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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리판 가흘릭의 성쪼 이미지와 어머니 역환: 

부활절 의쩌l룹 중심으로1) 

김민정* 

1. 룹어자는말 

필리핀 농촌 마옳의 부활절 기간은 특별하다. 펑상시에는 거칠 것 

없이 활달하고 말의 절반이 농담이던 사랍들의 울음과 혼절， 심지어 

펴훌립율 보는 것은 너무도 낯설어서 사리판단이 맺을 정도이다 2) 부 

활절 필려핀 사회흉 뒤덮는 아우라(aur’a)를 어떻게 설명황 수 있을 

까? 이 글은 필리핀 빠시온(P.째10η ， 예수수난사) 텍스트에서 나타나 

는 성모의 이미지와 부활절 고행의례에서 여성이 담당하는 역활올 통 

해， 신파 사랍간 위계의 모호성과 모성의 강조가 연판되눈 맥락율 분 

석하고자한다. 

로마 가흘랙의 조직과 교려는 세계 어디서나 단일하지만， 종교적 

실행의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필리핀에서 가톨릭은 1521년 마첼란이 

*서옳대 비교문화연구소 

1) 이 끌올 읽고 유악한 도움말융 주신 익명의 심사위훤룰에거l 감사드린다. 

2) 이 글에서 인용되는 훨리핀 농촌 마올의 사혜는 훨자가 박사화위 논문흩 위 

해 1997년 11월부터 1999년 5월까지 납부 후손(Luzon) 지역인 빈도로 

(Mindoro) 동부의 바!E. 마율(가병)에서 행한 현지조사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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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한 순간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 인구의 83%가 가톨 

릭 신자이고(NSO 1995: 21 1),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가톨릭 

국가이다. 그러나 필리핀 가톨릭에서 가톨릭의 요소들. 예를 들어 성 

수， 십자가， 기도문， 성지(聖技， pa.빼'0$) , 각종 성상， 가툴릭 의례의 

각 절차 등은 일상을 초월하거나 분리되어 사용되기 보다는 주술적 

목적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된다Qocano ， 1967: Demetrio , 1978). 오늘 

날 필리핀 사제들은 스페인 이전 시기에 뿌리를 둔 총체적 세계관， 

성스러운 존재와 감각적인 방식으로 조우하는 것， 성모와 여러 성인 

들， 나사렛 예수와 아이예수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신섬 등을 진지 

하게 고려하지 않고서 필리핀 선학을 논할 수 없는 점을 인정한다 

(Mercado 1997). 

즉 펼리핀 가톨릭은 개종 이전의 애니미즘(animism)과 결부된 여러 

특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측면은 제설혼합적 가톨릭( syncretistic 

Catholicism) , 토착 가톨릭 (folk Catholicism) , 필 리 핀 가톨릭 (Filipino 

Catholicism)등의 용어로 표현된다. 이러한 용어의 선택은 연구자의 

종교적 그리고 학문적 정향을 일정 정도 반영한다. 거칠게 대별하여 

본다면， 역사학자들은 펼리핀 가톨릭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설 

혼합주의를(McCoy 1982: Schumacher 1984) , 신학적 입장에서는 토 

착 가톨릭을(Demetrio 1978: Vergote 1982) , 인류학자들은 필리핀화 

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Qocano 1967: Mülder 1992). 

용어 선택의 문제는 필리핀 가톨릭이란 가톨릭 교리 안에서 애니미 

즘적 요소가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톨릭적 요소가 애니미즘의 

체계 안에서 사용되는 것인지라는 논쟁과 관련된다. 린치 (F. Lynch) 

는， 제설혼합적 가톨릭은 스페인 이전의 애니미즘적 실행과 믿음이 

가톨릭의 의례적 요소와 결합하여 정통 가톨릭과는 다른 종교로 분류 

되는 비공식적인 것이고， 토착 가톨릭은 특정한 토착 신앙적 요소가 

교회의 숭인하에 가톨릭 믿음과 가치체계 안으로 수렴된 형태로 비공 

식적이지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구분한Lt(Lynch 1979: 1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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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oy 1982: 25에서 째인용) . 호카노(L.Jocano)는 스때인의 초기 성 

교는 행정중샘지( Cabecera)와 방문지역(낌d따r)에서 별도로 행해졌고， 

후자의 휴징으로 나타나는 교리 지식의 결핍은 주민풀이 가훌랙 개념 

과 상정， 의혜훌 다흔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지척한 

다. 톡립 이후 이러한 구분은 도시 지역에서윤 토짝적 믿쯤이 교회가 

허용하는 의례 안으로 회석된 반면， 놓촌 지역에서는 역으로 가흉릭 

믿옵이 토작적 종교 실행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Jocano 1967: 43-45). 쪽 필리핀 가활릭온 토착적 애니미쯤파 가훌릭 

의 믿움체계률 양 극단으토 하는 스펙트럽으로 파악활 수 있다. 그러 

나 륙정한 종교 실행에 대해 가톨릭의 믿읍 체계에 토착척 요소가 결 

부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률 명확히 판정한다는 것온 쉬용 일 

도 반드시 훨요한 일도 아니다. 

필리판 가훌혀옳 훨리핀화된 측면에 주목하여 해석활 경우， 토확 

믿음체계가 지속회고 있다는 점 외에 현실의 사회판계와 권력 개념 01 

투영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쩔더 (N.M피der)는 필리핀에서 종교 

의 지역화(1없li짧tion， 즉 훨리핀화)는 가쪽판계의 상정적 재현으로 

발전하였고 개인과 가족의 필요에 부용하는 종교 의례롤 중심으로 발 

전하였다고， 쩔명한다. 대표적인 예로 성인숭배 양식온 현실세계에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올 대하는 정서 및 권력관계와 일치한다고 분석한 

다(Mülder 1992). 카넬(F. C때nell)윤 부활절 의례 중 예수 장례식 똥 

에서 나타나는 신과 사랍간의 위계관계는 가톨릭 꽁식교리와 달리 협 

상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올 지적한다. 그는 교 

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례의 수행도 토착척 믿옴체계에 기반하 

고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 가홉릭의 제셜혼합적 성격올 강조한다 

(Cannell 1999) . 

띨리핀의 부활절 의례는 예수와 성모에 대한 숭배이며 교회가 인정 

하는 의례양식이지만， 필리핀 가톨릭의 제설혼합척 성격올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Pertierra 1997: Chap.2) ,3) 펼리훤 가톨릭의 재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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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성격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신과 사람간의 위계를 모호하게 

만드는(being ambiguous) 방식이 주목된다. 하나는 정치경제적 불평 

동을 빚을 지고 빚을 준 호혜적 관계처럼 인식하는 우땅 나 로용 

(utang ηa loob: 마음의 빚)이 종교 세계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일 

레또(R. lleto)와 라파엘(v. Ra옮메이 주목하였듯이 호혜성 개념은 가 

톨릭으로의 개종과정이나 종교의례를 통반한 식민지배 저항과정 속 

에서 위계를 모호하게 또는 전복척인 방식으로 인식하는 수단으로 사 

용되어 왔다(lleto 1979: Rafae11988) , 카넬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의 

의례적 표현， 언어구사， 감정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방의 모 

티브는 열등한 위치의 사람들이 열망하는 위계의 수평화 또는 전복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Cannelll999) , 

위계가 모호해지는 다른 방식은 식민지배 이전 사회문화적 특징인 

상대적으로 명퉁한 성 위계가 가부장적 종교인 가톨릭올 통해 구조적 

변형을 겪게 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스페인의 지배 이전 필리 

핀 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필리핀의 토착사회는 

양변 친족 사회로 상대적으로 성 평동척이며 성간 경계 넘기가 허용 

되었다(Reid 1988: A뼈nson & Errin맑on ， eds , 1990) , 또한 가톨릭이 

들어오기 이전 영매이자 치료사， 산파의 역할올 담당하는 바바이란 

3) 종교에서 새로운 요소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추가하는 것이 더 쉽고 사회적 

동조를 얻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성스러움은 새로운 질서로 동화 

되지 않는다면 이단판정올 받게 된다는 점 둥은 제셜혼합이 이루어지는 과정 

의 특정이다(Rappaport 1999: 337) , 오늘날 세계 종교를 받아들인 모든 지역 

에서 종교는 전파와 개종과정 속에서 제셜혼합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가톨릭 역사 자체도 제설혼합의 산물이며， 특히 부활절은 가톨릭이 

유대교의 여러 요소를 포괄하여 성립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부활 

절을 뭇하는 단어 (Easter)는 북유럽의 새벽여신(Eoster)으로부터 온 것이며 , 

의례적 요소는 일종의 봄축제인 유대철 (Passover) 에 기원하고 있다 

(Rappaport 1999: 336-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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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aylaη) 이라 불려는 사체의 역활윤 주로 여성이 담당하였다 

(McCoy 1982: 154; Salazar 1996). 토착 종교에서 풍장하는 다양한 신 

의 성(性)윤 명확하지 않으며， 창조선화에는 양변친쪽의 원리가 반영 

되어 대나무에서 남매가 함께 출현한 것으로 설명된다(Demetrio et al. 

1991: 45). 오눌날， 영매나 전통 치료사의 다수는 여성이고 가쪽과 

마올에서의 종교의례 수행자도 여성이다(검민정 2002a) . 펼려편의 종 

교세계는 가족과 친족판계의 메타포롤 통해 떤식되며 (Mülder 1997) , 

성평통적이고 에고중심으로 친족관계률 인식하는 양변생의 원리는 

(김민정 2002b) , 여성과 아이가 종교세계의 위계와 권력관계에셔 중 

요한 매개척 역활올 담당하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성명뚱 

적인 훨리핀의 토착 문화책 토양 속에서 가부장척 종교인 가톨릭의 

성 위계 (gender hierarchy)는 변형의 여지률 가진다. 

이 글에셔는 농촌 마을외 부활절 의례에서 나타나는 성모의 이미지 

와 어머니로서 여성이 담당하는 종교적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휠려핀 

가톨릭에서 위계가 모호해지는 휴면을 생 (gender)의 관점에서 분석하 

고자 한다. 성모숭배나 여성이 종교활동올 담당하는 것은 놓촌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는 토착문화의 성 평동성이 반 

영된 것씬가 아니면 여성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인가? 이 글은 이상과 

같용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이 간단명료하게 제시될 수 없읍올 보여주 

게 될 것이다. 종교의 제셜혼합적 측면용 특청한 권력판계가 휘치한 

역사적 맥랴에 대해 질문하고， 지배에 대한 대용이 보다 복잡하게 그 

래서 모호하게 구성훨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훨리핀 가톨릭에서 봉헌을 바치는 신적 존재는 누구이며 

신자뜰은 어떤 방식으로 이틀과 판계를 맺고 유지하는지， 부활절 예수 

수난사에서 성모는 어떻게 인식되는지， 부활절 고행의 의미눈 무엇이 

며 여생은 어머니로서 어떤 역활올 담당하는지， 그리고 필리핀 가톨릭 

의 성모 이미지와 가족과 마올 단위의 종교 의례릅 책임지는 여성의 

역할은 서로 어떻게 판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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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톨릭 혼령과 위계4) 

1 ) 가톨릭 혼령 

필리핀 농촌 마을에서 개인， 가족. 마올 수준의 종교의례는 신부나 

교회의 도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제도교회는 충분한 권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사제의 수가 부 

족한 것에 기인한다. 제도교회의 의례와 일상적 종교 실행이 서로 완 

전히 분리되어 있거나 대립하는 것은 아니며， 농촌 마을의 일상적 종 

교 실행은 제도교회와 토착신앙이 양극단을 이루는 스펙트럼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다. 가톨릭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토착신앙의 혼령범주 

는 단순해졌고 그 이미지는 스페인 사랍이나 혼령 이미지와 혼합되었 

4) 이 글에서는 필리핀의 가톨릭과 토착 신앙체계간의 연결성올 파악하기 위하 

여， 가톨릭에서 규정하는 신성을 가진 모든 사망한 존재들을 ‘혼령’으로 표 

현하고자 한다. 여기서 혼령은 spmt 또는 supemanrral being에 해당하는 용어 

이다. spirit은 신(神) . 귀신(鬼神). 혼령(塊靈) 등으로 번역 가능하며， 귀신 

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사전척 의미에서 귀신은 “일반 사불과는 

다른 존재양식을 지니면서 인간의 길흉화복올 결정하여 숭배와 경외의 대상 

이 되는 존재 또는 권능”을 의미하며 죽은 사람의 혼백 뿐 아니라 자연이나 

사물의 귀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htφ:νpremium.britannica.co.kr/b。νtopic?article_id=b02g3318a) . 그러 나 오늘날 

일상어에서 신은 기독교의 유일신올， 귀신은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을 흘리는 

사악하거나 환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혼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혼령은 가톨릭의 성모， 예수， 성인처럼 

인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급의 spirit올 일걷는 말로는 

부적당해 보이지만. (산 사람과 구분하여) 가톨릭의 spirit을 토착 믿음체계에 

서 중요한 조상의 영혼이나 기타 영척 폰재와 함께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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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작 훈瓚앓織機훌폈책꿇훌훌훌 ι響짧짧 j없쩡f횡훌 쩨시되지 않눈 
데， 이는 동확 훌흉A輔헬 짧짧」뺨φI 뼈휩뤘 짧찌행Jl짧 수 있다， 반 
면 가흩릭훼 훌햄總 3짧 ... :f'째경혜 학짜쩨활 구협획l!. 있올 뺑만 아 
니라， 꽁식 짧빼빼1빼행않췄활 쩌쩨쭈훌 딴째 휘쳐뺨따. 
마을 사랍훌훌~l 獲확혔 'il홉흥흩홉 홈i생흩 ::J.햄 야나 샘5ζ꿇 형 상화되 며 , 

성스러훈 장소빼 騎繼， 훌홍챙홈!91뼈짧-*}에 따합 ̂}댐툴과 상호작 
용올 한다. 權책 혔획J었繼 뺨짧빽환 챙웬상화 생짧l짧 모셔놓·는 션 
반이 있으며.훨훌 챔짧緣빼~; φ빼 빼씌F， 활쭈， 11짜 성인의 상올 

모신다. 경쭈헥 L除화"1￥~ ~헬 뺑￥빼ø 71캘1 c빼쩨갖:훌훌 찌해 놓기도 하고 

가까훈 이웃했웹활 햄짧 @훌빼굉￡톰i:lI.lc써 /생장옳 1i!.씨 11도 한다. 마율 

전체를 위한 jí!구 쏘홉 3표j해빼써쓴 생인혜수의 이미치가 강조된다. 

필리핀 가활력의 혼령뚫용 생(驚. santo !f.눈 srmta)이라는 접두어가 불 

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뉘어 진다. 예수와 성모에께는 “성" 접두 

어가 불지 않윤데 이블 이훌이 다혼 성띤(聖A)툴파 달리 신성(神性) 

올 가진 우위의 존재임훌 의미한다. 어른 예수는 예수Oesus) 또는 주 

예수(Paη쟁inoun 칸짜d<r뼈ψ라 활려고， 성모 마리아는 동청녀 마리아 

(까r밍nM때f 또는 Bi채eη Maria) 또는 어머니 마리아(M때laM쩌r)라 

고 불린다. 아이 예수는 성스러운 아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인 산또 니 

뇨(Santo Niβ0)라 불리어 어른 예수와는 달리 성인 집단으로 분휴된 

다. 기타 성인들온 성자률 뜻하는 스페인어인 산또(Santo: 남성형)나 

산따(Santa: 여성형)흉 이륨 앞에 불띤다. 가률릭 교회에서 71도룹 활 

어주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유얼무이한 창조주 하나님이고， 성부와 성 

자와 성신의 삼위일체활 표방하지만， 사랍들은 모습올 상상활 수 없 

는 하나님에게 보다는 성상(聖像)으로 이미지가 가시화된 어흔 예수 

와 성모 마리아， 아이 예수， 그리고 기타 성인률에게 기도훌 E리고 

도옵윷 j생한다. 

베르고떼 (Vergote)는 생상올 대상으로 한 성안 숭배가 발짤한 것은 

필리핀 7}훌릭의 주요 특정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여기서는 신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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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정제단 

총을 구하기 위해 신이나 예수와 가까운 사람을 매개자로 하고， 매개 

자와는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도움파 보호， 위안을 구하 

기 위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매개자로 선택한다(\εrgote 

1982: 17-18). 

2) 예수와성모 
어른 예수는 필리핀 가톨릭 혼령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며， 마 

을 사람들이 접하는 이미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십자 

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는 피 흘리는 나신의 예수인 “십자고상(十字 

苦像， σucifixation)" 이다. 이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극적인 변화 단계 

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며， 이 때 예수의 힘이나 신성은 추상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이와 대조를 이루는 것은 부활하여 천상에서 신의 

아들의 지위로 돌아간 ‘예수 성심상(Jesus of Secret Heart)" 이다. 단색 

의 소박한 의상을 입고 신앙심을 표현하는 빨간색 하트모양의 심장을 

보여주면서 차분한 눈으로 사랍들을 응시하는 예수의 모습은 신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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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 강조하윤 자애로운 신의 분위기이다. 이논 달력에 가장 짧아 실리 

는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올 사랍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미지이기도 하다. 반면 십자고상을 가지고 있는 집용 상당히 드훌다. 

세 번째는 관 속에 모셔진 “사망한 그리스도(Saηto Eiηψero ， Dead 

Christ)" 인데， 펼리핀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에서 고흉받는 예수나 부활 

한 천상의 i영온한 예수보다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필리 

핀 교회에서처럼 마올 교회에는 가시면류관올 쓰고 고통스런 표정으 

로 죽읍올 맞이한， 그러나 자주빛 벌로드에 뺀짝이는 화려한 망토폴 

입은 예수가 유리관 속에 모셔져 있다， 앞의 두 이미지와 달리 죽온 

그리스도는 성모나 아이 예수， 기타 성인의 성상처럼 다루아진다. 즉 

사랍들윤 일상척으로 창아와서 관 속 예수의 옷파 톰을 만지고 춤복 

을 빌며， 부활주간 중 성 금요일(Good Friday) 예수 장례식 때에는 새 

로 옷을 갈아 입히고 장례행렬올 본 딴 프로세션올 행한다. 다륜 예수 

의 이미지가 정적이고 추상척인 것과 달리 사망한 그리스도눈 성상 

〈그립 2) 사망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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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숭배되는 다른 성인들처럽 신자들 삶의 주기 속에서 살아 움 

직인다. 

사망한 그리스도와 달리 성상의 형태로 모셔지고 일상적으로 숭배 

되는 예수는 아이의 모습을 한 산또 니뇨(Soηto Niño) 이다. 예수는 신 

적 존재이지만 아이 예수에게는 산또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예수보다 

낮은 위치의 성인으로 숭배한다. 소년이면서 왕의 모습인 산또 니뇨 

는 스페인에서는 16세기경에 퉁장하며， 거의 동시에 필리핀으로 들어 

온다. 1521년 마첼란이 필리핀의 세부에 도착하여 지역의 통치자인 

라자 후마본(뼈iah Humabon)의 아내 영세식 때 나무로 만든 산또 니 

뇨상을 전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N얹5 ， 1992: 62). 마젤란이 살 

해 되 고 40년 이 지 난 후 로페 즈 데 레 가스피 (Miguel Lopez de Legaspi) 

의 탐험대가 다시 세부를 찾았을 때， 이들은 소나무 상자에 모셔진 

산또 니뇨상을 발견하고 이곳에 필리핀 최초의 가톨릭 교회를 지었으 

며， 이후 산또 니뇨 숭배는 필리핀 전역으로 퍼져나갔다(Ness ， 1992: 

〈그림 3) 산또 니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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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 . 산또 니뇨외 대끓쩍 이미지윤 금빛 짱뤘어I 훌훌홉 망토， 부츠 

룹 신은 중셰 귀황자 확장외 어원 황(baby 앓ng)훼 모습이지만， 평복 

에 밀짚모자흘 환 맨벌 놓부 풍 다양한 .5'..좁.2..흘 포셔진다. 산또 니 

뇨는 특히 병윷 낫꺼l 해주거냐 혼옳 벌게 해쭈윤 흔채로 여겨진다. 

어륜 예수와 닿려 산!E. 니뇨는 어휩아。1 의 숨진함과 천근함으로 조용 

히 사랍들올 도와주며， 죄에 때뺨 반성파 창회의 부땀으로부터 사랍 

들을 해방시칸다. 죽 어룬 예수와 존재짜 결뿌휩 훤집나촉최 교리에 

대한 부담 없이도 얘수롤 숭배짧 수 있게 해훈다 

마올 사랍줍어 접하는 성모의 이띠지는 예수에 비해 보다 다양하 

며， 다옴 세 가지로 분류해불 수 있다. 첫째눈 “중세 풍의 모자(母 

子)" 이미지로 초기 마톤나(Early Madonna)냐 영훤한 구원의 어머니 

(Our Lady of Perpetual H밍p) 그랩， 다양한 형태의 모자 성상이 여기 

에 속한다. 둘째는 성상의 형태로 보급된 파티마 성모(Our Lady of 
Fa마na)나 로데스 성모(Our Lady of Lourdes)로 ‘’아기 예수가 풍장하 
지 않는 처녀” 분위 71 의 성모상이다. 셋째는 필리핀 용모와 복장으로 

아기 예수와 함께 있논 모자상， “바랑가이 낭 비르헨 (Barangay ng 
Birhen)" 이다. 이는 1949년 네그로스 옥시덴탈에서 나병환자인 도밍 

고가 성모의 부홈올 받고 그린 그림이다 이후 이 그림윤 마을 묵주기 

도(block rosary)의 상징으로 채택되어 민도로까지 전해졌다. 바또 마 

을에는 1974년경 도입되는데， 당시에는 독일인 신부가 마윷 묵주기도 

의 상징으로 이미 파티마 성모룹 도입한 상태여서 밀려났다가 1985년 

경 민도로률 답당하던 필려핀인 주교의 요청으로 다시 도입되었다. 

성모 이미지는 예수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그렴， 

성상， 떼활， 묵주， 기도문 퉁올 통해 숭배된다. 성경책 보다 묵주나 

묵주 기도책올 소지한 가구가 훨씬 더 많다는 점 역시 성모의 중요성 

올 재확인시켜준다. 또한 성경책은 보통 자녀의 첫 영생체 때 교회에 

서 나눠준 것으로 이률 집에서 읽는 경우는 드물지만. 묵주 기도책은 

매일 밤 행하는 개인 기도나， 장례식， 망자 기도， 마올 묵주기도 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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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바랑가이 낭 비르헨 

서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마올내 이웃 공동체 수준의 종교행사에서도 

성모 숭배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꽃의 오월 (FWres tk Mayo)에는 한 달 

동안 저녁 내내 성모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꽃을 바치고，5) 

성모의 달 시월에는 마을 묵주기도가 보다 활성화된다. 

3) 필리핀 가톨릭과 위계 
필리핀 가톨릭에서 위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가 

톨릭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토착 혼령과 가톨릭 혼령간에 형성된 혼령 

간 위계이며， 다른 하나는 혼령과 사람간의 위계이다. 가톨릭 도입 

이전 필리핀 애니미즘은 다른 동남아 지역과 함께 인도 종교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최고신인 바딸라(batha.μ)를 위시하여 종 

5) 지역에 따라 성스러운 십자가의 시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산타 크루산(Santa 

Crusa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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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청치 개념올 나타내는 많용 단어가 산스트리트 어원옳 가지고 

있다(McCoy 1982: 157). 가톨력으로 개총하면서 자연환경파 판련된 

혼령은 가톨릭 성인으로 바뀌고 토착 기도문윤 가홉릭 기도문으로， 

생활주기와 판련된 의례는 가톨릭 의례로 바뀌었다Oocano 1967: 45-

49) . 

마올 사랍들의 생활과 행 · 불행에는 여전히 비가옳력 혼령이 개입 

되지딴， 이들의 모습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비가톨릭 혼령 

중 조상혼령올 포함한 불특정한 영척 기운올 가르키는 노노(mmo)는 

원래 특정한 형상으로 상상되지 않으며. 산도깨비와도 같은 까쁘리 

(capri)나 홉혈귀와도 같은 아스왕(aswa:η~)의 모습에 대한 상상윤 말로 

전해질 뿐 구체적 형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톨릭 혼령윤 

교회가 팡인한 그림이나 성상의 모습율 가진다. 즉 비가롭릭 혼령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산 사랍률파 함께 살고 있다면， 가훌릭 혼령은 

보이는 모습으로 깎 가정과 예배소， 교회에 모셔지며 산 사랍들파 함 

께 산다. 한편 비가흘릭 혼령은 선파 악율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 사람에게 선한 일올 하도록 또는 악한 일올 거두도록 적절히 달래 

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톨릭 혼령은 본디 선한 존재이며 이들에게는 

산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비와 도움올 베풀어 달라고 기도훌 드리꺼 

나 고행올 약속하게 된다. 오늘날 비가톨릭 혼령들온 산발적이고 서 

로 무관한 존재툴로 흑정한 위계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가훌랙 혼 

령은 종교척 혐의 최종 근원인 하느님과의 판계에 따라 예수와 성모， 

기타 성인 순서라환 확실한 위계 구조률 가진다. 자체 서쩔 구조나 공 

인된 외양윷 갖추지 못한 비가톨릭 혼령은 가톨릭 혼령의 뛰계구조 

밖에 위치하며， 가톨릭 혼령보따 낮은 위치률 접한다. 

그러나 비가훌릭 혼령파 가훌릭 혼령간의 우위만으로 펼리핀 가훌 

릭이란 토착 줌교 요소가 가훌릭 종교 체계에 가미된 것이라고 판청 

할 수 없다. 종교의례의 실행동기나 혼랭옳 대하는 방식에 주목활 경 

우 애니미즘적 믿옴체계가 종교 실행의 토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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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한다. 가톨릭 혼령과 사람과의 관계맺기 방식은 비가톨릭 혼 

령과의 경우와 유사하며 이런 점은 필리핀 가톨릭의 제셜혼합적 성격 

을 보여준다. 카넬은 비콜(Bicol) 지방의 현지조사를 통해 실제 장례 

식과 부활절의 예수 장례의례의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필리핀에서 예 

수는 공식 교리에서와 같이 신처럼 존재하기 보다는 그 누구보다도 

능력이 우월한 토착 샤먼으로 간주된다고까지 해석한다. 특히 죽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는 지상에도 천상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역(關， 

1in따lality)의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Cannell ， 1999). 이런 점은 가 

톨릭으로의 개종이 근본적인 믿음체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 

톨릭이라는 새로운 종교적 상정이 도입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로 해석된다. 이에 교리보다는 실행에， 신심을 드러내는 기도와 봉헌 

에 치중한다는 점은 필리핀 가톨릭의 주요 특징올 구성한다(Alegre 

2001) . 성인들을 매개로 한 기도와 봉헌 등 종교적 실행은 절대자에 

대한 복종보다는 축복을 대가로 신에게 바치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며 

우땅 나 로옵에 기반한 불평퉁한 사회관계와 유사성을 가진다. 

3. 빠시온 텍스트와 성모 이미지 

1 ) 필리핀 빠시온 

필리핀 사회전체를 통해 부활절 기간은 일년 중 나머지 기간과 확 

연히 구분되는 종교적인 시간이다. 특히 농촌 마을의 부활주간은 마 

을의 일상적 벅적거림이 사라진 다른 세상처럼 느껴진다. 성목요일 

이후에는 방송의 오락 프로그램도 중지되며， 선거 유세기간이라도 유 

세차량과 선거운동원들의 발길은 완전히 중지된다. 교회에서 부활절 

은 채의 수요일(Ash \\εdnesday)의 미사에 참석하여 이마에 재의 십 

자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바또 같은 농촌 마을에서는 이 

웃집의 빠바사(pabasa) 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빠바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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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창조부터 예수의 좁융까지률 기확한 빠시온 (P.째lon : 예수수난사) 

을 노래하며 밤윷 새우는 부활철 고행의례 중 하나이다.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빠시온 텍스트의 원조는 1703년 프련시활리 

아이면서 6) 예수회의 인쇄꽁으로 일하던 필리핀인 아키노 드 뺑렌 

(Gaspar Aquino de Belen)이 쓴 젓으로 당시 교회의 검열을 받았다. 그 

의 책운 1585년에 발간된 카르투시오(Ca냄1Usian) 수도사의 판본에 

근거하였지만， 아키노는 성경올 알지 뭇했다고 하며 그의 책에는 출 

처를 알 수 없는 많윤 여야기들이 가미되어 있다. 책의 중칸 중간에 

는 그가 화자의 역활윷 자처하여 이미 진행된 이야기활 정리하고 교 

훈올 제시하는 “아랄(aral: 배워야할 점)"이 첨부되어 있눈데. 이는 

필려핀 빠시온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접이다. 이후 빠시온은 여러 

지방어로 번역되었는데，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텍스트의 훤불은 아키노 드 벨렌의 것파 다소 차이가 있는 까사이사 

얀(Casay.찌aη ηang Pasioη~ Mahal ηi }lα찌7stong Pan깡'noon Natin na St.κ'fIt 

Ipag-alab naη'g puso ntmg Sinomang Babasa: 제목온 “모돈 사람이 열정의 

마윤으로 배우는 우리 주 예수의 고귀한 고난에 대한 이해”라는 뜻이 

며， 이하 까사이사얀이라 칭함) 판본이다. 이 책은 1814년 마닐라 주 

교에 의해 공인되었고 이후 여러 지방어로 번역되었으며 번역파쩡에 

서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각색된다(RafaeI ， 1988: 194: Javellana , 

1988: 11-19) , 

까사이사얀 판본은 아키노가 챔가한 아랄옳 이어받았고 확융옳 토 

착적으로 전따하고자 한다는 접에서 아키노 판본의 기환시각파 얼치 

하지만， 구성파 동장인물의 성격에서 다소 차이룹 보인다. 륙히 예수 

6) 이들 프린시뿔리아는 스혜인 시기의 지역 헬리트총인 전직 고베르나도시오 

@빠11찌n뼈fos)나 토지세훌 납부하던 하급관료 또는 서훈자로 선거권과 피선 

거권용 가지고 있었다. 고때르나도시오는 프린시활리아에 외해 선출된 타훈 

의 행정권자률 칭하는데， 이 명정윤 이후 알칼데 (aIC做)로 바뀌었고， 다시 

까뼈딴 뮤니시활(αψ'itan municipa!)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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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성모의 성격 변화가 주목된다. 아키노 판본에서 예수는 죽음올 거 

두어 달라고 계속 청하고 결국엔 천사가 내려와 셜득하는 퉁 매우 인 

간적인 모습으로 나오지만， 까사이사얀 판본에서는 마치 하나님처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알고 곧 바로 대응하는 신성이 강조된 

다. 보다 흥미로운 변화는 성모에 대한 서술인데， 아키노 판본에서 

성모는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고 다른 조연급 중 한 명으로 취급되었 

다. 그러나 까사이사얀 판본에서는 성모의 비중이 높아져서， 성모의 

일생에 대한 서술은 여러 점에서 예수의 일생에 대한 서술과 유사한 

구조로 전개된다. 성모의 출생은 예수처럼 미리 예견되었고， 성모는 

하나님과도 직접 일대일로 의사소통을 하며， 예수만큼이나 고통스럽 

게 그의 죽음을 대리경험하고， 사후에는 스스로 부활의 기쁨을 경험 

하고 아들인 예수와 천상에서 재회한다. 단 성모는 예수와 달리 하나 

님의 뭇을 미리 알고 다 받아들이는 신성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지 않 

을 뿐이다Uavellana ， 1988: 33-36). 

성모의 비중과 위상이 강화된 것은 상대척으로 성 명동적인 토착 

사회에 여성에게 불리한 가부장척 식민지배가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 

치게 되었음올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새로 구축된 정치경제 영역 

에서의 여성 배제와 소외가 종교 영역에서 여성 이미지와 역활올 강 

화하는 방식으로 천환되었올 가능성이 었다. 

2) 빠시온의 모자관계 
일래또는 빠시온의 텍스트에서 필리핀 사회의 전체성은 ‘어머니와 

아이 간의 연대’ 를 통해 그려지고 있으며 , 이들은 ‘사랑파 우땅 나 로 

옵으로 묶인 자기충족적인 우주 를 형성하지만 다 자란 자녀가 집을 

떠날 때는 위기감이 고조된다는 점을 지적한다(Ileto ， 1979: 104-

105).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 비밀결사(katipunan) 저항운동에서의 

입회식， 안명안명 (aηting-antÌ1땅， 부적)의 사용， 시와 노래 둥과 같은 

의례와 상정에서는. 스페인의 치하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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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ng Bayaη) 훨려훤윤 성모로， 위협에 빠진 모국옳 구하기 위해 혁 

명군율 이끄는 지도자와 추종자들은 예수로 비유훤다. 여기서 빠시온 

올 읽는 주체는 비밀결사 운동원들이며， 빠시온에서 예수가 구훤올 

위해 결단올 내려는 장면이나 감정상태 둥은 조직의 군가 동에서 반 

복적으로 강조된다(Deto ， 1979). 이렇듯 필리핀 빠시온에서 예수의 

언행과 그 의미는 성모와의 관계와 밀접히 판련되며， 예수와 성모는 

비슷한 비중올 차지하는 두 주인꽁이라고 활 수 있다. 

빼시온에서 성모와 예수의 모자관계는 예수가 자신01 신의 아룰입 

올 알게되면서， 그려고 하나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랍들의 죄를 대 

신하여 처행될 것올 받아툴이면서 변화한다. 여기서는 빠시온에서 예 

수가 성모률 거역하는 두 장면올 흉해 필리핀 빠시온의 모자판계와 

성모 이미지훌 분석해보고자 한다. (1)은 12살아 된 예수가 사훌 동 

안 집에 둡어오지 않아 걱정하던 성모가 그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 

견하는 대목이며. (2)는 성 수요일 (Mierkoles saηto)에 이상한 기훈올 

눈치챈 성모가 예수에게 떠나지 말라고 하면서 대체 무엇올 계획하고 

있는지 묻는대목이다. 

(1) “막내야. 나의 아률아， 

왜 나와너의 아버지에게 

이련 월옳하는젓이냐? 

우련 너률찾아 

바보처럼 혜매고 다녔단다 

우리가행한어떤 일이 

너의 마홉에 안훌어 

우리훌 떠나고자 한 것이냐? 

삼일동안너훌찾느라고 

우리는 정신이 없었단다” 

Btmso，1m씬'tmgAl빼kko 

mω ‘t뼈배뺑뼈n 'l1W? 

ako ’t째빼ung뼈U1'f1W 

parlmg 띠blnatotoo 

tng paghahanap sa 씬o? 

Anong쩨뼈Ig na，뺑Ig짜Ia 

빠wlmg di 'l1W mìnagfJl뼈111， 

at 빼앓n훌 h'ImI없뼈Iay ka? 

ta，뼈ngarrrwn빼뼈rsa 

n'tmgsa iyo ‘핸pag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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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예수는 Sμmagot kapagkaraka 

동정녀 어머니에게 si Hesus sa Birheng lna, 

다음과같이 말한다 ito ang ipinagb빼a; 

“여인이여， 왜 babae bakit baga 

나를찾았습니까? ako ’y 셈ong kinikita? 

내가떠난다하더라도 D따inangang 빼ngalam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느님올 kahit 빼0’'y wnalis man, 

따르는것 외에 ψtalaakoηgparrnηMη 

다른 곳에 가지 않을 것임을 kundi sa pa，뺨mod μmang 

당신은 이미 알지 않습니까?" sa Diyos Ama kong mahal 

그가이런 말을했을때 Nagi{’'y ma~뺑옐‘Jit 

동정녀는한마디 ang Birhe 、'y na umimik, 

말도할수없었고 siH때!lS agad kinawit,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데리고 ni Maria at ni Hosep 

바로 나자렛의 집으로 톨아갔다 at mrwi na sa l'싸saret. 

사랑받는예수는 Lumalaki aræw-araw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고 itong찌 Hesus na mahaJ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n빵ni't hindi sinusuway 

아버지와어머니의 명을 angutosna 때opaman 

어긴 척이 없었다 ng 찌찌tinang ma，뺀Ilng 

(중략) 

다시 말하면 Strmak，때찌oidngabaga 

(우리의) 아버지인 예수는 itong si Hesus na Ama, 

자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totoo mang D~뺑S짜 

요셉과마리아를 sumunod at tumaJima 

따르고복종했다 kay Hosep at kay 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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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에 대한) 요씹파 따리야의 Atangboαngpaηininta， 

일상적 보호와사랑운 pagkakaliηrga tu'Wina 

그들의 마음속에서 ni Hosep at ni Maria 

잠시라도조끔도 ka써’t 뼈n따y 써 ’1IIgbtrWa 

줍어둔척이 없었다 sa뼈~ni/ang 뼈kψa 

〈아랄(배워야활 정)) (ARAL> 

오， 부모에게 불복종하는 0 , 때aknamapa.웰'lWay 

자식틀이여 saama’tinang ma.뺑뼈'g， 

여기 현명하신 주가 행하신 ditoay뺏ngpa;빵M빼m 

겸허한행흉융 mga gtrWang k뼈'IÙJ，째n 

깊이 숙고활지어다 ηitong Diyos ηa ma.싸mt 

(Cruz, 1994 [Ki:뼈'SII')'aη， 1814]: 34-35; 390절-394절， 필자번역) 

(2) “내가 마치 Para kong naaanintrw 

너의 미래훌 보는 것 같구나. ang 빼ng뼈rating 뻐rhay， 

조만깐종말이 다가오고 뼈va ito'y kata，짜raη 

대낮의 훤한 태양이 팔 철 것처럼 at 삐빠I용 na 뼈pagJ났wan 

여겨지는구냐. angm찌i1lmag M armu. 

그래서 지끔나는너에게 KayanfJI쟁on ang hingi ko, 

두 가지 요청훌 하려고 하니 따뼈pαngbagaysa 셈0， 

제발내 발올틀거라. m찌~nn細ansanaako， 

이젓이 떠나려는 너에게 하는 pahimakas ko na ito 

나의 작별인사이다. Obμ1ISO， sa pag-alis 'lfI(), 

내 사량인 냐의 막내에게 Anghin!횡 kinguna-뼈111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부탁온 sabunsoko ’ takingsiηta， 

지금 떠나지 얄라는 것이다. huwag 빼ng μ쩌o η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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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서 유월철올 at diÞJ kanama뺑'(lS!ma 

지내고나서 떠나거라. bai뽕 m뺑뼈찌~hi따. 

내가너에게 간구하는 Ang kalawang hiT.뺑 ko 

두번째 부탁온 na inoo/a sa 씬o 

대체 바리새인들이 너에게 akonama ’ y tilpatin"'ω”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 anoang 째'SIl saryo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것이다>> n앤ongmga야rireo? 

예수가 세상애서 가장 심한 슬픔에 잠긴 Nagkay Ili없fπamartn.땅 

어머니로부터 이런 다정스런 말올 듣자 yαmψ뼈ng matiltamis 

그는 더 이상 참아내 기도 niyong 1nang nahahapis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져서 

다음과같이 대답한다. 

dinabatil’'t di natiis, 
찌magot siya 't na.뺑lit. 

“어머니， 언제나 저를 편안하게 돌보아주신 1na ko, aηiyaηgημhal 
사랑하는 어 머 니 na aking kaginhawahan, 

어떻게 제가 anopapo 뼈gangbagay 

슬픔에 잠긴 성모(Rαm ， La며r)에게 angsukatmαng ;，빼따1찌 

복종하지 않올 수 있겠습니까? saPIαmnanaluJmη17ay.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생ayon po ay naganap na 

죄 를 사하려고 제가 기 다려온 angaγaψ πaakingpiiμ 

바로 그날입니다 nangpagsa，빼 ko sasa/a: 

어머니， 오늘 이후 SimUJa πa ito, 1na 

우리는 서로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ηg di natin pagk야ÌfiJ 

(중략) 

.. 진정하세요， 어머니 Mngdð뻐따 angina ko, 
그리고 제가 아버지를 따를 수 있게 atako1땅a'y tuiutan η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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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락해주세.9.. 

이곳옳떠나는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웰온 없습니다 .. 

(중략) 

“아아， 북되신 어머니， 

여인툴중쭉출나신 분， 

저의 훌발옳 인정해쭈시는 

마지막중표로 

이 당신의 아옳옳 안아주세요 .. 

세상에서 가장 슐픈 말률이며 

죽옵파도 같은 대답이니 ! 
어느 단검보다도 날카로와 

누구툰지 땅으면 

생명줄이 끊어질 돗하니 ! 

마리아가이 말옳률으니 

그녀의 십장용 

빠르게 고동치고 

정신은빠져나가 

거의 죽은뜻하였다. 

뼈
 뺑
 
鋼

Aba lna krmg 711IIpa/ad, 

bukod sa babai:ηIglnhat， 

para ko nang pah.修akfJS，

saakingpa;없)fDlQW bukas 

yakap yaring iyoη~Aηak. 

Wtkana 빼빼ÚJ，앵빼，뼈 

sa맹It na iktrmam4t때! 

daigang빼빼ng뺑뺏L 

na ikikitil ng 뻐:hay 

ng sino 711IIng 11(1.앓'Saktan. 

Nang 71IIIrinig 뼈MIIria 

anggt뺑nnl關tgparir，따a 

dii벼'ib ay kmnaba~kaba 

nalunos 1i찌 kapagdak 

b띠rosm뼈mJ) ang hininga. 

(Cruz. 1994 [:κ찌찌'an. 181써: 78-79: 957절-973절. 펼자 번역) 

이어지는 마리아의 기도는 하나념에게 강력하게 따지고 항외하고 

애원하는 내용이며， 자식의 목숨올 구하는 어머니의 감정이 절철하게 

표현되고 있는 13절 (s않nza)의 긴 분량이다. 이어 하나님은 바로 생모 

에게 약간온 궁지에 몰려 변명처럽 뜰리기도 하는 자상한 답변율 7절 

에 걸쳐 해주는데， 그제야 성모는 하나님의 뜻올 받아 아들 예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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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예수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심의 

표명은 성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성모는 이를 받아들이고 한없 

는 걱정과 슬픔으로 아들의 곁을 지킨다. 예수의 입장에서 볼 때 성 

모에 대한 거역은 성모를 포함한 모든 사랍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것이지만， 성모의 입장에서 볼 때 아들이 자신의 보호 

영역을 떠나 결국엔 죽게될 것을 지켜보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다. 

첫 장면에서 성모에 대한 예수의 거역은 이제 다 자라 어머니의 품 

을 떠나서 자기가 부여받은 인생을 독자적으로 펼칠 것임을 의미한 

다. 여기서 예수는 유일하게 어머니에게 반말을 사용하며 여인이라고 

부른다 7) 첫 장면에서 어머니인 성모를 타인인 듯 대하는 예수의 냉 

냉한 태도는 아무리 그의 신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필리핀 독자의 관점에서는 낯설고 당황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인 듯，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예수는 언제나 복종했다는 것과 또 부모는 예수를 마음 깊 

이 사랑했다는 언급이 덧붙여진다. 또한 “아랄(배워야할 점 r에서는 

자식틀에게 부모에 대한 복종과 공경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다 

소 혼란스런 서숨은 펠리핀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가 성장한 

7) 이러한 점은 두 번째 장면에서 예수가 어머니에게 경어체(‘때”라는 존청어) 
를 사용하고 각종 수사여구를 덧붙여 어머니라고 부르며 신격화하는 호칭인 

“Pαm 을 사용하는 것과 대조된다. 따갈로그어 Poun윤 주로 예수와 하나님에 

게 사용되는 칭호인데， 이에 대한 영어번역은 lord. master로 (Tagarog Eη!glish 

Dκtirm찌y: 1061) 우리말로는 주(主)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빠시온에 

서는 예수나 하나님에게도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호칭이 성모에게도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성모에게 이 호칭이 사용될 경우에는. Javellana의 영역처럼， 

Lady로 번역된다a avellana. 1988). 일반적으로，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Pan뺑oon(Poon과 같은 돗)이나 Ama(Father) 의 칭호를 공유하며， 성모는 

lna(Mother)로 볼리기는 하지만 Paη뺑mη이라고 불리지는 않는다. 

.ι 



훨리핀 가훌릭의 성모 이미지와 어머니 역할: 부활절 의례훌 중심으로 245 

자식외 톡립옳 발아훌인다는 것이 얼마나 햄툰 얼인가훌 보여훈다. 

그러나 자식용 어떤 식으로든 독립옳 해서 어머니의 폼옳 떠나야 하 

며， 필리휩 사회에서 개인의 우주훌 이루는 모-자녀 판계라는 중심 

연대에는 이러한 모순이 내채되어 있다. 

한편 두 번째 상황운 이련 모순올 어떤 식으로둔 해결하고 모-자녀 

판계라는 연대의 축옳 보존하여 개인의 우주률 존속시키는 것이 이상 

적임을 보여준다. 예수는 성모의 두 가지 요청 중 두 번째 것에 대해 

서는 어머니의 총2책올 예견하면서도 사실대로 답함으로써 복종한다. 

첫 밴째 것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으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융옳 

호소함으로써 어머니의 동의훌 구하고자 한다. 성모는 예수의 말에 

충격을 받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심정이 되는데， 결국 성모가 예수의 

말올 받아뚫이게 되는 것은 예수가 훤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직 

접 하나님에게 절문하고 항의하고 호소한 후 그의 대답옳 듣고 난 후 

이다. 전반적으로 빠시온에서 예수는 성모에게 아뜰의 위치훌 점하고 

있다. 성모와의 판계에서 예수의 신성은 다소 모호하게 그려지며， 성 

모의 위치는 예수의 신성만큼이나 강조된다. 성모는 예수에 의해서 

‘’P때’으로 불려지고! 예수와 동풍하게 출생의 파정에 대한 셜명이 

제시되며， 성주감 똥안 예수의 고난에 대한 묘사에서 성모외 아홈파 

슬폼윤 상당한 비중올 차지한다. 예수의 고난윤 성모와 예수의 장황 

한 대화률 흉해 그려지 31 ， 예수는 죽은 후 사훌만에 부활했옳 때에 

성모에게 제얼 먼저 나타나 고하며， 성모는 사후 천상에서 예수의 옆 

자리에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3) 풍세 라틴 빠시온고}의 비교 

필리핀 빠시온의 라턴어 원본인 12-16세기 중세 휴럽 빠시용에서 

성모는 필리핀 빠시용의 성모와 완전히 다른 이미지이다. 중세 라틴 

뼈시온에서 성모는 고흉에 대해 극도로 수동적인 반용옳 보이눈 여성 

으로 나타나며 도덕적이지만 현실파 동떨어진 이상화된 모범으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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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다(Bestul ， 1996: 4장).8) 예롤 틀어 예수의 섭자가형 장변에서 성 

모는 한편4로는 무기력과 수동성올， 다론 한편으로는 관습올 거역하 

고 자신의 욕구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욕망올 분출하면서 극도의 긴장 

과 모순을 연출한다. 성모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그 아래 

서 함께 죽겠다고 반복적으로 감정올 쏟아내고， 예수를 신의 아들이 

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신랑， 나의 아들， 그리고 나의 모 

든 것이라고 칭하며 함께 죽고싶다는 심정을 토로한다. 예수의 시신 

을 접하고는 그를 안고 싶어하면서도 충격으로 인해 몸올 제대로 가 

누지 못하여 손으로 허공을 가르다가 바닥에 실신하고 만다. 예수의 

시신은 남성 사도들에게 넘겨지며 성모는 다른 여인들의 부축을 받아 

요한의 집으로 들어간다(Bestul ， 1996: 129-133). 

그러나 통일한 장면에서 필리핀 빠시온의 성모는 슬픔올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의연함을 유지하고 사도들에게 필요한 명령올 내리는 존 

재로 그려진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본 성모는 차마 눈뜨고 보 

기 힘들다며 장문의 고통올 토로하지만 어머니의 위상을 견지하며， 

예수는 하나님께 원망의 말올 하면서 사도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Cruz, 1994: 164-165). 예수가 숨올 거두자 남성 사도들은 십자가에 

서 시신올 내려도 되겠느냐고 성모에게 허락을 구한 후 시신올 내려 

바로 성모에게 가져다준다. 성모는 예수의 시신올 무릎 위에 놓고 장 

문의 애통함을 표현하고， 이어서 요한과 막달레나도 애통해한다. 남 

성 사도들은 다시 성모에게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 묻어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구한다(Cruz ， 1994: 170-172). 즉， 필리핀 빠시온에서 그려지 

8) 이러한 성모의 이상화에 대한 여성주의척 해석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뀐다. 

하나는 여성을 고상하게 그려냄으로써 지위를 높이는 것처럽 보일 수도 있지 

만 사실은 성모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여성혐오(misogyny) 

의 맥락에 놓인다는 비판이며 , 다른 하나는 여성혐오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이지만 통시에 이에 대한 저항이 통일한 텍스트 내에 공존하고 있다는 입장 

이다(Bes삐， 1996: 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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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모는 충세 유럽의 성모 숭배에서 나타나듯이 순결한 성성율 강 

조하는 여성 이미지가 아니며， 가부장척 관계에서 확총하고 현신하는 

수동적 어머니로서의 여성 이미지도 아니다. 빠사용 전반올 흉해 성 

모는 자식인 예수의 혼경파 사랑올 받는 어머니의 위치률 확고히 보 

여주며， 숭배의 대상으로서도 예수와 거의 맞먹는 신적인 위치률 차 

지하고있다. 

4. 부황쩔 빠바사와 어머니씌 역활 

1 ) 빠바사 
빠바사는 이장애서 셀명한 뼈시온 택스트활 밤새워 노래하는 가족 

또는 마올 공통체 의례이다. 바또 마올에서 빠바사는 가장 많윤 사랍 

틀이 참가하는 부활절 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 1998년 부활 주간 중 

에는 전체 가구의 1/6 정도 (또는 마올 성인여성의 1/5 청도)가 자신 

의 집이나 남의 집 또는 교회나 예배소의 빠바사에 참가하였다. 빠바 

사는 신에게 도움옳 요청하면서 제시하는 약속인 빵아꼬(pangako)의 

형식올 띤 부활절 교l행의례 (pmitensya)에 속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플 때 빠바사롤 10년간 활 테니 낫게 해달라고 도움올 요청하고 대 

신 치르는 고행인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힘뜰게 아이의 대학교육올 

끝냈거나 고생 끝에 새집용 지었거나 활 때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행하기도 하며， 일년간 집안의 명안올 위해 매년 판습척으로 

행하는 경우도 있다. 다옴은 1998년과 1999년 바또 마올에서 참여판 

찰하였던 빠바사의 진행파정파 상황에 대한 개팔이다. 

빠바사는 보홍 오후 1시쯤 시작하며 쉬지 않고 밤 새워 진행되며 다융 

날 오전 6시경에 끝난다. 명균 6-12명으로 유지되는 집단윤 성훤률이 교 

체되더라도 전체척으로는 노래가 끊기지 않도록 하면서 213쪽 분량의 



248 김민정 

책 전체를 다 끝내야 한다. 빠바샤 장소는 방안이거나 베란다일 수도 있 

으며 집이 좁으면 마당에서 하기도 한다. 커다란 테이불 가운데에 성모 

상이나 산또 니뇨상， 꽃， 춧불 둥을 차려놓고 주변에는 책을 받칠 베개 

를 둘러놓으며， 테이블 위로 전기불을 끌어오거나 정전을 대비하여 (또 

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는) 가스랜턴을 단다.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책을 들고 오며 테이블 위의 베개에 책을 받쳐놓고 앉는다. 참가 

자는 둘씩 짝을 지어서 화음을 넣어 노래하는 식으로 한 절 (stanza)씩 읽 

는데， 한 쌍의 노래가 끝날 무렵 그 끝을 이어 받아 바로 다른 쌍이 노래 

를 이어나가는 식으로 진행된다. 빠바사에 능한 .전문가들’ 은 주로 나이 

든 여자틀이며， 목소리가 청아하고 음악적 감각이 있는 사랍들은 환영 

받는다. ‘전문가들’ 은 같이 호홉을 맞추는 파트너가 있어서 부활절 내내 

함께 이집 저집으로 불려 다닌다. 참가에는 원칙적으로 남녀노소의 구 

분이 없다. 바딴가스 지방에서는 남녀가 쌍올 이루어 부르는 것이 전통 

이라고 하고， 사마르(Sarnar) 지방에서는 아이들은 참가하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나 바또 마올에서는 그런 관습이나 금기는 보이지 않았다. 마 

을에는 ‘전문가’ 급에 해당되는 남자도 두 명 있었고 이 중 한 명은 상당 

부분을 암송하고 있었지만， 참가자 다수는 나이 많은 여성들이고， 밤길 

을 호위하기 위해 함께 온 남자들과 아이들은 잠시 끼었다 빠졌다 하는 

식으로 참여하였다. 부인들이 빠바사를 할 통안 남편들은 마당에서 카 

드놀이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아이틀은 밤새도록 흥분하여 자기네끼리 

놀다가구석에서 잠들어버리곤하였다. 

주최측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그리고 통반자들에게) 셰끼의 식사와 간 

식， 술 둥올 접대한다. 고기를 금하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로 생선 반 

찬올 준비하고， 빵과 파자. 국수 둥올 간식으로 준비한다. 빠바사 테이 

블에는 성대를 보호하기 위한 생강차와 야자나무 식초인 수차(찌ka)에 

담근 생강， 잠을 깨기 위한 커피와 사당이 계속 오른다. 술이 둥장하는 

경우도 혼히 있는데， 테이블에 남자들이 들어올 경우 술을 요청하기도 

하고， 여자들끼리도 종종 술을 마시며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술이 등장 

하고 야심한 시각에 남녀가 함께있는 사교적 분위기 때문에 과거 서양 

신부들은 빠바사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였다. 마을에서 사교적 성격이 

강한 빠바사는 두어 집 정도로 드문 편이었고， 대부분은 편안하고 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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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빠바사 

한 종교썩 분위기였다. 다옴 날 새벽 동훌 무렵이 되고 책의 마지막 쩔 

에 이르게 되면 사랍률윤 주최측 안주인율 불러와 노래하게 하고， 참가 

자 모두가 훌아가면서 마지막 구절올 반복하여 읽고 나면 드디어 한해 

의 빠바사는 끝나게 된다. 빠바사가 끝나면 사랍뜰윤 모두 펀안하고 즐 

거훈 표정으로 모여 앉아 아챔식사를 한다. 아첨식사가 끝나면 주최휴 

의 안주인운 참가자뜰에게 과자나 떡 동올 담은 옵식봉지를 싸주는데， 

부자집이 주최률 하였을 경우에는 티셔츠나 생필품 풍 별도의 선촬을 

주71도 한다. 

빠바사 의례에서 고정훤 형태나 규범은 없으며， 략조， 진행장소나 

유형， 참가자의 생벌이나 나이 둥은 지역마다 상당히 차이홉 보인다 

Oavellana , 1988: 5). 놓촌이라도 정치적 중심떤 군 지역에서는 남성 

의 창여와 주도가 종가한다. 그러나 바또 마융 같이 평범한 농촌 마 

율의 경우 참가자 대부분윤 나여둔 여자들이며 주최측으로서 접대하 

는 역할도 남편이 아닌 부인이 담당한다. 

빠바사를 주최하는 것은 밤올 새워 사람들올 대접해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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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야지만. 여퍼 명에게 채 끼 식사와 간식을 제공 

하는 것은 가계에도 상당한 후람에 된다. 중상충에서조차 빠바사를 하 

고 싶어도 돈이 없어셔 뭇한다는 아야기훌 종총 톨게된다. 그러나 홍 

미롭게도 중하충에서 빠바사훌 더 많야 하는 ;영향이 었다. 농촌 마을 

의 중하층이 경제척 부합빼도 불구하고 빠바사훌 환다딴， 여는 미사에 

나가거나 병훤에 다날 시간이나 돈이 없71 빼훈애 무리훌 해서라도 일 

년에 한번은 가족의 안녕율 위한 총합의혜로서 행하논 것이다. 매년 

빠바사를 하는 집에서는 일년 내내 톰륨이 쌀율 비축하거나 농산물을 

내다 팔아 돈올 모으며， 가족과 친척들의 부조훌 받기도 한다. 

대개의 경우 생활수준에 비해 븐 지훌옳 했용에도 활구하고 주최측 

과 참가자 모두는 빠바사홀 하고 나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이야기한 

다. 빠바사에 능하여 여러 집에 불려 다니는 아주머니들은 부활절이 

되면 평균 10건 이상의 빠바사에 참가하는데， 이는 한 달여 동안 삼 

일에 하루 팔로 밤생을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모두가 일상적인 농사 

나 잡일， 집안 일을 하기 때문에 밤을 새면 다음날 험이 들어 일을 못 

할 것 같은데도， 빠바사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몽은 더 가뿐해지고 

정신도 맑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답의 내용은 믿기 힘든 것이었 

지만， 여러 사랍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해주었고 빠바사에 적극적으 

로 참가하는 사랍들도 실제로 평상시의 일과를 그대로 하고 있었다. 

참가자들에게 빠바사 시의 심정을 질문할 경우 나이가 든 ‘전문가급’ 

의 경우에는 마음이 편안하다는(maaluwtm) 대답이 지배적이었는데， 

말 그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고행”올 행하는 것이다. 그 외에 슬프 

다거나(malungk，찌) . 겁이 난다(natatakod) . 기쁘다(masaya)가 있었고， 

“예수나 성모의 고통에 공감하고 통정한다(nahahabag at naawa)" 는 대 

답도 있었다. 빠시용 택스트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는 마리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와 만나는 장면， 마리아가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예수를 본 장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장면 (paghuhukum )이 

지적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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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또 마훌외 빠바사 참가자 중 쪽청파 옵색이 좋은 예날팝 병외 

‘전문가급’ 아주머니 집단온 빠바사훌 통해 비친쭉 여성 판계망올 형 

성한 예이다. 01들은 마올 외곽의 대규모 부재지주 농지의 소작인으 

로 20여년 전 마옳에 이주해 왔고 무토 중하충 농민이며 애초에 서로 

는 친척이 아닌 이웃판계였올 뿐이다. 그러나 10년 이상 서로의 집에 

빠a싸훌 다니띤서 스스로률 “사마한(sa微:han: 회[創)"이라고 부활 

정도로 결속력옳 가진 판계훌 형성하였다. 이들윤 빠바사훌 해주러 

가면서도 상대방의 경제사정올 걱정하여 쌀옳 부쪼하기도 한다. 보흉 

친척이 아니라면 빠바사률 해주는 것만으로도 종교척 부조가 되는 것 

이므로 경제적 부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상대의 빠바사에 겸 

쩨적 부조률 하는 것윤 가족이나 친척과 휴사한 판계임올 보여주는 

것이다. 서로의 자녀들은 연애률 하기도 하고 결혼에 성공한 경우도 

있어서 이흘은 실제로도 친척판계로 변화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틀은 일감올 나누거나 함께 하는 노동집단이기도 하다. 

육체척 고단함파 겸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빠바사롭 하는 이휴는 

현설의 고룡파 이률 극복하고자 하는 간쩔한 바램이 있기 때문이다. 

한 집에서는 빠바사가 끝나가는 새벽 무렵 마지막 구절을 읽으러 나온 

안주인이 혼철하기도 하였다. 이 집은 간질병이 있는 콘 딸융 위해 빼 

바사롤 하였고 이것이 효과률 가져왔다고 생각한 아이외 엄마는 가싼 

한 집안 형편에도 왈구하고 힘률게 매년 신과 한 약속옳 지키고자 하 

였다. 그러나 성실하지 못한 남편온 부인올 돕지 않고 밖에서 술용 마 

시고 있었으며 아직 젖먹이인 막내는 잠에서 깨어나 젖옳 보쨌다. 부 

인은 밤새도룩 아이 짖 주랴， 사랍틀 식사 대접하랴， 낀장하여 바삐 용 

직이다가 새벽녘에 마지막 철올 읽다가 긴장이 풀리며 실신한 것이다. 

9) 카넬(C때nell)이 조사한 비콜 지역에서는 “가장 눈물옳 쏟게 만드는” 장면으 

로 성모가 예수의 판융 차마 묻지 못하고 슬퍼하다가 판뚜껑에 못질옳 하고 

률로 막는 장변이 제시되고 있다(C쩌nell ， 1999: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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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바사는 마을 여성들의 부활절 고행방식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이 

며 대부분의 빵아꼬는 부모나 자식， 배우자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다. 

참가자 여성들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예수의 고통뿐 아니라 그를 바라 

보고만 있어야 하는 성모의 고통에 ‘공감 하며， 나아가 그들 모자를 

.동정’ 한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겪고 부활한 예수와 역시 천상의 성 

모가 되어 아들과 재회한 마리아의 힘에 경외를 느낀다. 빠시온의 마 

지막을 장식하는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자신들 

의 고행의 대가가 현실세계에서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2) 고행과 도움의 요청， 어머니의 위치 

부활절에는 빠바사 외에도 다양한 고행의례가 행해진다. 그 중 하 

나는 특정 교회로 순례를 떠나고， 교회 입구에서부터 제단까지 무릎 

으로 기어가 바닥에 십자로 엎드려 기도를 드리는 고행이다. 바또 마 

을에는 17세기말 스페인이 지은 거대한 교회유적이 있어서 부활주간 

에는 주변 지역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한다. 마을 사람 중에서도 

무릎으로 교회 안올 걸어들어가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 

었고 대부분은 여자들이었다. 학교 여선생 한 명은 딸이 말을 안 듣 

고 아버지와 불화를 일으키자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자신 

이 고행을 하였다. 차가운 교회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던 중 실 

신하였고 깨어나서는 예수를 보았다고 회고하였다. 남자들은 십자가 

처형 직전 예수의 고행을 문자 그대로 모방하기도 한다. 마을에서 아 

직까지 행해지는 것은 빡함빠스(paghtmt，따)라고 불리우는 채찍질이 

다. 이는 얼굴을 가리고 마른 바나나잎으로 벗은 몸을 가린 채 대나 

무 조각으로 만든 채찍을 휘둘러 자신의 동올 때리면서 맨발로 걸어 

가는 고행이다. 무더운 부활절 맹볕의 땅을 맨발로 결으며 자기 등에 

피를 내는 이 고행은 주로 젊은 남자들이 행하며， 여자와 아이들은 

빠시온을 읽으며 뒤따른다. 한편， 여자들에게도 실행이 허용되는 유 

체적 고행으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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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십자로 엎드리기 

부활철 고행의례윤 예수와 성모의 고통에 대한 꽁감이며， 자신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예수와 성모가 공감하고 도움올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종교척 체험이다. 부활절 고행자틀이 규정하는 자신과 예수 

또는 성모와의 판계는 현실세계에서 불평둥한 위계에 있는 사랍 간의 

상호 관계와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 사랍들에게 예수와 성모는 부 

모이기도 하고， 정치 · 경제적 자원을 많이 가진 후원자이기도 하다. 

자식은 부모의 도용옳 받아 살지만 대신 부모률 촌경하고 되갚올 수 

없는 우땅 나 로옵융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렴 (Hollnsteiner ， 1973) , 

후원자에게 도용을 요청하는 대신 그률 위해 충성섬윷 보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서버스룹 제꽁해야 한다(Scott ， 1972). 이와 같윤 맥락에 

서 사랍활윤 예수와 성모에게 도웅올 요청하고 그것에 상용하는 신섬 

올고행으로실행한다. 

가쪽의 건강과 안녕옳 책임지는 어머니 여성은 가쪽올 대신하여 예 

수와 성모에게 도움올 청하는 위치에 있올 뺑딴 아니라， 예수와 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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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확합빠스 

의 고통에 공감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 여성은 자기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과 친척의 부활 

절 고행의례를 행하고 돕고 나누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빠바사는 

초상이나 기일(룹、日)시의 망자기도를 드리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부과된 종교적 역할을 여성들끼리 상호부조하는 필리핀 

화된 가톨릭 의례라고 볼 수 있다. 

빠바사에서 나타나는 여성간의 상호부조적 성격은 계층에 따라 다 

소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든 예처럼 중하층에서 빠바사의 주최측과 

참가자의 관계는 명백하게 평둥하고 상호부조적 성격을 띤다. 그러나 

부자집의 빠바사는 현실 영역에서의 불명등과 종교 영역에서의 의존 

관계가 교차되어 묘한 조화와 균형을 연출한다. 부자집의 빠바사는 

차를 보내 먼 곳의 친척들을 데려 와 음식 대접을 거하게 하고 선물 

을 나눠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에 후원자의 베품처럼 보이는 측 

면이 있다. 그러나 빠바사는 주최측이 자신의 빵아꼬를 지키기 위해 

함께 고행을 해 줄 사람들올 모아야만 거행할 수 있으며， 주최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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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뜰에게 옵식올 때접하면서 정성올 들인 빠바사가 잘 끝나킬 바 

랄 뿔이다. 따라서 알상생활 속에서는 참가자률에게 현실적 도움율 

주던 주최측이 빠바사에서는 종교적 도용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집의 빠바사에서는 가1냥한 참가자라도 당당하게 

이것 저것 요구하며 주최측이 제공하는 읍식과 서비스， 선물올 편안 

하게 받아률인다. 

부자인 주최측과 가난한 참가자 사이에서 현실적 도움과 종교척 도 

융이 상호교차하는 방식으로 인해 빠바사와 같은 의례 상황에서 양자 

간의 위계는 모호해진다. 주최측이 참가자틀에게 융식윷 제공하고 끝 

난 후에 션물윷 주는 것운， 가진 자의 베폼일 수도 있지만 고마웅의 

표시이기도 하다. 유사하게， 예수와 성모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모 

방하는 고행자들에게 신이 베풀어야 하는 은총은 신성올 가진 젤대자 

의 당연합이 아니라 신섬올 보여준 것에 대한 일종의 웅답이자 대가 

인 것이다. 부활절 고행의례에서 신과 사람， 의례 참가자들 사이훌 

특징짓는 호혜성은 ‘도용을 줄 수 있는 사람올 ’도움을 주어야 하 

는’ 사랍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표현되며， 그런 점에서 위계의 성격용 

모호하게 만든다， 이러한 위계의 모호성은 성모숭배와 의례에 참가하 

는 여성간의 판계에서 보다 묶정적이다. 가족 종교활동의 주땀당자언 

어머니 여성에게 성모는 친끈하고 개인적 판계룰 맺기에 적합한 신적 

대상이다. 친척과 이웃의 종교의례에 참가하여 함께 기도훌 드리거나 

빠바사를 해주는 여성간 종교적 상호부조 관계에서 쩡치 · 경제 · 사 

회적 지위로 인한 불평풍온 모호해진다， 

5. 맺는말 

종교에서 혼령의 햄온 사람들의 우위에 있다 사랍률운 다양한 상 

황 속에서 다양한 동기릎 가지고 적정한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혼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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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능한 방식으로 도웅을 청한다. 필리핀 가톨릭에서 사람틀은 예 

수와 성모， 성인들에게 꽃과 초를 바치고， 기도를 드리고， 고행을 행 

한다. 종교세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현실세계의 정치경제적 

불명동은 의미를 상실하며 가족관계의 도덕을 혼령에게 요구한다. 즉 

혼령이 필요해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웅을 필요로 

하니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대신 사람들은 우땅 나 로용 

으로서 신앙심 또는 믿음을 간직한다. 

부활절은 종교세계의 도움올 얻기 위한 감정적 호소가 극적으로 표 

출되는 시기이다. 부활절에 사람들은 예수와 성모의 고통을 모방하고 

공감하는 고행의례를 통해 자신들의 신앙심을 보여주고 반대급부로 

예수와 성모의 도움을 구한다. 그러나 여기서 신앙섬은 빠바사를 하 

면서 “예수의 고통이 안타깝고 불쌍하다(Naaψa ako sa Paηginoon 

Hesus!) "는 마음가짐이다. 즉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의 고통에 대 

해 “죄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안스러워”하고 “동정” 

하고 자신의 고통과 “병렬”시킨다. 특히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는 여 

성에게 아들을 잃는 성모의 고통에 대한 심정적 모방은 자연스럽다. 

어머니 여성은 성모와 예수의 모자 관계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관계를 

투영하며 고행의례를 통해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성모와 예수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즉 부활절 고행의례는 도웅이 필 

요할 뿐만 아니라 도움 받아 마땅한 상황임을 감정적으로 압박해내는 

종교 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의 부활절은 필리핀 가톨릭이 기반하고 있는 두 종교체계， 

가톨릭과 토착종교의 공존과 이러한 공존의 모순이 가장 잘 드러나는 

절기이다. 많은 다른 지역의 가톨릭과 달리 필리핀 가톨릭에서 부활 

절 의례의 핵심은 일요일 아침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부활 이전의 죽음을， 그리고 죽음 이전의 고통을 모방하고 강조 

하는 고행 의례가 부활절을 특정짓는다. 교회의 공식의례에서도 부활 

절 일요일 새벽 성모와 예수가 천상에서 상봉하는 것을 재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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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낱례의 정점이 된다. 부활옳 기리지만， 고흉파 쭉옵， 그리고 천 

상에서의 모자상봉에 더 초점올 두는 펼려핀의 부활절 의례는 훨리핀 

가톨릭의 흑색올 잘 보여준다. 이러한 종교의례의 토착적 변형용 외 

부 종교와 이어l 동반한 지배환경에 대한 대옹의 웰환으로 해석활 수 

있다. 

이 속에서 생모의 위치가 격상된 것과 필리핀 놓촌 마윷에서 어머 

니로서 여성이 종교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의 유사성이 주목됨다. 현 

빠시온 텍스트의 원본(1814년)은 이전의 (1703년) 판본에 비해 성모 

부분이 양적으로 늘어났으며 그 위상도 높아졌다. 즉 이러한 성모 위 

치의 격상윤 가부장적인 식민지배와 종교 질서가 성 평동적인 토착사 

회에 실질적 영향력윷 발휘하는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다. 이에 가톨 

릭의 가부장적 성격으로 인해 토착문화가 보장하던 여성의 지위가 침 

해되면서 종교 텍스트에서는 역설적으로 성모의 위상이 격상하고 성 

모에 대한 봉헌도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가 종교적 활동을 담당하는 것용 필리핀 가족판계에서 특정 

적으로 나타나는 모중심성이 여성의 사회쩍 지위에 긍정척이라는 평 

가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Tanner 1974). 바또 마융에서 여성은 

가족파 마올찍 종교의례를 주관하는데， 이러한 여성의 활동은 어머니 

역할로 간주되며 가족과 지역 사회에서 여성의 영향력과 권위릅 뒷받 

침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종교활동은， 격상된 성모 이미지와 마찬가 

지로， 그 자체가 오늘날 필리핀 농촌 마올 여성의 지위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툴다. 부활절 의례에서 고통올 의례화하는 방식으로 

식민지배구조의 위계륨 감수하고， 성모를 격상하는 방식으로 현실 여 

성의 지위 하락을 보상받는 역사적 과정온， 식민지배 하의 가부장책 

질서가 ‘제셜혼합적으로 부여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어머니가 

가쪽관계의 중심이고 종교적 역할올 담당함으로써 권위흘 가지는 것 

은 식민지배흉 통해 새로 도입된 정치경제적 구조 속에서 여생의 영 

역이 제거왼 것에 대한 대용으로 해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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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톨릭의 성모 이미지와 어머니 여성의 종교활동은 오늘날 

필리핀 농촌 마을 여성의 삶에 도덕과 권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 

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스페인 식민지배와 개종 전후 

필리핀 역사와 필리핀 가톨릭의 제셜혼합적 성격을 고려할 때， 두 요 

인은 상대적으로 평둥한 성위계를 가부장적으로 변형하려는 정치 경 

제적 험에 대한 종교 영역에서의 대웅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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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erarchy, reciprocity, gender, ambiguity 

Virgin Mary and Mother's Role in 
Filipino Catholicism: A Sketch of Lent Season 

MinjungKim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igious context, in which 

'Mother Mary' and 'mothering' are essential parts, in Philippine rural 

village especially during Lent. 

Filipino Catholicism is characterized by sustaining indigenous belief 

system and resembling hierarchical relations in real world. Holy Family is a 

symbol to represent family relationship that accentuates the mother-child 

bond, and VIrgin Mary is deified as close as her son, Jesus. Hierarchies in 

religious domain become ambiguous because there is room for negotiations 

for reciprocally defined relations not only between divine spirits and people, 

but also between participants in ritual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VIrgin Mary image in Passion text and the 

women's mutual networks in performing pabasa (Passion reading), and tries 

to analyze the historical and cultural dimension of ambiguous hierarchies in 

gender aspect. Mary's status as mother in Tagalog Passion text has been 

upgraded further than in original Latin one. It, however, happened after the 

19th Century and reveals that relatively equal gender hierarchy has been 

encroached by patriarchal colonial religion. Matrifocality is one of v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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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elements to characterize a Filipino family, and the mothers' religious 

role reinforces such a tendency. It could be interpreted as a sign of high 

status of women, because religious activities allow women to have authority 

and morality. On the contrary, however, intensified mother's religious role 

may be compensation for eliminating women from colonial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domain, and it shows syncretistic process of applying 

patriarchal colonial social orders onto relatively equal gender system. 

'Deified Virgin Mary' and 'religious mother' are ironic signs showing the 

intricacies of evaluating women's status in historical and cultural set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