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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농촌빠서 꼼빠드라스고의 구조와 역할1) 

김셰건* 

본 연구는 멕시코 한 농촌인 산 안드레스 더| 라깔에서 꼼빠드라스고가 어떻 

게 형섬되고， 어떤 구조 및 특징을 지니며 1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고 

한다 

산 안드레스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농촌 지역은 가족 중심의 사회로 공식 

적인 어떤 친척조직도 형성하지 않는다 이는 식민지으10단률이다 즉 가족과 

친척을 기본 사회구조로 한 깔뿔리는 정복 과정에서 토지 듬으] 물적 토대를 상 

실하였다 정복이후 가족 · 친척관계는 개인들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 

한 기본 요소로 일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지만 종족과 같은 규범화된 저|도 

와 조직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 1를 보완 · 대체하는 것이 쁨빠드라스고이 

다 핍빠드라스끄는 스페믿파 라E 아메리카의 혼합(mestizaJe)의 결파로 사 

회 · 문호찍 환겸파 부딪치면서 형짙 · 변화도J어 온 역사적 산물이고， 또한 지 

금도변화하끄있다. 

식민지 초기의 꼼빠드라스고는 서구의 카톨릭 국7f에서처럼 세례， 건진려1. 

성체， 결혼메서 대부자 관계를 축으로 한 의려적 후원관계가 중심율 이루었다. 

그러나 점차 식민지 후반으로 오면서 사람 외에 성상 등을 1:1 1롯한 물체들을 핍 

뼈드라스고 체계메 포함시키면서 대부자 관계보다는 대부모 관계가 중요시되 

는 라틴 아메리카적 독특섬을 훌획득하기 시작하였다 핍빠드라스고는 단순히 

원주믿 친척관계률 대신하는 의사친척관계의 한 종류에 머물기보다는 친척，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1) 유익한 논평올 해주신 주종태， 홍석준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들깨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위원들의 지적올 존중하여 본 논문올 수정 · 보완했음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미홉한 면이 많숨니다. 추후 이 점들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 

가도록하겠슐니다. 



4 김세건 

우정， 정치 · 경제적 연망이 적절하게 포함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 관계망을 형 

성한다. 결국 꼼빠드라스고는 개인， 가족 나아가 공동체 사이에서 공식적 i 으1 

례적. 사회적 관계롤 가능하게 하는 통합과 분리의 메커니즘으로 라틴 아메리 

카 사회와 문호}의 핵심인 것이다‘ 

핵심어- 깔뿔리 (Caψu川)， 꼼빠드라스고(Compadrazgo) , 대부자 관계 

(padrino-ahijado dyad) , 대부모관계 (compadres-compadres dyad) , 통합 

파 분리의 메커니즘(mechanism of intergration and separation) 

1. 들어가며 

멕시코 중부에 위치한 모렐로스 (Morelos) 주의 떼뽀스뜰란 

(1농poztlán) 무니시삐오(municipio， 한국의 군(君)에 해당)의 산 안드 

레스 데 라 깔(San Andrés de la Cal , 이하 산 안드레스)에 들어온 지 

반 년이 지난 1996년 6월 무렵，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다가 잠시 쉬 

기 위하여 첼리 (Cheli)의 가게 들렀다. 가게는 작지만 첼리 또래의 동 

네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노는 사랑방과 같은 곳이었다. 또한 나도 

종종 들러 청년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대학생인 첼리에게 조사과정에 

서 생기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오늘 첼리가 나에게 부탁 

이 있다고 하였다， 7월 6일에 초둥학교를 졸업하는 조카 아수세나 

(Asusena)의 졸업식 대부가 되어줄 수 없냐고 물어본다. 나는 오스카 

루이스(05얹r Le띠s) 등의 글을 통해 떼뽀스뜰란에서 대부모 관계 (代

父母關係) 또는 꼼빠드라스고(Compadrazgo) 2)는 전통적 인 카톨릭 틀 

2) 꼼빠드라스고는 정확하게 친부모와 대부모간의 관계를 지청하고， 대부모와 

대자녀와의 관계는 빠드리나스고(pa야mazgl이라고 한다((표 1) 참조) , 그리 

고 라비스 (Ravicz 1967) 는 이 두 관계를 포함하는 꼼빠드리나스고 

(compadrinazgo)와 같은 신조어률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관계를 

포함하여 이 체계 전체를 꼼빠드라스고라고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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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넘어 일상생활에서 확대되어 나타난다는 점올 알고 있었고， 마옳 

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있었던 결혼식올 통해 이 점을 확인하 

였다. 즉 결혼식이 끝나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지 않으면 신랑 · 신 

부의 부모률은 저녁에 모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악대롤 불러 파티를 

한다. 파티가 무르익올 무렵 사회자는 결혼식에 참여한 대부 

(padrino)와 대모(madrina)훌 부르고， 호명된 대부모틀은 차례 차례 

로 신랑 · 산부， 즉 대자녀 (매ijado(a) )들과 함께 춤을 춘다. 대부모는 

미사， 반지， 결합줄 외에도 케엌， 악대， 음료수， 술， 사진， 비디오 둥 

에 이르기까지 수십명에 이른다. 그러나 나는 이롤 통해 정말로 많은 

대부모가 있구나하는 정도였고， 여전히 꼼빠드라스고롤 잘 알고 있지 

는 못했으며， 나아가 쯤빠드라스고를 기본적으로 카훌릭 틀 내에서만 

이해하고있었다 

따라서 카톨릭 신자가 아닌 내가 어느 누구의 대부가 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못했다. 이런 나에게 첼리의 부탁은 당혹스러웠다. 카 

톨릭 신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언첸가는 이곳올 

떠날 것이기 때문에 대부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데， 어떻게 대부가 

될 수 있냐고 반문을 했다. 결국 나는 간단한 선불과 졸업식에 참석 

하면 된다는 첼리의 부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첼리에게 미 

안하게도 나는 마을에서 약 3년 동안 살면서 이런 저런 행사에서 9명 

아이의 대부가 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 이방인울 이렇게 쉽게 

그들의 사회 관계망으로 편입시키는 꼼빠드라스고는 무엇이며， 산 안 

드레스 나아가서는 멕시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 

하여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졌다. 

산 안드레스에서 폭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는 꼼빠드라스 

고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는 사회구조의 가장 독특 

빠드라스고를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며， 대부자 관계와 구별올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모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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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식이며， 인휴학À}들에 의해서 의사친척판계의 가장 폭넓온 범주 

의 천형으로 간주되었다(Foster 1969: πlOll1pson 1971). 꼼빼드라스고 

에 대한 연구는 l쩨0년태 스파이서 (Spicer)률 시발로 1960년대에 이르 

러셔는 주요 라틴 아메리차 연구자들은 한 번쯤은 꽁빠드라스고얘 대 

한 연구(Mintz & Wolf 1950: Foster 1953 , 1969: Sayres 1956: De따on 

1963: Ravicz 1967: Ing뼈m 1970: Thom뼈on 1971)톨 했거나 자신의 

저서에서 언급 활 정도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럽에도 뿔구하 

고 기대한 것보다 꼼빠드라스고는 잘 이해되지 않고 있다(Uribe 

1982) . 즉 라탄 아떼려카 사회문화에서 꽁빠드라스고의 존째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꼼빠드라스고률 친척체계의 일종으로 보면서도， 이 

상할 정도로 친척연구와 같은 범주， 원칙， 규범 둥에 대한 기본 원칙 

을 마련하지 못했다(Nut뻐& Bell 1980: 427). 이런 상태에서 사회제 

도에 대한 연구가 정차 쇠퇴하던 60년대 이후에 꼼빠드라스고에 대한 

연구도 감소하였지만(Nutini & Bell 1980: 417) , 다른 한편얘서는 꼼 

빠드라스고가 지난 다중적 관계의 형성과 그것의 사회경제적 · 정치 

적 천략의 관점 (Montes de Castillo 1989)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꼼빠드라스고에 대한 연구의 시론척 성격올 지닌 것으 

로， 기존 연구에 기반하여 꼼빠드라스고의 특정과 그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형성되며 어떤 역할올 하는지를 산 안드레스 사회률 중심으로 

살펴보자고한다. 

2. 연구지 배경 

떼뽀스플란은 멕시코시티의 남부지역과 접해 있는 모웰로스 북부 

군(觀)들 중의 하나로 멕시코시티에서 남쪽으로 약 lookm 가량 떨어 

져있다. 3천 미터가 넘는 화산들로 둘러짜여 있는 때뽀스똘란은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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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쾌적한 기후와 빼어난 경치롤 가지고 있어 멕시코시티 근교에서 

손꼽히는 휴양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토지가 척고 박토로 농업조 

건은 열악하다. 무엇보다도 농사의 필수요소인 물은 5월이나 6훨초에 

시작하여 10월갱얘 끝나는 우기에 집중되어 있고， 게다가 화산지대로 

첨투성이 강하여 판개사셜올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떼뽀 

스톨란 풍의 북부지 역에 내려 곧바로 첨투하였다가 다시 복류하는 물 

과 비욱한 토지롤 바탕으로 사탕수수 · 벼 동의 상업농이 발달한 모렐 

로스 남부지역과는 달리， 북부지역은 욱수수 · 콩 · 호박 동의 전통적 

인 생계농업이 중심올 이루었다. 

떼뽀스폴란인들은 생계률 위해 일일(농업)노동에 많이 종사하였 

다. 특히 식민지시가부터 1910년 멕시코혁명 전까지 야유때뺀 

(Yautepec) 과 같은 인근 남부 지역에 위치한 사탕수수 대농장 

(hacienda)의 주요 노동공급원이었다. 때뽀스뜰란군을 형성하는 8개 

마올(pueblo) 중의 하나인 산 안드레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올 이 

름(la cal , 석회)에서 보이듯이 산 안드레스의 주민들은 건기 똥안 셜 

탕 정제， 토르띠야(tortilla ， 옥수수 부침)용 옥수수 반죽을 위한 첨가 

제 그리고 건축 동을 위해 필수적인 석회를 생산하였다. 따라서 다른 

마을 주민들에 비해 대농장에 노동력을 파는 경우도 적었고， 사탕수 

수 대농장 둥지에서 일일 농업노동자(peón)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다 

른 마올 사람들보다는 경제착으로 일정정도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산 안드레스 주민들의 삶 역시 옥수수 생계 농업의 영세성 

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산 안드레스 농민들의 

토지 소유 양태를 보면， 총 203가구 중 92가구(1997년 기준)가 토지 

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그 중 1 헥타르 미만이 31.5% , 1~2 헥타 

르가 28 .3%, 2 ~ 3 헥타르가 18 .5%, 3~4 헥타르가 10.9% , 4~5 헥 

타르가 4.3% 그리고 5 헥타르 이상은 6.6%이다. 구텔만(Gutelman 

1975)과 스타벤하겐( Stavenhagen 1982 )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차이 

가 있지만 보통 멕시표에서 농업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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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농의 토지 소유량은 5-25 헥타르이다. 이롤 볼 때， 산 안드레스 

농민들의 대부분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수입에 의존 

해야 하는 소토지 소유 농민으로 규정할 수 있다. 

우기의 옥수수 생계농업과 건기의 석회생산올 중심으로 한 생계활 

동은 1910년 혁명이후에도 커다란 변화없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1940 

년부터 대토지 소유자 및 상업농 둥을 중심으로 농촌근대화가 본격적 

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소토지 경작농민들이 주률 이루는 산 안드레 

스에도 점차 영향을 미쳤다. 특히 6 , 70년대에 토마토(jitomate)의 상 

업적 재배가 활성화되면서， 산 안드레스는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때롤 구가하였으며 급속히 시장 경제로 편입되었다. 주민들은 토마토 

재배 외에도 인근 도시에 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일자리 걱정이 없었 

던 70년대로 다시 돌아가고픈 향수를 자아낼 정도로 “가장 좋은 시 

기”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 높은 투자비용， 불안 

한 시장가격， 토질의 저하에 따른 낮은 생산성으로 인하여 토마토 재 

배는 쇠퇴하고， 거기에 국내 경제위기에 따른 인근 공업단지의 일자 

리도 갑소하였다. 이에 산 안드레스의 주민들은 미국 · 캐나다로의 계 

절척 농업이민과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올 하거나， 옥수수 · 콩 등의 기 

본 생계 작물의 재배를 하면서 그들이 처한 경제적 위기의 상황을 극 

복하고 있다(김세건 2000a: 120-120 , 

산 안드레스에는 11가구에 약 80여 명 (1996년 3월 현재 마을 총인구 

는 2여가구에 1 ，058명)의 신도를 거느린 몰몬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 

다. 그렇지만 멕시코의 다른 농촌처럼 산 안드레스의 사회와 문화는 

여전히 옥수수 경작과 믿음과 인식체계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카톨릭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떼뽀스뜰란에는 정복과 함께 도미니크 

수도회 신부들이 들어와 선교를 시작하였고， 1580년부터 8년에 걸쳐 

떼뽀스뜰란 교회가 설립되었다. 산 안드레스에는 17세기 초반에 교회 

가 세워졌다. 산 안드레스에서 일년에 행해지는 축제와 의례의 일수 

는 어림잡아 100여 일에 이르며， 오늘날 독립 · 혁명 기념일 등 비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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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축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거의 대부분은 종교적 

색채를 떡고 있으며 생계활동， 즉 농업과 밀접한 관계률 맺고 있다. 

산 안드레스 주민들은 축제와 의례롤 통하여 자연 · 초자연적 존재 및 

공동체 성원 그리고 다른 사회 · 문화와 지속척인 상호교환파 대화를 

하며 청체성과 친밀성을 형성해왔다. 특히 축제와 의례의 이변에서 

꼼빠드라스고를 비롯한 사회 관계망의 형성과 유지가 이루어진다. 

3. 가족과친척관계 

멕시코의 다른 농촌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Ruiz 

1991; Mounsey 1991), 산 안드레스는 가족 중심의 사회이다. 1996년 

3월 현재 산 안드레스의 인구는 203가구에 1 ， 058명이며， 총 가구의 

70.4%는 핵가족에 바탕을 두고 있고， 나머지는 확대 가족에 기반한 

가구들이다. 친족용어는 양변적이고， 명백한 단계혈통에 의해 조직된 

씨족 또는 종족과 같은 조직을 형성하기 어려운 사회로 개인은 단계 

(ur패ne때) 또는 션계 (ambilineal)혈통에 따르는 어떤 친척조직도 형성 

하지 않는다(Kim 1999). 

이런 현상은 스페인 식민지 지배의 결과에서 한 원인을 찾올 수 있 

다. 정복이전의 원주민 사회는 깔뿔리 (CalpuUi)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깔뿔리가 혈연에 기반을 둔 친척조직(López 1989; MeBride 1993; 

Escalante 1993)인가 아니면 정부에 의해 노동력과 공물을 집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정착지의 정치적 경계인 지연조직 (Carrasco 199 3 )인가 

에 대한 논쟁이 많지만， 친척조직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깔뿔리는 출생에 따라 소속감을 갖는 친척그룹으로 이루어졌다. 그 

런데 여기에서 꼼빠드라스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이 친척그룹에 

는 의례친척 (ritual kinship)도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원주민 시대의 의 

례친척의 존재는 카톨릭에 기반한 대부자관계(代父子關係) , 즉 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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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스고(padrina쟁0)가 대부모관계 (compadr없go)로 변화하는 기반 

올 제공했다고 한다(Mintz & Wolf 1950: Foster 1953). 깔뿔리의 주요 

직책은 계충화된 일정한 계통의 후손에 아어졌더라도， 성원률은 상대 

적으로 평둥하였다. 이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공동 조상신， 깔뿔 

떼오훌(C꾀p벼téotl)을 통혜 정체성올 형성하였으며， 조상선에 대한 

믿음은 깔뿔라 결속력을 유지하는 기본 요인이었다. 일반적으로 확대 

가족에 기반을 둔 각 가구3)는 생산의 기본단위로 자신의 토지를 가지 

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토지는 깔뿔리에 의해 분배 · 통제되었다. 

이들은 내혼적 경향을 지녔으며， 정부에 대혜서도 토지분배 둥과 같 

은 데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즉 커다란 정치단위에 홉수되어도 

여전히 깔뿔리는 정치， 행정， 군사， 의례， 경제의 단위로서 역할을 하 

였다. 

그러나 깔뿔리에 기반한 원주민 공동체는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형성된 마올과 동질화되면서， 깔뿔리는 정차 지연공동체적 성격을 지 

닌 바리오(b빠10)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토지 동의 불척 토대를 

상실하며 친척조직은 사라졌고(López 1989: 75-81 , 1996: 481: 

MeBride 1993: 153 -157) , 이는 꼼빠드라스고에 의혜 대체되었다 

(Foster 1953). 

떼뽀스똘란에서의 변화도 이런 전반적인 과정과 크게 차이가 없었 

다. 루이스(L~찌s 1976: 107)가 지적한 것처럼， 스패인 정복자들이 

원주민 사회의 깔뿔리 또는 씨족올 해체하고 그 토지 소유권과 다른 

기능올 새롭재 만들어진 마율 당국에 이전함으로써 생긴 기존 조직의 

해체에 대한 방어적 반작용의 결과로 가족， 특히 핵가족주의적 속성 

3) Carrasco (1 993) 는 떼뽀스뜰란과 인접한 야유떼빽 (Yautepec)의 몰로뜰라 

(Molotla) 깔뿔리의 1540년경의 자료분석을 통해서 식민지이전의 멕시코 고 

대시기에는 확대가족/가구가 중심 역할올 했음올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 

면， 몰로폴라의 1287r족 중 79가족(61.7%)이 확대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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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떼뽀스뜰란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식민지이후 농촌사회 

에서의 가족은 혈연관계에 의해 구성된 유일한 조직으로， 개인 및 마 

을의 사회 조직 및 행위는 가족(f:때패a)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가구(hogar)는 생산， 소비 그리고 재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단위이고， 

정치 · 경제척， 사회 · 문화적 활똥의 기본적인 틀이다. 가구는 핵가족 

또는 확대가족에 바탱올 두었던 간에 “친척관계와 역할， 사회화， 경 

제척 협동， 문화의 담지와 변형의 활동이 표현되는 원초적 틀이다 

(Lazos y Godínez 1996: 247)." 가구의 조직형태와 기능은 생물학적 

재생산주기뿐만 아니라 정치 · 경제적， 사회 · 문화적 변화에 적응하 

고자 하는 다양한 전략야 따라 매우 복잡하다. 

1910년 멕시코 혁명올 전후로 한 시기에 산 안드레스에서는 확대가 

족에 기반한 가구유형이 좀더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1897년에 산 안드래스는 인접한 오아깔꼬(Oacalco) 의 아시엔다 

(Hacienda)로부터 마을의 공동토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토지를 각 가 

구(가구당 90 ， 000m2 ) 에 분배하였는데 , 이 때 땅을 분배받은 마을의 

총 가구는 72세대였다. 그리고 환니츠(Lomnitz 1982)에 따르면， 1890 

년에 산 안드레스의 인구는 781명으로， 두 자료를 산술적으로만 비교 

해보면 각 가구당 성원수는 약 11명에 이른다. 이 점으로 볼 때， 혁명 

전에 산 안드레스엑서는 확대가구가 중심을 이루었으며， 혁병이후에 

도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파종， 흙 북돋아주기 작업과 수확처럼 시 

간을 다투며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옥수수 경작과 산과 들판에 

서 석회석 및 장작을 수집해야 하는 위험하고 힘든 작업과정올 기본 

으로 하는 석회 생산에는 어린아이 등 모든 가구노동력이 동원되었 

다. 이쳐럼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한 자식들이 부모들의 도움 

없이 생활올 영위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구 노동력을 

분산하기보다는 확대가족에 기반한 가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선 

호하였다. 

확대 가족에 기반한 가구는 6.70년대에도 대자본과 많은 노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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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토마토 상업농과 일정정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여전히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70년대에 꾸에르나바 

까( Cuernavaca)에 위치한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발달이 가져 

옹 공장 임노동과 80년대 중 · 후반부터 본격화된 계절농업이민 동으 

로 수입원이 다변화되면서 핵가족에 기반한 가구들이 점차 중요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임금노동과 계절농업이민은 바로 젊은이들이 부모 

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자식들은 결혼과 

동시에 분가를 하였다. 기존 거주지의 작은 규모로의 분할 및 밭이나 

임야 지역으로의 거주지의 외연적 확대(예로 꼴로니아(Colonia)와 꼴 

로니아 뽀블라노(Colonia Poblana) )는 일정 정도 분가 및 핵가족이 증 

가하는 경향올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가족의 증가는 가구간 

의 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대체로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 여자 

들은 친정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면이 있으나， 분가하면서 친정과의 

관계가 좀 더 활발해진다. 산 안드레스에서 모(母)중심의 확대 가족 

이 증가하는 경향파 맞물려 있는 것이다. 

오늘날 산 안드레스에서는 핵가족에 기반한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 

고，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무엇보다도 확대 가족이 영속척인 

조직으로 발전하지 못함과 더불어 핵가족에 대한 강한 집착은 개인주 

의 및 사회구조에 있어 원자화되는 특성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Lewis 1976: 107). 이 경향은 현재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오히려 강 

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특히 친척이란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가는 동적인 적 

웅태이지 결코 과거 회귀적인 틀은 아니다. 친척올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가구간의 협조는 노동협업과 상부상조를 하면서 경제적 안정성 

을 주고， 특히 위기 상황에 큰 험을 발휘한다. 산 안드레스에서 여전 

히 가족과 친척관계는 어떤 관계보다도 개인들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서로의 결합을 이어주는 고리를 제공해준 

다는 점임올 부정할 수 없다. 즉 확대가족은 돈을 빌리거나 노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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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정도의 협동을 하는 한정된 호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 

러나 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가족들 사이에 제도화된 일상적인 

협력관계는 없다. 다른 마을에서처럼(Arizpe 1990; Ruiz 1991). 산 안 

드레스에서 친척관계는 생산조직은 말할 필요도 없고， 법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조직으로 형성 · 발전하지는 않는다.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사회뜰과 마찬가지로 산 안드레스에서 가 

족 · 친척관계를 보완해주고， 이들 관계를 넘어 형성되는 가장 공식적 

인 개인틀간의 관계망은 꼼빠드라스고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구조 

의 변화에 따라 꼼빠드라스고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를 살펴보기 

보다는 꼼빠드라스고의 현재적(現在的) 측면을 중심으로 꼼빠드라스 

고의 형성， 구조， 기능에 초점을 맞추겠다. 

4. 꼼빠드라스고의 형성과 특징 

꼼빠드라스고는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신크레티즘(sincretism) 

적 복합성을 지니고 있는 제도로， 정복 후 소멸된 원주민의 친척조직 

동의 공백을 메우면서 원주민 사회에서 보편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인 견해이다. 따라서 우선 꼼빠드라스고의 기왼은 유럽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민츠와 울프(Mintz & Wolf 1950)는 꼼빠드라스고의 기원을 

로마시대에서 찾으며， 꼼빠드라스고가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 

를 겪어왔는지 역사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로마제국이 

친척에 바탕을 둔 사회에서 점차 영토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면서 증 

가하는 비대면적 관계를 구조화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꼼빠드라스 

고는 형성되었다. 봉건시대에 이르러서 꼼빠드라스고는 다른 계급의 

개인 또는 가족들간에 형성되는 수직적인 관계를 구조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다가 봉건적 토지제도의 폐지와 농민권리의 증가로 꼼빠 

드라스고는 점차 수직적 계급관계를 넘어 동일한 이웃 농민들을 묶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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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적 사회관계로 바뀌어 서로를 통합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런 과 

정올 통해 꼼빠드라스고는 유럽사회에서 일반화되었고， 유럽인들의 

신대륙 정복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 도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유럽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형성된 의례척 친척으로의 확장성 

및 변화에 대한 뛰어난 적응성 둥을 내포하는 꼼빠드라스고의 속성은 

스페인이 신대륙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원주민 사회로 전달되었고， 이 

는 원주민들에 의해 변형과 창조를 거듭하면서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가장독특한제도로자리잡게 되었다. 

식민지 초기에 원주민 사회의 의례 친척과 스페인의 꼼빠드라스고 

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 그것들이 결합되는 조건이 무엇이었 

는지는 명확하지 않다(Nutini & Bell 1980: 333). 그러나 군사적 정복 

과 함께 시작된 카톨릭의 “영혼의 정복”은 원주민 사회에서 행해지던 

희생공희 등과 ‘야만적’ 관습을 폐지하고 이와 더불어 복혼제， 가족 

관계 등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였다. 특히 수도사들은 카톨릭의 고해 

성사를 통해 원주민들의 육체， 나아가 부부관계， 성관계， 가족관계 

등을 카톨릭 규범에 근거하여 규제하였다. 그러나 이런 유도된 변화 

가 일시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누티니와 벨 

(1980: 333)은 꼼빠드라스고가 19세기말까지도 안정적인 체계를 형 

성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꼼빠드라스고 형성 과정은 각기 

독특한 관습 및 사회문화에 기반한 원주민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어， 꼼빠드라스고는 유사성은 있지만 각 지역마다 동일한 것은 아 

니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례 친척관계의 형성과정은 성사(聖事. sacr:없nental) 

꼼빠드라스고와 비성사(no-sacramental ) 꼼빠드라스고4)로 대별할 수 

4) Nuòni와 White (1 977)는 비성사 꼼빠드라스고를 다시 1 . 2차로 구별하였으 

나， 그것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성사， 

제 1 . 2차 비성사 꼼빠드라스고를 다시 크게 규범적 (prescripòve) 꼼빠드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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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먼저 성사 꼼빠드라스고는 식민지 초기 꼼빠드라스고의 체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세례， 3세 미사， 견진례 

( confirmación) , 성 체 (primera comunÍón) , 15세 성 인식 , 결혼식 , 장례 

식 등 개인의 종교적 생활주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누티니와 

화이트(Nutini & \\i에 te 19i7)는 카톨력 일곱 성사의 기준에 따라 3세 

미사와 15세 성인식을 제 1차 비성사 꼼빠드라스고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산 안드레스의 주민들은， 비록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아 

닐지라도， 3세 미사(특히 남자)와 15세 성인식(여성)을 다른 성사 의 

례와 더불어 개인의 종교적 생활주기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다른 성사처럼 꼼빠뜨라스고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를 성사 꼼 

빠드라스고로 분류해도 커다란 무리는 없을 듯하다.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사회들처럼 산 안드레스에서 성사 꼼빠드라 

스고는 다른 대부모 판계보다 중요성을 지니고 었다. 특히 세례 때의 

대부모 관계를 모든 꼼빠드라스고 관계의 기본으로 생각한다. 즉 세 

례 때의 대부모가 다륜 성사의례， 특히 결혼식의 대부모가 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이런 점들은 기본적으로 꼼빠드라스고가 

카톨릭의 의례적 후원관계에서 시작되었음을 반영하며， 여전히 성사 

꼼빠드라스고는 꼼빠드라스고 체계의 핵심을 구성한다. 이를 도표화 

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비성사 꼼빠드라스고는 성사 꼼빠드라스고를 제외한 모든 의례， 사 

물， 행사 등을 통해서 맺어지는 때부모 관계이다. 예를 들면 집의 수 

호성인， 집 건축， 새 차 장만， 예수상 및 성인상 장식， 졸업식， 축구부 

후원， 투우， 독립기념일 기념품 똥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례적 

대부모들이 존재한다. 

고와 선호적 (preferential) 꼼빠드라스고로 구별하였다. 전자는 대부모로서의 

의무 실행이 요구되고， 그 의무를 실행치 않았을 때에는 종교적， 사회적 그 

리고 때로는 경제적 제재가 따른디 그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의무를 실 

행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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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사 꼽빠드라스고 모댈 

대부모관계 
compadrazgo 

대부모 A ~-，--- ----- --- -- -------------------B 
padrino/madrina "" 、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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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jo(a) 

체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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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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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ι
 
페
에
 

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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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성사 꼼빠드라스고는 크게 사람을 중심으로 한 관계와 물체를 중 

심으로 한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졸업식과 같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관계는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성사 꼼빠드라스고와 별반 차이가 없 

다. 단지 종교적 의례가 없는 편이고 권리와 의무가 상대적으로 약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의 수호 성인 등과 같이 물체를 매개로 한 

관계에서는 물체와 대부모가 맺는 대부자 관계보다는 물체의 주인과 

대부모가 맺는 대부모 관계가 중심축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비성 

사 꼼빠드라스고에는 축구부， 투우 등의 주요한 스포츠 동에서는 좋 

은 결과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드리나(madrina ， 대모)를 선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대부자 관계는 의무와 상호 호혜성 

에 기반한 꼼빠드라스고의 관계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들은 꼼빠드라스고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처럼 비성사 꼼빠드 

라스고가 형성되면서 종교적 성사 중심의 꼼빠드라스고는 매우 큰 외 

연적 확장을 하게 된다. 루이스(Lewis 1963 , 1976)는 떼뽀스뜰란에서 

보여지는 꼼빠드라스고의 특징 중 하나는 “카톨릭의 원래적인 유형을 

넘어서는 다양한 형태들이 확산 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러나 이는 산 안드레스나 떼뽀스뜰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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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사회의 전반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이 점이 꼼빠드라스 

고를 라틴 아메리카의 독특한 사회구조의 전형으로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식민지 초기의 꼼빠드라스고는 서구의 카톨릭 국가에서처럼 종교 

적 측면이 중요시되어 선교와 함께 세례， 성체， 결혼에서 대부자 관 

계를 축으로 한 의례적 후원관계가 중섬을 이루었다. 그러나 관계망 

에 사람 외에 점차 성상 등을 비롯한 물체들이 포함되면서 꼼빠드라 

스고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는 데， 이 점은 꼼빠드라스고가 라틴 아메 

리카적인 특성을 획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성사 외에 비성사 꼼 

빠드라스고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관계망의 중심이 대부자 관계에서 

점차 대부모 관계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예로 집안의 수호성 

인 꼼빠드라스고에서의 대부자 관계를 틀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 

부모와 물체인 성상간의 관계보다는 대부모 관계가 보다 중요해짐으 

로써 집주인과 대부모와의 관계가 중심을 이루는 모습을 띤다. 떼뽀 

스뜰란에서는 언제 이랜 변화가 일어났으며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명확한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멕시코 

중부의 뜰라스깔라 (Tlaxcala) 의 농촌 지역을 조사한 누티니와 벨 

(i\'utini & Bell 19HO: 347 ~ 8)의 연구를 통해 이 원인들을 조금은 유 

추해볼수 있을것 같다. 

이들은 뜰라스깔라에서 대부자 관계 중심의 의례적 후원보다는 점 

차 대부모 관계가 중요해지는 꼼빠드라스고의 현재적 체계의 형성이 

17세기 중반 1630~ 1680년경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때부터 성사 

외의 약 10~ 127~ 의 의례적 판계가 추가되었는데， 여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물체도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이런 변화의 원인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선교의 주체가 수도회에서 점차 세속교회 

로 변화하였다는 선이다. 마을에 거주하며 주민들의 일상을 통제하였 

던 수도회 신부는 마갈을 떠나게 되었는데 빈 공간을 세속 교회 신부들 

이 점차 대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마을에 거주하기보다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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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날에만 마을에 와서 미사를 하고 공물을 받아 가는 정도의 역할 

을 하였으며， 이것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세속 

교회 신부들은 원주민 공동체의 사회 · 종교적 행사에 무관심하였고， 

기본적인 카톨릭 의례 서비스의 완수에 무책임하였다. 따라서 원주민 

공동체는 바깥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 이 고립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원주민 공동체가 물리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성올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 수도사들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동면하였던 의례 친척과 같은 전(前)식민지시기 

의 관습， 의례 둥이 부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꼼빠드라 

스고는 종교적， 의례적 영역에서 점차 사회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산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누티니와 벨은 스페인 지배 통치가 안정화된 17세기 

를 원주민사회가 스페인 문화로 동질화되는 암혹의 시기로 보는 일반 

적 견해에 반대한다 오히려 이 시기는 새로운 요소들의 혼합이 적극적 

으로 이루어진 문화접변과 신크레티즘의 최척기로 멕시코 원주민 문화 

의 현재 모습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면에서 이들의 연구는 꼼빠 

드라스고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 일반적으 

로 꼼빠드라스고가 멕시코에서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단초를 카 

톨릭과 원주민 종교의 의례 친척과 같은 의례적 유사성에서 찾았다. 그 

러나 역사적 유사성이나 이유가 꼼빠드라스고 체계의 현재적 유효성을 

정당화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꼼빠드라스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유사성 이외에도 식민지시기 마을단위에서의 지역권 

력구조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었다. 

5. 꼼빠드라스고의 구조와 역할 

라틴 아메리카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일반척으로 라틴 아메리카 사 



멕시 코 농촌에서 꼼빠드라스고의 구조와 역 할 19 

회에서 꼼빠드라스고의 유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척게는 10 

여 개에서 많게는 30~40개에 이른다. 그 예로 누티니와 화이트 

(Nutini & \iVhite 1977: 358) 에 따르면， 뜰랄스깔라의 농촌 마을에서 

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최소 16개의 유형에서 최고 34개의 유형이 

존재한다고 한다. 산 안드레스에는 정확하게 몇 가지 꼼빠드라스고 

유형이 존재하는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수 십 종의 유형이 존재함은 

틀림없다. 게다가 산 안드레스에서는 결혼식과 같이 큰 경비를 필요 

로 하는 축제에서는 한 명의 대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대부모가 있다. 즉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미사 대부모 외에도 반지， 

13개의 복돈(arras) , 결합줄， 부케 , 스카프， 웨딩 케이크， 음료수， 사 

진， 비디오， 음악 둥으로 나뒤어 각각의 대부모가 있다. 따라서 결혼 

식에서만 한 개인은 수 십 명의 의례적 대부모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꼼빠드라스고의 가장 큰 특정은 안정되고 일정한 유형 

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 · 

적응할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일 것이다. 

꼼빠드라스고는 카톨릭 영향을 받은 중남미의 모든 지역에서 발전 

한 제도라고 할지라도， 각 마을따다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 

락에서 다양한 특정과 유형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이 점이 꼼빠드라 

스고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합하고 전체를 설명할 수 있 

는 이론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된다. 여기에서 

는 꼼빠드라스고의 기본 구조를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겠다. 

산 안드레스에서 대부모 관계가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다양한 요 

인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한 두가지 원인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높은 경제적 비용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점은 

마을의 아유단떼 (avudante ， 한국의 행정체계와 비교하면 이장이라고 

할 수 있음)에 대한 첼리 (Cheli)의 이야기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때우 간사하다. 페르민 (Fem빠1)[첼리와는 이종사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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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봐라. 페르민이 니산(Nissan)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많이 받았다. 페 

르민은 그 돈으로 택시도 샀었다. 이 때 마올 사랍들은 아이들의 대부가 

되어 달라고， 또는 술 한잔이라도 얻어 마시려고 페르민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마을의 아유단떼도 되었다. 그런데 지금 페르민 

을 봐라. 대부하고 아유단떼하면서 술 마시고， 그러다가 택시도 팔았다. 

지금 어느 누구도 페르민에게 대부가 되어달라고 하지 않는다. 

마을 주민들은 “밀빠 알따(Milpa Alta , 멕시코 시티의 남쪽에 위치 

한 마을로 산 안드레스와 의례적 관계를 맺고 있다) 사람들은 부자들 

이라 대부가 되면 혼자서 모든 경비를 다 충당한다”고 한다. 그러나 

“산 안드레스에서는 큰 부자가 없어 한 명의 대부모가 전체 소요 비 

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확대된 꼼빠드라스고는 산 안드레스 뿐만 아니라 멕 

시묘 나아가 중남미의 다른 마을들에서 나타나는 보면적인 현상인 점 

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요인이 충분조건은 아님은 틀림없다. 오히려 

각 개인들이 가족과 친척관계를 넘어서는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확장성과 유연성을 지닌 꼼빠드라스고의 구조적 특정에서 다른 원인 

을찾을수있다 

산 안드레스에서 찬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대부모가 

될 사람을 방문하여 대부모가 되어 줄 것을 요청을 한다. 이 때 일부 

는 간단한 선물을 하기도 하나， 대체적으로 행사가 끝난 후에 선물 

또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모가 될 것을 승낙하는 

순간부터 의례 친척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두 측면에서의 개 

인들간의 관계를 창출한다((표 1) 참조) 첫 번째는 대부모와 대자녀 

사이에서 형성되는 대부자 관계 (padrinazgo) 이며， 두 번째 관계는 대 

부모와 대자녀의 친부모들간에 형성되는 대부모 관계( compadrazgo ) 

이다. 

첫 번째 유형인 대부자 관계는 서구의 카톨릭 사회에서도 나타나는 

전형적인 관계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식민지 초기의 꼼빠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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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고 관계는 지금의 형태로 안정되기 전으로 대부자 관계가 중심이었 

다. 오늘날에도 꼼빠드라스고가 종교적 · 의례적 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체계인 한 대부자 관계는 여전히 꼼빠드라스고 체계의 기본 틀 

을제공한다. 

대부모는 두 번째 부모로 의례적 · 정신적 부모이다. 즉 대부모는 대 

자녀들에게 카톨릭 교리를 교육시키며 종교적으로 건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쌀펴주어야 한다. 그리고 친부모가 죽 

을 경우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셔는 대자녀들을 키워주기도 하여야 한 

다. 반면에 대자녀는 대부모에게 존경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산 안드 

레스의 촌로들에 따르면， 대자녀는 대부모에게 짝듯이 존경을 표현하 

였는데 길거리에서 만나면 대부모의 손에 키스에 하였다고 한다. 그 

러나 지금은 이것을 볼 수 없다. 또한 4D년대 중 · 후반에 떼뽀스플란 

을 조사한 루이스(Lewis 1976: 148)도 “이제는 더 이상 보편적으로 행 

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루이스는 이런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직접 

적인 셜명을 하지 않지만， 이 시기를 전후로 떼뽀스뜰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체로 산 안드레스를 비롯한 떼뽀 

스뜰란의 마올들은 4D년대를 전후로 중앙정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농촌 근대화과정으로 편입된다. 이런 

과정에서 꼼빠드라스고는 유형적 측면이나 관계적 측면에서 분화되었 

고， 의무 · 책임의 수행이 점차 형식화되기 시작하였다고 추측해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두 번째 유형인 대부모 관계인데， 이들은 서로 폼빠드레 (compadres 

남성) 또는 꼬마드레 (comadre ， 여성)라고 부른다. 이 관계의 축은 라 

틴 아메리카에서 꼼빠드라스고뜰 독특한 사회구조의 양태로 자리잡 

게 하는 핵심이다. 스페인과 같은 서구의 카톨릭국가에서는 대부자 

관계가 중시되며， 대부모 관계는 종교 제도의 측면을 넘지 않는다 

(Foster 1953).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는 대부모 관계를 더욱더 중시하 

며， 이는 종교적 측면을 넘어 사회제도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변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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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시킨다.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마을들에서처럼， 산 안드레스에서 

도 대부모와 대자녀들 사이의 관계보다는 대부모와 친부모간의 관계 

가조금더 기능적이고중요성올지닌다. 

그리고 꼼빠드라스코는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정치적 지배의 목적 

으로 비대칭적 관계로 형성되기도 한다. 꼼빠드라스고를 수명적/수직 

적 관계로 유별화시켜 연구하였던 민츠와 울프(Minα & Wolf 1950) 

는 아시엔다처럼 계층화된 사회에서 꼼빠드라스고는 아센다도 

(hacendado , 농장주)와 같은 높은 계충과 일반 주민들간의 수직적 관 

계를 형성한다고 지척한다. 그런데 이런 비대칭은 사회계충의 차별성 

을 함의하는 것으로， 이 때 꼼빠드라스고는 후원지-피보호자(paπon

client)관계로 간주될 수 있다(Ingham 1970: 281). 이런 경우에 꼼빠 

드라스고는 싼 노동력의 확보， 부역， 정치적 복종의 착취관계에 기반 

한 사회통제 메커니즘 역할올 하는 것이다. 

그러나 꼼빠드라스고에서는 이런 수직적 관계보다는 수평적 관계 

가 중심을 이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례로 유카탄의 한 에 

네젠 아시 엔다를 연구한 데스혼(Deshon 1963)은 민츠와 울프의 견해 

를 비판하면서 꼼빠드라스고는 계층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오히려 

일반 농민들간의 수평적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층화가 심화되지 않는 산 안드레스를 비롯한 떼뽀스뜰란 (Luis 

1976)이나 모렐로스 동부 지역 (Warrnan 1988)에서는 유사한 위치의 

사람들간에 대부모관계를 맺는 수평적 관계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수평적 관계가 평등하고 균퉁한 권력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 

다. 오히려 꼼빠드라스고는 권력의 사회 · 문화적 관계와 밀접한 연관 

올가지고있다. 

꼼빠드라스고에서 기본적으로 쌍방은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스덴(Usted ，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상호 호혜적인 존경과 

신뢰의 관계를 맺게 된다.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대부모와 친부모가 

비대칭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상호 호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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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척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다른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산 안드레스 

에서 자녀의 친부모는 대부모 자녀들의 대부모가 되어 쌍방이 꼼빠드 

라스고률 통해 밀접한 관계률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을 하면 신 

랑과 신부의 부모틀간의 사이도 꼼빠드레화되듯이， 꼼빠드라스고를 

통하여 한 개인은 가족의 범주를 넘는 관계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다. 산 안드레스에서 이 관계망은 후원자와 친부모뿐만 아니라 양자 

의 형제， 조부모까지 확장된다. 그 예로 아이의 삼촌， 조부모도 후원 

자를 만나면 꼼빠드레 또는 꼬마드레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한다. 꼼 

빠드라스고는 단순히 개인들간의 쌍대적 관계를 맺는 에고-중심적 

( ego-centric) 구조를 넘어 친척 . 2 .3세로 확장되기도 한다. 즉 꼼빠 

드라스고는 쌍대척 (dyadic) 관계라기보다는 다대적 (plur따)관계를 형 

성하며， 이 정이 꼼빠드라스고를 사회 관계망올 형성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유용한 제도로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마을 사랍들 모두가 의 

례적 대부모 관계로 얽히고 셜켰다고 해도 과언은 아나며， 꼼빠드레 

또는 꼬마드레라는 호칭올 일상 생활에서 혼하게 접할 수 있다 5) 나 

아가 친밀한 사랑들간에는 공식적인 대부모관계률 맺지 않고도 서로 

를 꼼빠드레 라고 부르는 ‘암묵적 꼼빠드라스고’ ( compadrazgo 

implícito. Nutini & Bell 1980)를 맺기도 한다. 

어떤 사랍올 대부모로 선정하느냐는 점은 꼼빠드라스고의 특성 논 

쟁과 판련하여 중요하다. 일부는 꼼빠드라스고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친척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능올 담당하는 

의사친척관계로 본다(Foster 1953; Deshon 1963). 다빌라(Davila 

1971: Keesing 1988: 529에서 재인용)는 “원주민 문화를 반영하고 있 

는 꼼빠드라스고는 용어나 역할관계. 후원， 대부모 관계의 유대가 가 

5) 이 경우 실제적인 꼼빠드라스고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호 존경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젊은이 사이에서는 친근감의 

표현으로 꼼빡(compac. compadre의 약청)이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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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불가분적(不可分的)이고 지속적이며 성스러운 성격， 꼼빠드레 관 

계가 부과하는 도덕적 의무의 공리 , 근친금혼이 꼼빠드레 관계에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나듯이 친척관계를 상징적 모델로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친척이 강하게 역할올 하는 곳에서는 꼼빠드 

라스고는 덜 강조되고， 친척과 꼼빠드라스고의 기능이 중첩되어 나타 

난다(Ra찌cz 1967; Thompson 1971). 따라서 꼼빠드라스고가 공동체 

를 통합시키는 데 큰 역할올 하는 것은 아니라고 (Sayres 1956: 

Deshon 1963) 지적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꼼빠드라스고를 가족 

과 결합된 친척의 유형， 즉 의례적 친척관계로 보며， 꼼빠드라스고의 

기본 기능은 사회통합과 친척망의 확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꼼빠드라스고를 의례 또는 의사 친척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는 꼼빠드라스고의 현실성과 꼼빠드라스고와 

친척 관계간의 차별성을 무시하는 측면이 었다. 즉 꼼빠드라스고 관 

계를 맺는 사람들간의 금친혼은 교회법에 의한 것으로 현실에서는 그 

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Montes de Castillo 1989: 163). 

다른 한편으로 꼼빠드라스고는 친척， 우정， 정치 · 경제적 연망 동 

으로는 적절하게 포괄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며 

친척관계를 대체하는 제도라고 본다(Uribe 1982: Montes de Castillo 

1989). 유럽의 꼼빠드라스고는 대부자 관계에 기반한 엄격한 제도로 

사회 연망을 새로이 창조하기보다는 확장시컨다는 의미가 강한 반면 

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꼼빠드라스고는 좀더 복잡한 사람들의 거대한 

연망을 창조한다는 것이다(Montes de Castillo 1989). 우리베 (Uribe 

1982: 9-10)에 의하면， 꼼빠드라스고는 기능의 견고함과 유연성의 

측면에서 의례적 친척올 넘는 것으로 기존의 학자들과는 달리 꼼빠드 

라스고와 의례적 친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형태， 기능 등이 다양한 꼼빠드라스고를 어느 

특정한 입장에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빠드라 

스고는 기존의 혈통/친척 판계를 강화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이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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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사회척 연망올 형성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에고 중심의 네트워크로는 친속(kindred)과 꼼빠드라스고롤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다. 친속은 자신이 룡제할 수 없는 타고난 관계의 틀 

에서 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라면， 꼼빠드라스고를 통한 관계는 비록 

친척과 비친척원 사이에서 선태이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친척을 넘는 

관계망올 만들어낸다는 점이 특정이다. 

루이스(Lewis 1976: 149)에 따르면， 떼뽀스똘란에서는 이웃이나 친 

척이 아닌 사랍올 대부모로 하는 것을 선호하여 다른 바리오(벼rrio)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톰슨(Thompson 1971) 

은 꼼빠드라스고는 결혼 후의 거주유형과 밀접한 연관올 갖고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신혼 부부가 부처제 (patrilocal)를 택하는 경우 꼼 

빠드라스고는 친척원과 비친척원에 균퉁하게 분배되고， 친척원의 경 

우에도 부계와 모계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새 

로운 거주지에 정착할 경우. 가능하면 친척파 꼼빠드라스고를 형성하 

는 것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종교적. 경제적 

활동의 경계 역할을 하는 바리오별로 분화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결 

혼 후에 가능하면 자신이 태어난 바리오에 거주지를 형성하는 떼뽀스 

똘란읍에도 적응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떼뽀스뜰란읍처럼 바리오 단위로 분화되지 않은 산 안드레 

스에서는 가까운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대부모가 되는 것이 일반척 

이었고， 지금도 커다란 차이는 없다 그렇지만 60년대 이후 교육， 직 

장， 상업활동， 이만 동으로 인해 외부사회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산 안드레스에서도 학교 친구， 직장 상관 · 동료 둥 마을 외부 사람들 

이 대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부유하 

고 도시에 사는 대부모를 갖는 것올 바랍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대부모를 갖고 있다는 점은 한펀으로는 사회 ·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자식들올 위해서도 좋올 뿐만 아니라 다 

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위신올 높이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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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꼼빠드라스고는 대청적/비대청척， 수명척/수직척 관계이든 

간에 자원올 극대화하기 위한 천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산 안드레스에서 대부모는 친부모의 요청올 받아돌여 대부모가 될 

것올 약속하는 순간부터 대자녀 그리고 친부모와 의례적 친척관계를 

형성하게된다. 또한 행사에서 의무를 다한 후에도 관계는 지속되어， 

대부모는 대자녀와 관련된 행사나 집안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마을의 

축제 풍에 지속적으로 초대되어 대부모 관계롤 맺고 있는 사람들간에 

단합， 존경 그리고 호혜척인 고리를 강화한다. 

이 마을의 수호성인 산 안드레스의 축일인 11월 30일이 다가오면， 

마올은 온통 축제분위기로 가득 찬다. 약 보름 전부터 날짜별로 떼뽀 

스플란의 각 마올들은 자신 마을의 수호성인 깃발을 앞세우고 산 안 

드레스 마을의 수호성인의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올 한다. 다른 

마을의 사람들이 도착할 때마다 산 안드레스 마을 사량들은 마을 입 

구에서부터 교회까지 행진올 하며， 축포를 쏘아 올린다. 일부 마을에 

서는 기부금， 화한 동을 보내오는데， 이들은 산 안드레스 교회를 통 

해 산 안드레스 마을과 오래된 꼼빠드라스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산 안드레스 교회는 이 마올들의 수호성 

인 축제 때 마찬가지로 안드레스 성인의 깃발을 앞세우고 방문한다. 

그리고 일부 가정틀은 이 수호성인의 날 미사에서 세례， 견진례 동을 

행하며， 새로운 대부모를 맞이한다. 일부는 특정의 날을 잡아 세례 

퉁의 행사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 

로 수호성인의 날 또는 산 살바도르 날(1월 세 번째 일요일)과 같은 

마을 공동 축제기간에 행사를 많이 한다. 이 날 세례 동을 행한 가정 

외에도 모든 각 가정은 손님율 맞이하기 위해 몰레 (mole) . 따말 

(밟nal)과 같은 전통 음식올 준비하는데， 이를 보면 마치 대규모의 손 

님을 맞이하는 듯하다. 축제 당일이 되면 길거리는 차량과 사랍들로 

가득 차고 각 가정도 손님맞이에 정신이 없다 이 속에서 우리는 꼼 

빠드레， 꼬마드레라고 부르며 정답게 인사하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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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이 집안과 대부모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특히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축제기간에 이 집올 방문하여 축제를 함께 즐기며 대 

부모 관계를 유지 · 강화한다. 

이를 통해 꼼빠드라스고는 사회통합과 단결의 매커니즘 역할을 수 

행한다(Mintz & Wo}f 1950: Foster 1953: Ingham 1970). 이는 개인의 

범주를 넘어 마올 공동체단위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난다. 이 점은 산 

안드레스와 멕시코시티의 한 마을인 밀바 알따(Milpa A1ta) 사이에 의 

례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산파 역할을 하였던 후아나O때na) 할머니 

의 이야기에서 잘 보여진다. 

냐의 남편 (1996년 사망)은 자주 음악을 연주하러 밀바 알따(Milpa Alta) 

의 바라오 데 라 루스(Barrio de la Luz)에 갔다. 그러면서 그 곳 사람들 

을 알게 되었고， 친한 친구도 사귀게 되었다〔예로 막내 딸 알렌한드라 

(Alejadra. 15세)의 세례 대부모， 15세 성인식 미사 대부모 동은 밀빠 

알따 출신이다.J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약 10년 전에 내가 화상을 

입었는데， 그 곳의 수호 성인인 비르헨 데 라 루스(Virg'하1 de la Luz , 성 

처녀 루스)를 믿는 남편은 나를 바리오 데 라 루스 성당으로 데리고 가 

서는 성처녀에게 용서를 벌고 화상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원하였다. 

그리고 폼이 호전펴었다. 다음 해 처음으로 바리오 데 라 루스의 마을 

수호 성인의 축제 (5월 15일) 때， 봄이 좋아진 것에 대한 감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성처녀에게 화환을 가져가기 시작하였다. 그 뒤로는 마 

올 사람들의 도움으로 13개의 화환과 기부금을 지금까지 가져가고 있는 

데， 마올의 많은 사람들이 빌빠 알따의 축제까지 동행한다. 밀뼈 알따의 

남펀 친구들도 답례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 안드레스 마을의 산 살 

바도르 축제에 화환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꼼빠드라스고는 직접적이고 구조화된 생산， 정치 · 경제적 조직의 

역할올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 생활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 특 

히 산 안드레스에서 꼼빠드라스고는 일정정도 비개인적 관계망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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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상호 행동의 모델을 채널화함으로써 공동체내 또는 공동체간 

의 갈동을 해소하며 상호 통합과 단결의 힘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꼼 

빠드라스고를 통해 개인， 가족 또는 공동체는 사회적， 정신적， 경제 

적 안정을 극대화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 가족 또는 공동체간의 통합과 단결의 강화 이 

변에는 분리의 원칙이 작용한다. 꼼빠드라스고에는 사회의 통합과 분 

리의 원칙이 동시에 함의되어 었다. 일례로 식민지 초기의 대부자 관 

계와 세례는 기본적으로 정복과 지배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세 

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이들은 배척과 정복의 대상으로 상 

호간 확실한 분리의 경계선이 그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개인과 가 

족， 공동체는 꼼빠드라스고를 통해 상호관계의 거리와 경계를 형성하 

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꼼빠드라스고는 하나의 정형화된 구 

조가 아니라 하나의 통척인 관습이고 실천이며， 나아가 하나의 전략， 

즉 ‘권력의 의례적 전략 .. (Montes de Castillo 1989)이라고 할 수 있다. 

꼼빠드라스고는 사회통합과 단결의 규범으로 현실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권력이나 또 다른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해 수많은 

개인과 그룹들에 의해 사용되는 사회관계의 확산과 강화의 메커니즘 

이다. 꼼빠드라스고는 일시적이고 배타적인 종교의례 관계에 한정되 

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사회관계이다. 

즉 대부모간의 상호의무와 권리는 의례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 

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상호교환을 필요로 한다. 결국 꼼빠드라스고는 

정치 · 경제적， 사회 · 문화적 맥락에 따라 사회통합과 갈등의 메커니 

즘인 것이다. 이 점은 한 주민이 마을 공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마을 총회 (1998년)에 참석하지 않았던 

젊은이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사울(Saul)이 점유한 땅은 하천의 일부로 국가재산이다. 국가재산에 대 

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나는 마을 총회에 가지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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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사랍들용 나의 가족 또는 대부모라며 〔문제가 있어도〕 비 

판과 반대률 하기보다는 아예 입올 닫아버 린다. 

오늘날 꼼빠드라스고의 역활과 기능， 의무 둥은 많이 약화되었다고 

할지라도， 특히 핵가족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꼼빠드라스고는 여전히 

사회 연망올 형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에 틀립없다. 더욱이 

친척으로부터 떨어져 살아야하는 개인 또는 핵가족들은 자신들만으로 

는 채울 수 없는 정치 · 경제척， 사회 · 문화적 필요성을 획득하기 위 

해 더욱더 꼼빠드라스고에 의존한다. 즉 개별화 및 개인의 선택이 중 

요시됨으로써 꼼빠드라스고의 필요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 예 

로 미국으로 불법 또는 합법 이민이 일상화되는 오늘날 이민자가 끊 

임없이 소외되고 주변화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적웅과정에서 가족， 꼼 

빠드라스고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친인척 및 친구， 꼼빠 

드라스고 관계망이 이민자의 적웅을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최소화하 

는데 매우 큰 역할올 한다(김세건 2000b: 118) , 또한 골드링(Goldring 

1997: 77) 이 조사한 미국에 사는 멕시코의 라스 아니마스(Las Animas) 

의 사람들은 대부모가 되기 위해서 먼 여행도 마다하지 않으며， 이들 

대부모들은 거처， 일자리 구하기 등에서 상호 협력한다. 

6，나가며 

산 안드레스를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농촌 지역은 가족 중심의 사 

회로 공식적인 어떤 친척조직도 형성하지 않는다. 깔뿔리에 기반한 

원주민 공동체는 정복의 과정에서 토지 동의 물적 토대를 상실하였 

고， 이와 함께 깔뿔리의 기본 사회구조인 친척도 약화 · 소멸되었다. 

정복이후에도 가족과 친척관계는 개인들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로 일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씨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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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족과 같은 규범화된 제도와 조직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 정복 

후 소멸된 원주민의 친척조직 동의 꽁백을 메우면서 퉁장한 꼼빠드라 

스고는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의 혼합(mestizaje)의 결과로 사회 · 문 

화적 환경과 부딪치면서 형성 · 변화되어 온 역사척 산물이고， 또한 

지금도변화하고있다. 

정복과정에서 신대륙에 유입되었던 꼼빠드라스고는 원주민들에 의 

해 변형 · 창조되면서 현재의 체계로 발전하였다. 식민지 초기의 꼼빠 

드라스고는 서구의 카톨릭 국가에서처럼 세례， 견진례， 성체， 결혼에 

서 대부자 관계를 축으로 한 의례적 후원관계가 중심올 이루었다. 그 

러나 점차 삭민지 후반으로 오면서 사랍 외에 점차 성상 퉁을 비롯한 

물체들을 꼼빠드라스고 체계에 포함시키면서 대부자 관계보다는 대 

부모 관계가 중요시되는 라틴 아메리카적 독특성을 획득하기 시작하 

였다. 꼼빠드라스고는 단순히 원주민 친척관계를 대신하는 의사친척 

관계의 한 종류에 머물기보다는 친척， 우정， 정치 · 경제적 연망이 적 

절하게 포함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 관계망올 형성한다. 각 개인들이 

가족과 친척관계를 넘는 사회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확장성과 유 

연성을 지닌 꼼빠드라스고는 개인， 가족 나아가 공동체 사이에서 공 

식적， 의례적，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과 분리의 메커니즘 

으로 라틴 아메리가 사회와 문화의 핵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빠드라스고의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여전 

히 꼼빠드라스고의 이상적인 유형과 현실의 차이， 대부모 선택에 있 

어서의 유형과 기준， 친척과의 관계， 대부모간의 의무와 제재의 특 

징，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간의 차이와 특정，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점， 사회변화에 따른 꼼빠드라스고 역할의 변화， 용어， 꼬프라디아 

(Co뼈día) 그리 고 까르고 체 계 (Cargo System) 와 같은 사회 -종교적 

조직과의 관계， 꼼빠드라스고가 라틴 아메리카적 속성올 획득한 식민 

지 시기의 정치 · 경제적 , 사회 · 문화적 맥락 동에 대한 더 많은 연구 

를필요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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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ruction and characters of compadrazgo system 
in a Mexico peasant society 

Kim, Se-Gun 

This study analyses how the corr뼈drazgo is constructed in daily life in a 

mexican peasant society, San Andres de la Cal, Morelos. Secondly 1 will 

observe characters of the compadrazgo structure and it's function and role. 

The social structure of San Andres de la Cal, such as other Latin

American societies, is based on family. Moreover this society does not have 

formal kinship organizations. The spanish conqueror transformed 

indigenous societies based upon Calpulli. In this process the traditional 

kinshi p rela디on was weakened and replaced by the system of catholic ritual 

kinship sponsorship which centered in the padrino-ahijado dyad. The 

compadrazgo system that we know today is an acculturative complex 버at 

has been σansfonned and created by na디ve people. In 버e colonialization 

with the extension of sponsorship to images and material objects, this 

system began to transcend the padηηo-ahij，αdo dyad and increasingly began 

to shape the compadres-compadres dyad. The compadrazgo is a 

mechanism of integration and separation that has made possible 

construction of ritual and social relation. The compadrazgo 원stem is the 

first distinctive aspect of Latin America social sσu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