달리 비교적 외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수출시장이 다변화되 

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농장과 가내수공업 위주여서， 적어도 담배 산엽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기계화되기 시작한 19세기 말 이전까지는 외국 자본에 

의폰할 펼요가 없었다. 이런 비교를 통해 오르띠스는 “담배는 설탕보다 언 

제나 더 쿠바적이었다"(“EI tabaco ha sido siempre más cubano que el 
잃úcar")라고 단언하기까지 한다 10) 

그렇지만 담배와 설탕의 이분법적 틀을 유지해 양자의 차이점을 부각시키 

는 것이 오르띠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래서 1부를 마무리지면서 ‘담 

배씨와 설탕부인의 싸웅’이 쿠바 사회에서 근본적인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았 

다고 말한다 11) 오르띠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담배와 설탕， 나아가 토착문화 

와 외래문화가 뚜렷이 대비되면서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문화적 상호작용 

을 야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오르띠스가 도입한 개념이 바 

로 통문화화이다 r담배와 설탕의 쿠바적 대위법.!l 2부에서 오르띠스는 처음 

으로 통문화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정의하려 하였다 그렇지만 2부는 

10) Femadno Ortiz, Op. cit., p. 52 
11) Ibid.,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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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대부분의 지면을 담배와 설탕에 대한 개별적인 역사적 · 사회적 · 문화 

적 고찰을 하는데 할애할 뿐， 통문화화 현상에 대한 이론적 정 립은 “통문화 

화라는 사회적 현상과 쿠바에서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않I fenómeno soci머 

de la transculturación y de su importancia en Cuba")라는 제목의 2부 H장 

에 국한되어 있다.2부 I장이 그저 차후 내용에 대한 간단한 언급과 소목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H장은 실질적으로 2부의 서론이다. 이 H장이 바로 앙 

헬 라마를 펼두로 많은 문화연구가들이 주로 인용하고 차용했으며 이론적 수 

정을 가한 대목이다 그러나 U장 역시 아주 짧은 분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담배와 설탕의 쿠바적 대위법』를 통문화화 현상의 실증적인 연구서로 볼 수 

는 있어도 통문화론의 이론서로 보기는 힘들다. 

어 쨌든 2부 II장에 나타난 통문화론의 골자를 보면 쿠바의 문화는 이주자 

들이 자신의 뿌리가 되는 문화와 어느 정도 단절되는 경험을 하고， 이주지 

의 환경 속에서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새로운 문화이다 12) 

오르띠스는 각각의 단계를 탈문화화(desc버turación) , 신문화화(neoc버turación)， 

통문화화라고 지칭했다. 문화 간 혼합을 논한다는 점에서 언뜻 보면 1920, 

30년대부터 멕시코와 페루를 중심으로 유행한 혼혈(mestizaje) 이론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그러나 ‘- 너머’라는 뜻을 지닌 ‘trans-’라는 접두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오르띠스가 스페인 정복 이전의 원 

주민 부족들 간의 통문화화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는 있지만， ‘trans-’란 

용어를 선택한 것은 정복 직후 토착문화가 사라지고 바다를 건너온 백인과 

흑인 두 이주민 집단이 정착해서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킨 쿠 

바적 현실을 다분히 염두에 둔 것이다 

오르띠스가 통문화화라는 신조어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1930년대 미국에 

서 유행한 인류학 학설의 하나인 문화변용(acc띠따ation)론이 쿠바 문화의 

특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르띠스에 따르면 문 

화변용은 ‘새로운 문화의 습득’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화 간 혼합의 필연적 

인 단계인 부분적 탈문화화(p따ci머 desculturación)나 새로운 문화 현상이 

창출되는 신문화화 단계는 포괄하지 못한다 13) 그런데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과학에 커다란 영향을 준 문화변용론의 진정한 문제점은 오르띠스의 지 

12) Ibid., p. 90. 
1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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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처럼 단지 문화 변화를 셜명하기에 너무 이론적 폭이 좁다는 점이 아니었 

다. 문화변용론은 ‘발전된’ 문화가 그렇지 못한 문화에 영향을 주어 변화시 

킨다는 서구우월주의적 전제를 깔고 있었다.14) 결국 ‘문화변용’은 문화의 변 

화를 뜻하기보다 문화의 상실을 의미하는 셈이었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1세대 인류학자라 할 수 있는 호세 마리아 아르게다스 같은 이는 “나 

는 문화변용자가 아닙 니 다"(“No 잉y un a때turado")라고 말하며 문화변용 

론을 극복하는 것을 자신의 인류학 작업의 평생의 과제 중 하나로 삼았을 

정도였다 15) 

오르띠스가 신조어를 썼다는 사실이나， 이를 바탕으로 확장된 개념을 선 

보였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 래적 요소와 토착적 요소의 본질적 인 

특정보다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발 

전된 문화’가 그렇지 않은 문화에게 영향올 주고 종국에는 후자가 사라지게 

된다는 문화변용론의 주장은 설자리를 잃는다. 결국 오르띠스는 문화변용론 

의 계서적 이항대립을 해체하고 있는 셈이다. 그 해체 전략의 일환으로 오 

르띠스는 담배와 설탕의 이분법적 비교를 수행하면서도 토착적 요소와 외 래 

적 요소가 뒤섞여왔다는 점올 끊임없이 시사한다. 가령 담배와 설탕올 각각 

민족과 외세의 상정으로 규정하지만 콜럼버스로 인해 담배가 바다를 횡단해 

유럽으로 건너가고 사탕수수가 쿠바로 건너왔다는 점을 이야기할 때， 오르 

띠스는 민족파 외세의 영토적 경계가 이미 허물어졌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 

다. 더욱이 영토적으로 뒤섞이는 이런 현상은 쿠바 역사에서 계속 진행되어 

온 일이었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은 쿠바에서 담배 종자를 구해 갔으며， 쿠 

바인들은 품질 좋은 사탕수수 품종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왔으니 영토적으 

로 외세와 민족을 격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16) 쿠바에서 토착 작물 

인 담배를 백인이 재배하고 외 래 작물인 사탕수수 재배에 대규모 흑인 노예 

가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때 토착적 요소와 외래적 요소의 인종적 경 

계도 무너진다. 담배를 남성의 상정으로 그리고 달콤한 셜탕을 여성의 상징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17) 젠더에 입각한 위계질서를 논하는 듯하지만， 담배 

14) Silverio Muñoz, José Marb Arguedas y el mito de la 잉lvaci{n por la αdturn， 

Lima: Editorial Horiwnte, 1987, p. 48 
15) Josξ Marla Argu어as， “No soy un ac띠turado" ， Qμt띠u y Pueblo, No. 15-16, p. 3. 
16) Femando Ortiz, Op. cit. , p. 23 ‘ 

17) lbid. , pp.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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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는 프롤레타리아 여성 계층이 형성된 반면 사탕수수 재배에서 설탕 

생산에 이르는 생산과정은 남성 노동력이 주로 투입된다는 사실올 지적하면 

서 18) 젠더의 경계도 무너뜨린다. 

영토와 인종과 젠더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펼연적으로 문화가 뒤섞여 

새로운 문화가 생겨난다. 그 새로운 문화 역시 항구불변한 것은 아니다. 다 

른 문화와 접촉을 하고 다시 뒤섞여 또 다른 문화로 변화되어갈 것이기 때 

문이다. 다이키리라는 사탕수수 음료는 쿠바적 요소와 외래적 요소의 이항 

적 대비가 끊임없이 해체되면서 문화가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쿠바에서는 예로부터 사탕수수주(酒)로 만든 그 라테일 음료는 대중적 

이었다. “반 첩 정도의 사탕수수주 상당량， 설탕， 물 약간에 좋은 풀 몇 줄 

기와 레몬 한 조각을 곁들였다. 쿠바의 럼과 네덜란드의 진으로 대체될 무 

렵인 1800 몇 년까지 사람들은 드레이크를 마셨다." [ ... ] 레몬의 미덕을 

이용한， 렴과 다이키리의 선조가 되는 그 음료는 쿠바 통부해안을 약탈한 

저 대답하기 이를 데 없는 영국인 뱃사람 때문에 드레이크라고 불렀다. 드 

레이크(Francis 바없e)는 스페인 역사에서는 ‘위대한 해적’으로， 영국인들 

의 역사에서는 ‘위대한 제독’으로 통한다. [ ... ] 이후 그 음료는 다이키리로 

대체되었다. 이 역시 사탕수수주 즉 럽과 레몬， 설탕으로 만들어졌다. 이 

각테일 음료는 1898년 산띠아고데꾸바(Santiago de Cuba) 작전이 펼쳐지 

는 옹안 미국 해군과 군인들의 눈에 띄었다. 그들은 다이키리(Daiq버ri)라 

는 이름으로 그 음료를 널리 퍼뜨렸다. 바로 그들이 상륙해서 그 음료를 

마신 항구의 이름이었다 19) 

일반적으로 쿠바의 고유한 음료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다이키리가 사실은 

이처럼 여러 나라의 재료가 뒤섞여 만들어졌으며， 기호의 변화나 재료의 변 

천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옹 음료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료문화의 탄 

생은 네덜란드의 서인도제도 진출， 드레이크나 미국 군인들의 침입 등등의 

영토적 겹침에서 비롯되었다. 그 영토적 겹침의 기억은 너무나도 생생한 것 

18) Ibid., p. 71. 
19) Ibid.,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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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쿠바 음료문화를 대표하는 음료이면서도 영국 해적의 이름을 따 드레 

이크라고 부르거나 미국 군인들이 상륙한 지명을 따셔 다이키리라고 불렀 

다. 이름부터가 쿠바의 대중적 음료라는 정체성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지만 

오르띠스는 이런 점올 아쉬워하지 않는다. 고정된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문화의 혼종이야말로 그가 주장하는 통문화화 현상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담배와 설탕의 쿠바적 대위법』이 쿠바 문화가 통문화화된 문화라는 것 

올 캉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면， 오르띠스의 또 하나의 명 저인 『쿠바 민속에 

서의 흑인들의 춤과 연극JJ (Los bailes y el teatro de los negros en el 

folklore de αÚXl， 1951)은 아프리카 문화가 쿠바 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고 해서 통문화론을 폐 

기한 것은 아나다. 단지 식민지배자가 차지하고 있던 권력을 독립 후에 상 

당부분 이양받은 끄리오요 과두계충이 여전히 쳐놓고 있던 인종적 • 계급 

적 · 문화적 장벽올 넘어 아프리카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쿠바에서 진행된 

통문화화 현상을 입증하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했을 따름이다. 

IV. 통문화론과 활식민주의 

통문화론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르띠스의 비판자들은 무엇 

보다도 통문화론이 문화 간 갈퉁보다 융합에 초점을 맞춘 혼혈(mes디zaje) 

이론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 이는 지배문화에 말살될 위험에 늘 노출 

되어 있는 피지배문화의 현실 혹은 지배문화에 대한 피지배문화의 저항 가 

능성 등을 간과하고 었다는 비판이다 마르띤 라인하드가 이런 입장에서 오 

르띠스를 비판한 대표적인 비평가이며，20) 이런 비판은 앙헬 라마의 통문화 

론에 대한 안또니오 꼬르네호 뿔라르의 비판과21)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심 

20) Antonio F，하벼ndez Férrer, “La olla pπ찌i밍osa: sobre el con∞pto de 
transculturoci6n en Femando Ortiz y Angel Rama como aportaαón para el 
estudio de la dicotomia universalismo-localismo en la literatura 
hisp뻐얘mericana"， en Cannen de Mora(ed.), Diversick띠 sαioc띠tural en la 
líterotura his.αwxuneria:zm( síglo XX) , Sevilla: Universidad de Sevilla, 1995, 
pp. 1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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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하위주체연구 혹은 호미 바바나 가르시아 깡끌리니류의 혼종문화론에 

대한 대안의 문화담론으로 통문화론을 수용하고 시도한22) 존 크라니어스커 

스(John Kraniauskas)조차도 통문화론 역시 부분적으로는 인종주의， 발전주 

의， 민족적 인민주의 등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정) 오르띠 

스에 대한 이런 비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1920, 3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 유행한 혼혈 이론이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당면과제가 낳은 문 

화 담론이었던 것처럼， 통문화론 역시 이와 유사한 현실， 즉 신생독립국가인 

쿠바의 국가적 똥합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문화 담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띠스의 통문화론과 『담배와 설탕의 쿠바적 대위 

법』은 현재성을 획득하고 있다. 가령， 하위주체， 증언서사， 탈식민주의 등의 

관점에서 주목을 받은 『도망치 노예의 전기~ (Biografía de un cim머Tón， 

1980)를 쓴 미겔 바르넷CMiguel Bamet)은 서구 문화에 대한 쿠바 문화의 

‘차이’를 주장하기 위해 오르띠스의 통문화론을 이용하고 있다.경) 이는 통문 

화론의 현재성이， 최근의 화두인 문화연구와 탈식민주의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관해 에드워 

드 사이드의 주장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이드는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직접적인 식민지배가 끝난 뒤에도 제국주의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치적 · 

이념적 · 경제적 · 사회적 실천에서 여전히 과거의 식민지를 강력하게 지배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25)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르띠스의 통문화론은 

문화변용론을 통한 제국주의의 문화적 신탁통치를 극복하려는 탈식민주의 

문화 담론인 것이다. 

탈식민주의와의 관계망 속에서 통문화론을 고찰하면 오르띠스의 작업은 

확실히 선구적인 측면이 있다. 우선 통문화론은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21) Antonio Comejo Polar, “Una heterogeneidad no dialéctica: sujeto y discurso 
migrantes en el Perú modemo", Revis따 IbenαuneriCJ1l1{1， Vol. LXII, No. 176-
177, 19!Xì, p. 841. 

22) 존 크라니어스커스 r번역과 문화횡단 작업 J ， 김소영/강내희 역~흔적~， No. 1, 
2001, p. 316. 

23) Ibid., p. 323. 
24) Sabine Hofmann, “Transcu1turation 뻐d cre이ization: concepts of carib밟an 

cultural theorγ" in Richard A. Young(ed.) l.atin Ameriwn postmDdemisms, 
Amsterdam: Rodopi, 1997, pp. 79•% 

25) 에드워드 사이드 r문화와 제국주의~， 김성곤/정정호 역， 창， 1앉)5， pp.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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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영토， 젠더의 문제를 이미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다. 오늘날의 탈식민 

주의 이론들의 관섬사를 이미 투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통문화론은 

탈식민주의의 기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네그리뛰드 운동보다 불과 몇 년 후 

에 제기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네그리뛰드 운동의 이론적 오류를 되풀이하 

지 않고 있다. 1934년 파리에서 일어난 네그리뛰드 운동은 두 가지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전 세계 흑인들이 동질적이며 식민지배 이전의 토착문화가 

서구문화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원해야 한다는 전제이다. 이런 

전제는 혼혈문화론을 주장한 루이스 알베르또 산체스(L띠s A1berto 

S삶lchez)나 코스모폴리티즘과 토착문화의 결합 가능성을 모색한 호세 까를 

로스 마리아떼기(José C와10s Mariãteg버)가 등장하기 이전의 안데스 인디 

헤니스모(in이g얹피smo)에서도 나타나는 전제들이다. 그런데 이런 인식은 첫 

째， 정체성을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문화 간 상호영향에 따른 역 

동적 문화 변천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본질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 

서구문화와 토착문화의 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토착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섬어줄 수 있올지는 몰라도 서구중심주의의 계서적 이분법을 재생산하는 오 

류를 범한다. 1잊)()년대에 이르러 네그리뛰드 운통의 이러한 오류들은 거센 

비판을 받았다 26) 그러나 오르띠스의 통문화론은 탈문화화， 신문화화， 통문 

화화 같은 역동적인 문화변천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네그리뛰드 운동이 빠진 

본질주의의 오류를 피해갔다 또한 담배와 설탕의 끊임없는 이분법적 대비 

를 시도하면서도， 영토， 인종， 젠더 동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문화 

가 탄생하는 과정도 추적함으로써 계서적 이분법의 재생산을 경계했다. 통 

문화론이 네그리뛰드 운동보다 더 현재성이 있는 탈식민주의 담론이며 선구 

적이라는 점은 비교적 최근 카리브 해 국가들올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가 되 

고 있는 크레올화(creo1ization)론이 유사한 주장을 한다는 점을 통해서도 느 

낄 수 있다. 크레올화론의 목표 중 하나는 바로 네그리뛰드 운동의 본질주 

의와 계서적 이분법의 재생산올 극복하는 것이다. 또한 크레올화론은 문화 

띄 뒤섞임 현상이야말로 차리브 해 문화의 고유한 특정이라고 주장한다 27) 

통문화론의 탈식민주의적 독해가 펼요한 이유는 비단 그 선구자적 가치 

26) J Michael Dash, “Marvellous realism -The way out of négritude" , Caribb었1 
Studies, V이 XIll, No. 4, pp. 58-59. 

27) 통문화론과 크레올화 담론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Sabine 
Hofmann, Op. cit., pp. 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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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만은 아니다. 통문화론의 존재는 영어권이나 불어권 탈식민주의 연구가 

들의 편견을 극복할 전거가 될 수 있다. 영어권과 불어권에서는 일반적으로 

탈식민주의 연구까 2차 세계대전올 기점으로 태동하였다고 본다. 이는 영어 

권과 불어권의 식민지 대다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해서 식민주의 

에 대한 검토릅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바트 무어-길버E에 따르면 ‘탈식민’이라는 용어 자체도 1970년대 초반의 

정치 이론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에게서 독립한 국가들의 상황 

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한다쩍) 인도의 독립(1947)으로 촉발된 식 

민주의에 대한 검토가 제3세계론으로 발전하였고 바로 이 제3세계론을 통 

해 라틴아메리카또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탈식민주의 논의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의 종결파 수많은 식민지의 독립이 중요한 기점이 된다는 점은 부 

인하기 힘들다. 고러나 통문화론의 존재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탈식민주 

의 논의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리고 나아가 19세기 

초에 독립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오랜 신식민주의적 경험과 이 

에 대한 저항이 탈식민주의 연구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올 시사한다.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탈식민주의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일은 또한 최 

근 심화되고 있는 탈식민주의 논의의 이론적 편향성을 극복하는 단초를 마 

련해준다. 오늘날의 탈식민주의 논의는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 

(1978)을 발간한 이래 사이드， 바바， 스피박올 필두로 하여 진행되었다. 그런 

데 이들의 탈식민주의가 포스트모더니즘처럼 주로 프랑스의 해체주의나 탈 

구조주의 등 중심부에서 생성된 담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탈식 

민주의가 급진적이고 해방적인 형태의 문화적 실천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 

즘과 마찬가지로 서구 헤게모니의 강화에 공포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 

다. 그래서 사이드를 기점으로 탈식민주의 비평과 탈식민주의 이론을 나누 

고， 전자의 경우처럼 프란츠 파농을 위시해 제3세계적인 상황에 좀더 충실 

한 탈식민주의적 인식을 사이드 이후의 탈식민주의 이론과 대등한 위치로 

격상시킨 바트 무어-길버트(Bart M∞re-Gilbeπ)의 시도가 주목을 끄는 것 

이다.29) 소위 성삼위라고 불리는 사이드， 바바， 스피박 등이 탈식민주의의 

이론적 기반올 확립함으로써 탈식민주의 연구를 활성화시킨 공로를 간과할 

28) 바트 무어-길버트 r탈식민주의 1 저항에서 유희로~， 이경원 역， 한길사， 2001, p 

54. 
29) 이경원 r저항인가， 유희인가?: 탈식민주의의 반성과 전망J ， pp. 754-756 



196 01 얘톨야애"，('1 tJfl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문화론의 존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탈식민 

주의는 ‘성삼위’의 이론 이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탈식민주의 이론 

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식민경험이나 탈식민적 실천율 논하는 것은 또 다른 

문화적 종속에 빠지는 일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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