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농촌지역에서의 마치스모의 사회적 의미와 변화  주종택  137

비교문화연구 제13집 1호, (2007) pp. 137~17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주요개념> 멕시코, 마치스모, 남성성, 종교변화, 국제노동이주, 경제활동

멕시코 농촌지역에서의 마치스모의

사회적 의미와 변화*

28) 

주종택
**

1. 멕시코 사회와 마치스모

라틴 아메리카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간주되는 남성우월주의

의 한 형태인 마치스모(machismo)는 현대 사회관계의 주요한 특징과 변

화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다움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마치스모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개인에게 동

일하게 적용되거나 인식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서로 상반된 요

소를 포함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남성들이 여성을 억압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도 마치스모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남성이 여성을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하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마치스

모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마치스모에 대한 일방적 정의는 바람직하

지 않다. 남성이 사회를 지배하는 모습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나타나는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041-A0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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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고 성차별도 라틴 아메리카에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

니다. 그렇지만 마치스모가 이 지역의 모든 역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

는 것은 아니라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Gutmann 2003:18). 이런 마치스모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행위는 대부분

의 경우에 역사적으로 고착된 이념에 근거하는 경향이 많다. 실제로 남

성과 여성 사이에 혹은 남성들 사이에 마치스모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개인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의 결과로 오늘날 사회와 가족 내에서 남성의 역할과 의무는 예전과

는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적 이념으로 간주되고 있는 마치스모가 실제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재분석하고 면 하게 규명할 필

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남성 정체성(masculine identity)의 형성과 변화과

정을 검토하면서 이것이 남성들과의 관계,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어떻

게 적용되고 이해되는지를 상세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마치스모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면 

마치스모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과 집단을 선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선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가장 남성중심적인 국가의 하나이며, 인접한 미국

사회와 비교하여 마치스모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지역이다

(Segrest et al 2003:22). 한편 멕시코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폐쇄

적 생활을 지속하여 서구사회의 이념을 쉽게 수용할 수 없었던 농촌지역

에서 마치스모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비교적 전통적 

문화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멕시코 농촌지역에서 마치스모의 문제를 살

펴보는 것이 대단히 유용하다.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에서도 농촌지

역에서 마치스모가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Bull 

1998:25), 멕시코의 농촌지역은 이런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

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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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치스모의 연구관점과 방법

1) 기존연구의 현황과 문제
마치스모의 의미와 발전, 역할, 기능,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의 마치

스모가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지중해에 인접한 

남부 유럽 사회의 가부장적인 전통과 천주교의 남성중심주의적 사고가 

결합되어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식민사회에서 유럽의 정복자들이 

원주민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겁탈하면서 여성들을 비하하는 태도가 확

산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런 연구들의 대다수는 특정한 측면을 

과장하기도 하 다. 예를 들어 본질적으로 연구의 접근방법이 진화론적

이고 생물학적이며 심리적인 설명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Gorman 

2004:43; Wolf and Hansen 1972; Paz 1961; Ramos 1962; Hardin 2002). 

위와 같은 입장을 지닌 학자들은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사회적 성향이나 심리적 조건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서 사

회에서 남녀의 역할과 의무가 달라진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문화

의 유입이나 식민지배 같은 사회변화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성 정체성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관심을 차지하는 역은 마치스모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것이다. 주로 정치적, 사회문화적, 심리적인 분야에 있어서 마치스

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Thomkins 1979; Andrade 

1992; Riding 1985; Oster 1989). 예를 들면 정치적인 행위에 있어서 마치

스모를 활용하는 전략이 여성과 사회를 통제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지를 분석한다. 특히 특정한 정치지도자의 경우 마치스모를 이용하는 

방식에 의해 정치적 향력이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관심을 두

고 있다. 그밖에 사회문화적, 심리적 분야에서 남성들이 마치스모를 내

세우면서 우월감이나 성취감을 획득하여 사회에서 기여하는 행태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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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한다. 

마지막으로는 마치스모의 내용과 성격을 행위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Lewis 1961; Casas et al 1994; Goldwert 1985; Ingoldsby 1991; 

Stevens 1973; Cromwell and Ruiz 1979; Gutmann 1996). 이런 연구에서는 

흔히 마치스모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부수적인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시

도한다. 예를 들면 남성들의 공격성, 성 역할, 용감성, 공격성, 성적 관심, 

지배와 통제 같은 요소들이 어떻게 표현되며 사회적으로 수용되는지를 

알아본다. 대체로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마치스

모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하려는 노력들이 주류를 이룬다.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면 히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마

치스모와 남성의 성 정체성, 이에 따른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태도에서 

기존의 편견과 선입관을 그대로 반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면 마치스모나 남성성의 특징이 시대의 변화나 사회적 상황

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관념이라는 것이다(Hurtig and 

Montoya 2005:189; Gutmann 1996:223). 물론 부분적으로 지역적인 차이

를 파악하려 하지만, 대부분 마치스모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 그

리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런 사실을 고려

하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마치스모와 성 정체성의 

개념은 시기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그리고 각 개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집단

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치스모를 이해하고 이것을 자신의 

행위에 연관시키는 내용과 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 차이를 제대로 인식해야 마치스모

가 현대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마치스모를 논의할 때 여성에 대한 남성의 행위나 사고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성역할의 양극화, 여성의 착취와 통제에 미치는 향에 주목하면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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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의 부정적 성격에 관심을 갖는다(Chant 2003:15; Segrest Romero and 

Domke-Damonte 2003:17). 이것은 남성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이성애

(heterosexuality)와 더불어 동성사회성(homosociality)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2) 새로운 모델과 관점
마치스모나 남성성은 본질적인 내적 특징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Irwin 

2003:xviii).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용감하거나 폭력적이라고 하는 것도 어

떤 대상에게 어느 정도로 그런 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성격 때문에 

남성정체성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Viveros Vigoya 2003:37). 마치스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오랜 역사적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

한 형태로 변화되었고,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집단의 고유한 성격에 의

해 끊임없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Gutmann 

1996:3; Mirandé 1997:17; Sternberg 2000:92).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여건

이나 문화적 요소의 변화에 의해 성 정체성과 기존의 마치스모가 어떤 

향을 받는가를 알아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

하지 않는 마치스모의 특징이 있다면 변화하지 않는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즉, 마치스모를 일정한 사회의 정형적인 이념이라고 설정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를 편견이나 선입견에 따라 보려는 경향이 나타나

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마치스모도 사회의 여러 요소에 의해 향을 받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사회적 환경에서 어떤 요인들이 마치스모와 관계를 갖는

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정치적․문화적 조건이 특정한 사회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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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마치스모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지역이나 집단마다 사회

의 구성요소에는 차이가 있고, 또한 이런 요소들이 마치스모에 미치는 

향의 정도와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일정한 지역

을 근거로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요소를 고려해서 마치스모

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다.

한편 개인과 집단의 성 정체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인의 성 정체성도 주어진 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개인의 성 정체성

은 자신의 연령, 계급, 종족성이나 그밖의 요소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정체성을 하나의 복합적인 사회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성 정체성과 개인이 생각하는 성 

정체성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 내에 한 가지 형태의 마치스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형태의 

마치스모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Fonseca 2003:79; Fuller 2003:141; 

López-Vicu~n a 2004:243). 그런 의미에서 개인들도 하나의 동일한 성 정

체성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복합적 성 정체성을 소유할 수 있다

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멕시코의 남성성과 마치스모

1) 마치스모의 역사적 발전
일반적으로 멕시코의 마치스모는 식민시대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에 의해 스페인의 

원주민 사회정복으로 공격적인 남성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Chant 

2003:15; Irwin 2003:. xxxv). 첫째, 스페인에 의해 정복당한 후에 원주민 

남성들은 수치심과 더불어 정복자들이 원주민 여성을 강간하여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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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것에 대항하여 강한 남성성을 기르려고 노력하 다. 둘째, 식민지배

와 더불어 스페인을 통해 남성의 우월성을 중시하는 유럽의 가부장적인 

요소가 유입되었다. 셋째로 식민시대 이전의 아스테카 사회도 강한 남성

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전통이 식민시대에도 이어졌다. 이런 역사

적 접근은 식민지배로 인해 원주민 남성들이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무

기력해지면서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를 보상받기 위한 정치적 저항

의 하나로 마치스모가 발전되어 현재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Buffington 1997:127; Hardin 2002:16; Mirandé 1997:36).

마치스모가 스페인에 의한 라틴아메리카의 정복의 결과로 발생했다

고 보는 것은 부분적으로 마치스모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도 

있지만, 현대사회의 마치스모를 규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다. 먼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적

으로 후속 세대의 정신세계에 향을 미쳤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으

며, 멕시코의 문화와 역사를 병리적인 것으로 이해하며, 마치스모와 관

련된 사고와 행위가 다른 지역에까지 넓게 확산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한다(Mirandé 1997:56).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존재하는 마치스모의 

문제를 식민시대의 강압적인 정복과 통치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그러

나 멕시코에서 ‘마초’(macho)나 ‘마치스모’라는 단어가 1940년대까지 대

중문화 분야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시대와 마치스모를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게다가 식민시대에 멕시코 지역에서 다른 

지역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독특한 남성성이나 불평등한 남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빌라 카마초’(Avila Camacho)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단어가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Gutmann 

1996:224; Mirandé 1997:65-66)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사실이 더욱 분

명해진다. 

마치스모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멕시코 혁명 

이후이며, 마치스모와 관련된 이념은 국가정체성의 확립과 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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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독립 이후에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다양한 

가치관과 이념이 함께 들어왔다. 계급과 성, 종족성에 의해 엄격히 구분

되던 식민시대의 질서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19세기의 남성성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당시에는 정직하고 충실한 친구이면

서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일을 하는 남성이 멕시코 남성성의 모델이었다

(Irwin 2003:47). 그러나 19세기 말이 되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분야가 많이 생겼다. 예를 들면 여성들의 의상, 행동, 성적 

표현이 남성과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성과 관련된 혼란은 20

세기 초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서 사나운 남성성이 다시 나타나면서 

마무리되었다(Irwin 2003:115). 판초 비야나 에 리아노 사파타와 같이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공격적이며 저항적인 혁명가들이 대표적인 마초

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혁명이 끝난 다음에 마치스모를 적극적으로 평

가하는 작업은 음악과 화 등 대중문화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마초를 신체적인 힘이나 사내다움을 바탕으로 하는 폭력과 남

성지배의 측면보다는 정직, 헌신, 충성, 강한 인성 등의 긍정적인 내적 

요소로 표현하 다(Mirandé 1997:65-67). 1940년대와 1950년대를 맞이

하여 멕시코 화의 황금기에 마치스모를 내용으로 하는 대중문화가 폭

넓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되면서 마치스모는 멕시코의 민족주의와 

국가정체성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용되었다. ‘멕시코적인 

것’(Lo Mexicano)을 찾으려는 혁명 이후의 논쟁은 남성성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했다(Irwin 2003:187). 결국 마치스모는 멕시코에서 국가적 유

산의 일부를 구성하여 국가적 상징이 되었다. 자연히 멕시코는 마치스모

를 의미하고 마치스모는 멕시코를 의미하게 되었다(Gutmann 1996:228).

2) 남성성과 동성애
혁명 이후에 마치스모의 이념이 확립되면서 남성성을 강조하는 과정

에서 동성애에 대한 거부와 비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20년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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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대에 등장했던 여성화된 남성성을 묘사하는 상류층의 근대주의 문

학이 타격을 입었고, 대신에 과거에는 비판의 대상이었던 하층계급의 

강하고 공격적인 남성성이 찬양되었다. 더욱이 동성애가 강한 남성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생각에서 1950년대부터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한층 심해졌다(Irwin 2003:117, 196). 당시에 마초가 의미하는 것

은 남성 사이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비타협적인 자세이며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는 거만함과 공격성이었다. 이런 가정 아래에서 남성적인 것으

로 인정받지 못하는 형태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 동성애자들은 여성적

인 것으로 인식되었다(Carrillo 2003:351; Girman 2004:25, 31). 동성애자

들은 ‘푸토’(puto), ‘호토’(joto), ‘마리콘’(maricón), ‘마리포사’(mariposa), 

‘마리카’(marica) 등 다양한 이름으로 비하되어 불리면서 사회적 불이익

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도 

군대와 같이 남성들로만 구성된 집단에서 마치스모를 중시하면서 동성

애를 비하하 다.

동성애에 대한 마치스모적 접근은 남성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으면

서도 진정한 남성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Carrillo 2003:352). 또한 

남성성을 기준으로 남성을 구분할 때 가장 남성적인 마초와 가장 여성적

인 동성애자라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물론 실제 생활에서 남성성이 양 

극단으로 확연하게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분을 

이용하여 남성성을 판단한다. 동성애가 남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

지만 동성애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

니다. 동성애자들의 성적 행위에 있어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는 진정한 동성애자 혹은 여성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지만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비난이 주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남성의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를 분류하는 특별한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Beattie 

1997:67; Girman 2004:32). 이것을 보면 동성애는 힘의 분배에 의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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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성의 대상보다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Irwin 2003:  

xxiii; Mirandé 1997:137), 동성애자들 중에서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은 자신의 남성 정체성이 의심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4. 조사지의 특징

1) 조사지의 개관
자료수집을 위한 현지조사는 멕시코 오아하카 주의 ‘산 환 델 에스타

도(San Juan del Estado)’와 ‘누에보 소키아팜’(Nuevo Zoquiapam)이라는 

무니시피오(municipio)에서 실시되었다. ‘산 환 델 에스타도’는 스페인어

만을 사용하는 메스티소 마을로서 오아하카 주의 수도인 오아하카 시로

부터 북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

과 오아하카 시는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Pan American Highway) 등 포장

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버스와 택시 같은 교통수단의 이용도 매우 편리

한 편이다. 상당수의 마을 사람들이 오아하카 시로 왕래하면서 상업이나 

다른 경제활동에 종사하며 일반적인 농촌사회의 특징을 잘 유지하고 있

다. 한편 정치․경제의 중심지인 오아하카 계곡에 위치해 있어서 여러 

지역과 교류가 활발하고 외부사회의 향도 많이 받는다. 또한 인구도 

2,500명 정도로 멕시코의 일반적 농촌 마을 중에서 중간정도의 크기를 

지니고 있어서 전반적인 사회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다.

반면에 ‘누에보 소키아팜’은 오아하카 시의 북쪽인 ‘시에라 화레

스’(Sierra Juárez) 산맥에 위치한 산간 마을이다. 주의 수도인 오아하카 

시로부터 54km 떨어져 있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원주민어인 사포테

코어를 사용하고 오아하카 시와도 비포장도로로 연결되고 교통도 대단

히 불편해서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원주민 마을이다. 시에서 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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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기적으로 다니는 교통편은 없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 하는 버

스가 일주일에 몇 차례 다닌다. 오래 동안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폐쇄적

인 생활을 위했기 때문에 비교적 사회경제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을 이

루고 있으며, 인구는 약 2,800명 정도 된다. 

두 마을은 가구 수가 500여개 되고 인구는 2,500명 정도여서 면접과 

참여관찰을 하기에는 대단히 적합한 마을이라고 하겠다. 이 두 마을에서 

1993년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지를 원

주민과 메스티소가 중심이 되는 두개의 마을을 선정한 것은 두 지역의 

마치스모의 성격이나 변화를 대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

례를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원주민 사회와 메스티소 사회가 조금

씩 다른 사회경제적 현실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두 사회에서 나타나는 

마치스모의 문제를 모두 파악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와 마치스모의 관계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2) 조사지의 남성성과 마치스모
조사지역에서 아직도 다양한 형태의 마치스모가 존재한다고 마을 사

람들은 말한다. 물론 남성이나 여성 모두 마치스모가 잘못된 관습이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나 사고가 마치스모와 관련이 있는 지를 

물으면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대체로 남성과 여성들이 동의하는 

내용은 여자나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과도한 음주, 그리고 외도 

그리고 자녀를 돌보지 않거나 남성들의 집안일에 대한 무책임, 그리고 

여성의 활동 역을 집안으로 한정하는 행위 등을 언급한다. 남성들의 

무책임 중에는 가족계획 없이 많은 자녀를 낳는 것도 포함되는 데 많은 

경우에 10명 이상의 자녀를 낳기도 하며 마을에서 자녀가 16명인 집도 

있다. 또한 여성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서 남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

은 일을 다 하면서 여성들에게는 제한이 많다고 한다. 예를 들면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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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축제에 아무런 제재 없이 가지만, 여자들은 집안일을 마친 뒤에 축제

에 참석할 수 있다. 음주의 경우에도 여자들은 술을 거의 못 먹게 하는 

데, 특히 공적인 장소에서는 여성의 음주를 허용하지 않고 다만 축제에

서만 술을 먹게 한다. 여자에 대한 비하도 심각해서 조금 나이가 든 부인

(esposa)이나 애인(novia)에 대해 ‘늙은 여자’(vieja)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심지어 우는 어린 여자에게도 ‘늙은 여자’라고 조롱한다. 통상적으로 여

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들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다음의 산 환 델 에스타도의 예를 보면 마치스

모에 의한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엿볼 수 있다.

마을의 남자 하나가 23년 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살았는데 15년 전에 멕시

코 시로 떠나서 아무 소식이 없다가 5년 전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3명의 자

녀가(22세, 21세, 15세) 있는데 중간이 아들이고 위와 아래는 딸이며 큰 딸만 결

혼했다. 이 남자는 술을 엄청나게 많이 나셨는데 집에는 무척 소홀해서 경제적

으로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 멕시코에서 돌아와서 딸과 아내를 수시로 구

타하면서 자신의 손가락을 마체테(machete)로 잘랐다. 아내가 마을의 관리들에

게 이야기를 했지만 마을의 관리들은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았다. 마을의 경찰

이 남편을 찾아 나섰으나 남편이 산으로 도망가고 없다는 말만 들었다. 여자는 

사회보험 병원(IMSS)에 가서 겨우 치료를 받았다. 여자와 가족은 마을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오아하카 시에 가서 살고 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와서 다

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안 때린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계속 때리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남자는 다시 나가서 소식이 없다

(마르가리타, 57세).

가정 내 폭력이 심한 경우에 여성들은 오아하카의 ‘여성아동보호

원’(Instituto para Protección de las Mujeres y Ni n~os)에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면 남자를 불러서 이혼을 요구하지만 무니시피오에서는 별다른 제

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집안의 문제가 심각해서 여자가 무니시피오에 

보고하면 남자를 1-2일 마을의 감옥에 가두는 데,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는 예전과 같이 여자를 못 살게 구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마치스모로 인해 여성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 이유는 남성들의 



멕시코 농촌지역에서의 마치스모의 사회적 의미와 변화  주종택  149

잘못된 행위에 대해 여성들이 오히려 비난의 초점이 된다는 것이다. 마

을의 한 가정의 사례를 보면 부인은 돈을 벌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시를 

다니며 가정부로 일을 하다가 집은 가끔 방문한다. 초등학교 교사인 남

자는 자주 술을 많이 먹고 길거리에서 술주정을 부리며 다른 여자와 자

기도 한다. 심지어 부인아 집에 있을 때에도 같이 잔 여자와 함께 집에 

온 적도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부인이 집을 

비우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오히려 부인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

다. 이럼 까닭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마치스모의 폐해가 훨씬 크

다고 생각한다.

마치스모에 대한 여성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마치스모를 

하나의 전통적 관습으로 이해하고 복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람들과, 

남녀 사이에 평등이 실현되어야 하며 남녀가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

람들이 있다. 거의 대다수의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

하며 교육을 받은 일부의 여자들이 마치스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고

치려고 노력한다. 마치스모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나이 먹은 여자들

은 오늘날 여성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요즘 여자들은 토

르티야도 직접 만들지 않고 사서 먹는다. 화장이나 하며 좋은 옷이나 

찾으며 일은 안 하고 돈이나 바란다. 내 손을 보면 땔감도 많이 채취하고 

일도 많이 해서 손이 엉망이다. 내가 어렸을 때는 밭에서 풀도 뽑고 가축

도 돌보았다. 지금은 남자들만 밭에서 일을 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놀기

를 바란다. 5, 6월에 씨를 뿌릴 때 매우 바쁘면 밭에 가서 식사를 나르거

나 밭일을 조금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 젊은 여자들은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세탁기 등 편리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려고 한다”(글로리아, 

79세). 

두 조사지의 지역에서 마치스모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가장 문제시하

는 것은 마을의 정치경제적 문제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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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무책임하게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정치행

위는 식민시대부터 이어진 ‘용도와 관습’(usos y costumbres)이라는 전통

적 제도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마을 내의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도 공

민적-종교적 위계체계인 카르고 제도를 따르게 된다(주종택 1998:51-65). 

카르고는 마을에 거주하는 21세에서 60세의 남성만이 참가하여(결혼을 

했으면 18세부터) 3년마다 일년씩 일정한 직책을 부여받아 마을을 위해

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카르고는 경찰, 미화원, 사무원 

심부름꾼 등으로 일이 고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어서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마을의 지도자도 카르고를 담당해야 할 사람 중

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마을의 지도자나 관리가 되기 위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카르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을의 회의에도 참석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신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단이 부족한 셈이다. 여성들은 오아하카의 많은 

마을에서 이미 여성들의 마을회의 참가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주지시키

면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마을의 관리들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남성들만 모이는 마을

회의에서 번번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이런 실정에서 여성들을 위한 혜택

은 많지 않고 가정 내에서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해도 마을의 지도자나 

관리, 치안판사가 모두 남성이어서 여성들을 위한 배려가 별로 없다고 

한다.

다음으로 동거(unión libre)라는 결혼 형태도 여성들에게는 상당한 문

제를 안겨준다. 멕시코에서는 동거도 결혼의 형태로 인정을 해주고 인구

센서스에도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실정에서 주로 경제적

으로 곤란을 느끼거나 결혼식을 하기 원하지 않는 남녀는 보통 동거를 

한다. 따라서 동거하는 부부가 상당히 많은데, 남성들 중에는 동거를 하

면서 아내에게 폭행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

며, 심한 경우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이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 농촌지역에서의 마치스모의 사회적 의미와 변화  주종택  151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성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동거가 과거보다는 줄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남자가 집을 나가 버린 경우에 보통 남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보내주면 여자가 기다리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남자를 찾는다. 요즘은 여자들도 남편을 따라 같이 돈을 벌려고 나가는 

경우가 흔한데 이럴 때에는 아이가 어리면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간

다. 그래서 마을에는 조부모와 사는 아이들이 많은 실정이다. 동거를 하

다가 남자가 그냥 나가버려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다.

마치스모에 대한 남성들의 의견은 대체로 유사했다. 마치스모에 일

부 문제가 있으며, 마을에 마치스타(machista)가 있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

했다. 물론 마치스모가 어느 정도로 남아있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

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마치스타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남자들은 자신들이 질투심이 많아서 여자를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나가면 때린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남성들이 자신을 우습게 여긴다고 주장했다.

마을 내의 남녀 모두 마치스모가 변화를 겪고 있으며 과거와는 상당

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 한다. 지금은 가족 수가 

작아져서 예전처럼 여성들이 집안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며, 밖에 나가

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여성들도 늘어났다. 그래서 의사, 사무원, 

간호원, 비서,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자도 있다. 그리고 교육의 

향으로 늙은 사람에 비해 젊은 남자들 사이에는 마치스모가 약화되고 

있다. 전에는 여자들이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했지만 지금은 이의를 제기

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집에 있어

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여자들은 교육을 받은 뒤에 마을을 떠나서 일을 

하지만 지금은 대학교육을 마친 여자가 결혼해서 마을 내에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마치스모의 변화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더욱 촉진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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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변화와 마치스모

조사지와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최근까지 상대적으로 발전이 느려서 

과거의 사회문화적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향은 

원주민 마을이나 메스티소 마을이나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

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농촌지역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향으로 인한 

생산작물의 상품화, 국제 및 국내 노동이주의 활성화 등으로 외부사회와

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외부사회의 문화나 이념이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조사지에서도 마치스모를 비롯한 성 정체성과 남성과 여

성의 사회관계가 변화를 겪고 있다. 한편 그동안 ‘에히도’(ejido), 혹은 

‘테레노스 코무날레스’(terrenos comunales) 같은 공동토지의 경작을 통해 

공동체적 성격을 유지해오던 농촌사회도 상업, 서비스업과 같은 비농업

소득이 증대하면서 개별적 생산과 소비활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던 사회적 

관념이나 관계가 약화되면서 개인의 판단과 가치관이 훨씬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일한 집단이나 지역에 속한 곳에서도 마치스모와 

관련된 남성과 여성의 행위와 이해가 개인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

다. 조사지역에 마치스모 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로는 종교의 변

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북미로의 노동이주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1) 종교변화
종교적 변화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

했던 마치스모에 향을 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천주교가 

지배적이며 소수의 개신교 신자들이 비 스럽게 종교활동을 하는 산 환 

델 에스타도와 개신교도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누에보 소키아팜의 비

교는 마치스모의 변화과정을 뚜렷하게 대비시켜 준다. 누에보 소카아팜

의 경우에는 두개의 개신교회가 활발한 선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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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가 매우 높아졌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도 커졌다(주

종택 2000b). 이에 비해 산 환 델 에스타도에서는 아직도 개신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아직 미약한 편이다. 한 젊은 

여성은 산 환 델 에스타도의 마치스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평을 토로

했다. “이곳은 아직도 신부와 마을의 남성 관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차별이 여러 분야에서 심각하다. 그래도 근래에는 

인근의 마을에 개신교회가 하나둘씩 생기면서 그곳의 여성들이 교회나 

마을에서 서서히 활동범위를 넓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마을에도 

향이 있다”(베로니카, 32세). 누에보 소키아팜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한 

뒤에 교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교육과 부녀회 모임을 담당하는 한 여성은 

마을 내의 변화를 이렇게 평가했다. “천주교회만 있을 때에는 마을 내에

서 여성들이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운 교회가 들어서면서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좋다. 예전과 달리 필요

한 일이 있으면 여자들이 자주 모여서 해결책을 논의한다.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남자들이 없지는 않지만 과거처럼 우리를 무시하

지는 못 한다”(안드레아, 49세). 멕시코 이외의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

역에서도 개신교의 성장으로 마치스모가 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콜롬비아의 경우에도 남편이나 아버지가 개신교로 개종을 하면서 과음, 

폭력, 간통 등의 공적인 마치스모를 포기하고 가정 내의 책임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Brusco 1995). 누에보 소키아팜에서 개신교회를 

다니는 한 여성은 개종 이후에 달라진 남편의 태도를 이렇게 말했다. 

“교회에서 예배시간에 가족간의 대화와 협동을 강조하고 부부를 서로 

존중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남편도 집에서 하는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

고 있다. 전에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나에게는 묻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나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가 많다”(에르네스티나, 45세). 이렇게 

종교의 향으로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으로 간주되던 가구 내의 문제

에 남성들의 참여가 촉진되고 양성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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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신교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지역

에서는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새롭게 형성되고, 남녀 사

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등장하면서 남성들의 의식과 

행위가 과거와는 달라진다. 다시 말해, 천주교 중심의 사회에서 개신교

의 등장으로 여성의 역할과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마치스모에도 향을 미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20세기 후반부터 개신

교의 적극적 선교로 원주민 사회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개신교 신도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주종택 2006). 이런 사회적 현상은 멕시

코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마치스모와 남성중심적 사회구조로

부터 억눌려 있던 여성들에게 개신교는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들

은 개신교회를 통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책을 받고 기존의 사회

에서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한다(주종택 2004:20). 

최근에 라틴 아메리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오순절 교회를 비롯한 복음

주의적 개신교회는 남성들에게 억제와 정절 등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많이 적용되었던 덕목을 남성들이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Chant 

2003:137). 남성중심의 천주교가 지배하던 사회에 개신교가 들어옴으로

써 남성과 여성들의 행위와 사고에 적지 않은 향을 초래한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사회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생계 농 중심의 경제활동으로는 가구경

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서 많은 가구에서 다변화 전략을 통해 수입을 증대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과거에는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던 많은 여성들이 가구경제를 돕기 위해 일거리를 찾고 있다. 그중에

서도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경험이 많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시장에

서의 상업활동이고, 대부분의 마을 여자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다. 과

거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밭에서 재배한 채소를 오아하카 시장에 가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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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가 지금은 오아하카 시내에서 다른 상인에게 물건을 받아서 매일 

시장에서 소매를 하는 산 환 델 에스타도의 여성은 이런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처음에는 남편이 내가 시장에 가서 장사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에서 팔 채소를 밭에서 가져다가 오

아하카까지 날라다 주고, 가끔 오아하카의 시장에도 와서 도와준다. 이

렇게 되면서 남편의 행동도 많이 바뀌어 예전처럼 돈을 낭비하지도 않고 

돈을 쓸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한다. 또 자녀들이 있는 데에서도 나의 

말을 존중해준다”(알레한드라, 52세). 오아하카의 한 가정집에서 가정부

로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누에보 소키아팜과 오아하카를 왕래하는 

한 여성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내가 오아하카에 나가서 돈을 

벌 생각이라고 말하자 처음에 남편은 남들에게 창피하다며 말렸다. 그러

나 일년 정도 지나면서 내가 번 돈으로 가축도 사고 필요한 물품도 구입

하게 되면서 남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요즘은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있다”(라우라, 39세). 이러 식으로 여

성들이 임금노동에 참여하면서 일자리가 없는 남성들이 집안일을 담당

하는 것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Olavarría 2003:340; Viveros 

Vigoya 2003:32). 멕시코 시의 한 지역에서도 여성이 일을 하게 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젊은 아버지나 남편들이 그릇을 닦고 세탁을 하며 아기 

기저귀를 갈며 정기적으로 쇼핑을 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한다

(Gutmann 1996:151, 156).

조사지인 두 마을 모두 1982년의 경제위기 이후에 농업생산만으로

는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마을 밖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

다. 물론 자본이 부족하고 교육수준이 낮고 경력이 부족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상업이나 서비스업에 치우쳐 있지만, 여성들의 소득은 가구

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는 상당한 변화를 격고 있다. 이런 변화는 도시에 근접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산 환 델 에스타도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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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 환 델 에스타도에서 소작을 하고 있는 한 남성은 부인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다. “아내가 장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에는 마을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들이 아내를 찾으면 오아하카에 일이 있어서 잠깐 외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도 지금은 일을 하는 여자들이 많아져서 남자들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내가 돈을 벌기를 바라는 남자도 있

다.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내가 집안일에 신경을 

써야 하고 아내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펠리시아노, 50

세). 남자들이 별다른 일이 없거나 농사를 지을 토지가 없으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오아하카 시내에 가서 야채, 약초, 과일, 꽃, 계란, 메뚜기 등을 

가져다 팔거나 가정부, 세탁, 다림질 등의 다른 일을 한다. 이런 까닭에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가구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고 해도 이를 숨기거나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아직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의 소득이 가구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 

남성들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숨기거나, 여성의 경제활동을 

‘도움’이라고 평가절하 하는 경우가 많다(Gutmann 1996:157; Olavarría 

2003:336). 조사지에서도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하는 행위를 ‘일’(trabajo) 

대신에 ‘해야 할 일’(quehacer) 혹은 ‘도움’(ayuda)이라고 표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래서 가구 내에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성이 일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인식을 바꾸고 여성

들이 남성중심의 가치관에 저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멕시

코에서는 1980년대부터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가구경제가 

곤란을 겪으면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해 남성들의 태도가 많이 

유연해졌다(Girman 2004:56; Viveros Vigoya 2003:33). 전통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일과 작업장은 남성들이 자신들의 동료를 만나는 남성

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렇기에 작업장은 여성들이 담당하는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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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되는 남성들의 활동 역이고 일은 남성들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

는 수단이다(Fuller 2003:143-150). 그동안은 멕시코에서도 ‘남성소득

자’(male-breadwinners)의 신화에 의해 남성들이 경제적 주도권을 장악하

고, 생산과 소득을 획득하는 활동에서 소외된 여성들은 낮은 사회적 지

위를 점유하며 성차별과 마치스모 이념의 피해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성 역할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

치스모의 유지에도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조사지에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가구경제의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경우에 가구 내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한다. 예를 들면 

여자의 경제활동에 비해 수입이 별로 없는 남자는 여자의 의견을 상당 

부분 존중해주고 여성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도 감소한다.

3) 노동이주와 북미사회
멕시코 농촌사회도 다양한 경로로 외부사회와 접촉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향력이 큰 것은 북미 지역으로의 국제 노동이주이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열악한 멕시코 농촌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의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불법적 혹은 

합법적으로 북미 지역에 넘어가서 돈을 벌고 있다. 조사지역인 산 환 

델 에스타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북미로의 노동이주가 활발하게 전개되

었고 누에보 소키아팜에서도 북미로 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

세라는 것을 고려하면(주종택 1995; 2000a), 이주경험이 있는 가구가 늘

어나면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상당한 변화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북미에서 합법 혹은 불법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남녀평등에 

대해 보고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남성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즉 미국에 가서 남성들과 함께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

들은 마을로 돌아와서 미국의 양성관계나 남성들의 행위와 사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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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면서 남성들의 잘못된 태도를 비판한다(Malkin 2004:91). 1997년

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엔시니타스와 산 마르코스의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산 환 델 에스타도를 방문하는 한 젊은 남성은 노동

이주 후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멕시코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남녀간의 관계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도 

처음에 혼자 미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멕시코에서처럼 여자를 대하니까 

무식하다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 3년 전부터 아내도 미국에 같이 가서 

일을 하면서 아내도 나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한다. 과거처럼 집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술도 자제하며 집안에서 아내의 역할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이폴리토, 47세). 누에보 소키아팜에서 남편을 따라 

로스앤젤레스의 식당에서 일을 했던 한 여성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물론 미국에 갔다왔다고 남자들의 행동이 짧은 시간에 완전

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변화가 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갈등

이 있을 때 과거처럼 여자들만 일방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여자 쪽의 입

장도 고려한다. 종종 마을 내의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밝히면 미국 

물이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소일라, 32세).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노동이주의 단위가 개인으로부터 여성을 

포함한 가족으로 바뀌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조사지에서

는 90년대 초까지는 남편이나 아들 중에 1-2명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일

을 하고 주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국경통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이민자들에 대한 규

제가 강화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것이 위험해짐에 따라 가족 전체가 

이주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노동이주를 오래 지속한다고 해도 가족

들이 미국과 멕시코에 분산되어 있으면 경제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어차

피 국제노동이주에 가족의 생계를 의존하려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미국

으로 가서 거주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도 널리 퍼져 있다. 물론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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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 이주한 경우에 마을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남

아 있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 직접 혹은 간접으로 향

을 미친다. 이런 추세에 대해 산 환 델 에스타도의 남자 노인은 이렇게 

불평했다. “미국에서 여자와 함께 몇 년 살다가 온 남자들을 보면 아내를 

완전히 상전 모시듯 한다. 길거리를 지나갈 때에도 붙어서 다니면서 온

갖 물건을 다 들고 다니고 심지어 집에서 필요한 물건도 아내가 가게에

서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시킨다. 그런 남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무엇이 문제냐고 화를 낸다. 도대체 세상

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인 데,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다”(곤살로, 

76세).

북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히 노동의 대가

로 벌어들인 달러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서구사회의 가치관도 함께 

들여오며 이는 기존의 마치스모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즉 국제노동이주

는 마치스모와 관련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회적 공간의 역할

을 한다(Malkin 2004:76). 조사지의 경우에 미국으로의 노동이주가 대부

분 불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남의 눈에 많이 띄지 않는 농장

이나 식당, 소규모의 상점, 가정집 등지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고용주와 

그의 가족과 친 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얻는 

데 유리하다. 이런 실정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고향을 방문한 이주

자들은 과거와는 다른 성역할과 성정체성을 확산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일부 젊은이들은 미국에서 일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이 있어서 멕시코의 마치스모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취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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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치스모와 동성사회성

마치스모와 관련된 이념과 행위는 집안과 거리라는 두 장소에서 각

각 상이하게 나타난다. 집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주를 이루고 

거리에서는 남성간의 관계가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남성

들은 거리에서의 마치스모를 통해 지배, 자신감, 공격성을 표현하고 이

것이 남성들 간의 사회관계와 남성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거리에서의 마초가 진정한 마초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나

지 않고 공격적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는 것

이다(Gutmann 1996:205; Quintero 1998:152. 158). 라틴 아메리카 사회에

서는 마치스모를 통해서 남성다움을 노출시킴으로써 남성들 사이에 ‘존

중’(respeto)과 ‘신뢰’(confianza)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관계를 마련한다. 

이런 남성관계는 남성들만의 정치경제적․사회적 역 등 가정을 벗어

난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만들어지고 발전되고 있다. 남성들 사이의 남성

성은 힘의 관계를 통해 표현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로부터 마초라고 

불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되지만 남성들 사이에 마초라고 불리

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된다. 조사지역에서도 마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데 꼭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마을 사람 

하나가 다른 마을 사람의 집을 방문하여 황소를 빌려서 사용한 후에 돌

려주면서 ‘여기 너의 마초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 황소는 항상 일을 하

고 힘에 세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초라고 표현한다는 것이

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 간의 경쟁을 통해 지도력과 힘을 개발한다는 

것은 많은 남자들이 원하는 것이다. “남자들끼리 모이면 항상 여자들은 

할 수 없는 것을 해보자는 생각을 많이 한다. 가끔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도 하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앞 설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때로는 내가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자같이 행동을 한다는 말은 매우 듣기 싫어 

한다”(라이문도, 3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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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시의 사례에서도 보면 집에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은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로 인식되지만 남성들 사이의 싸움은 허용된다

(Gutmann 1996:199-200). 이것을 보면 마치스모는 남성들 간의 힘을 확

인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Casta n~eda 

2002:23; Lancaster 1992). 예를 들어 거리에서 마약의 복용 등 공격성과 

강인함을 과시하고 남성들 간에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도 나타난다

(Quintero 1998:149). 결과적으로 마치스모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남

성들 사이의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남성성을 확인하며 우정을 형성하는 

동성적인 사회관계인 동성사회성(homosociality)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Viveros Vigoya 2003:43). 특히 ‘콰테’(cuate)라는 남성 친구의 개념을 통

해서 남성들 간에 긴 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남성들끼리 많은 시간

을 함께 보내며 사회활동을 하면서 ‘남성의 유대’가 강화된다(Girman 

2004:123; Gutmann 1997:393). 콰테를 중심으로 하는 동성사회성의 강

조는 조사지에서도 발견된다. “콰테는 친구보다 훨씬 가까운 사이를 의

미한다. 예전보다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도 아주 가까운 사이에

는 콰테라고 한다. 그러면 훨씬 신뢰감도 있어 보이고 친 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콰테와는 함께 놀고 춤추고 술을 먹으며. 대

화하거나 담배를 같이 피는 등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한다. 이런 

관계가 발전하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 돕는 관계가 자연스럽

게 형성된다. 함께 있으면 혼자서는 겁나서 할 수 없는 일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녀 사이에는 느낄 수 없는 우정이 만들어진다”(헤로니

모, 38세). 특히 이런 콰테의 관계는 어려운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남자들만의 세계에서 활동하다가 보면 서로를 잘 이

해할 수 있어서 좋다. 여자들이나 어른들은 남자 아이들이 몰려다니면 

한상 안 좋은 일만 하고 다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할 때에도 콰테의 

도움이 필요하다. 요즘에 이 지역의 경제활동이 침체되어서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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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서 일을 하러 가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동성 

친구들의 도움으로 같이 국경을 넘어가서 일자리를 찾는다. 그런 의미에

서 보면 남성 사이의 우정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다”(움베르토, 28

세). 남녀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조장하는 마치스모는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남성들 사이의 동성사회성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계속해서 유

지되고 있다.

 남성들의 우정을 의미하는 ‘콰티스모’(cuatismo)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음주의 관습이다. 멕시코에서는 남성들의 음주의 양이 절

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일생의 주기에 따른 의례나 축제 등 여러 경우에 

술을 많이 마시는데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신뢰감이나 친 감이 증대된다

는 것이다(Brandes 2003:154; Gutmann 1996:177). 그렇기 때문에 금주를 

하기로 결심하면 남성정체성이 의심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

기에서 남성들만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며 다양한 오락과 유흥을 즐기고 

자신들만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술집인 칸티나는 남성들 상호간의 

우정과 남성성을 발전시키며 확인하고 재정의하는 중요한 사회화의 장

소이다(Mitchell 2004:176). 근래에 멕시코에서도 알코올 중독문제가 심

각해지면서 금주를 하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익명의 음주

자’(Alcohólicos Anónimos)라는 모임이 많이 생겨나면서 음주를 둘러싼 

남성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익명의 음주자’ 모임에서 남성들

의 우정과 마치스모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술을 마시지 않아서 발생

할지도 모르는 남성성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Brandes 2003:161; 

Gutmann 2003:20), 대다수의 남성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다. 산 환 델 에스타도에도 두개의 ‘익명의 음주자’ 모임이 있는데 

이를 두고 마을의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금주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

들은 모두 ‘겁쟁이’(cobarde) 혹은 동성애자(puto) 등 남자구실을 못하는 

사람이다. 오죽하면 그런데 나가겠는가? 그곳에 나가는 사람을 보면 한 

일년간은 잘 다니다가 다시 술을 먹는다. 술 못 먹는 남자들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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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세쿤디노, 59세). 술을 매개로 한 남성

들의 동성사회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음주를 자제하는 남성들을 비난하

게 만든다. 음주를 함께 하는 것이 남성들 간의 사회관계를 확대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데, 이것을 부정한다면 남성성을 의심 받게 되

는 것이다.

7. 결론 

마치스모의 내용과 형식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항상 자신에

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외부와 

내부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

유로 마치스모를 둘러싼 담론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Gutmann 

1996:242), 행위에 대한 기대와 이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사회 내에서도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마치스모와 가족을 

벗어난 사회에서의 마치스모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

회경제적․정치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압력

은 달라질 수 있는데 마치스모도 향을 받을 수 있어서 개인 간의 편차

가 있다. 특히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 마치스모와 관련된 

행위와 사고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조사지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점차

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불평등한 양성관계와 관련된 마치스모는 감소

하고 있으며 자신들 스스로 마초라고 부르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Escobar Latapí 

2003:109; Gutmann 1996:233). 개인의 성 정체성과 남성지배적 성향도 

주어진 지역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일생을 통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사회와의 접촉이 많은 경우에는 접촉하는 사람들이 누구

냐에 따라 마치스모적인 행위와 사고에 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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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을 비롯해서 남성지배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는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는 사람과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접촉이 많아진 사람들 사이에는 의식과 행동에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개신교의 유입이나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의 참여, 국제노동이주의 활성화 등의 사회변

화는 마치스모에의 변화에 상당한 향을 주고 있다. 남성정체성은 개인

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매우 유동적

이며, 동시에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남성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여성의 입장이나 전체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스모의 문제와 결

과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성 차별, 학

대, 가족의 방치, 구타, 권위주의적 태도, 문란한 성 행위, 지배와 통제 

등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남성들도 거의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남성들 사이에 왜 마치스모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

서 유지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즉, 마치스모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남

성 간의 관계에서 각각 다르게 표현되고 의미도 상이하다는 것이다. 특

히 남성 간의 관계에서 마치스모의 의미와 역할이 중요한데 이것은 남성

과 여성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적

으로는 남녀 사이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습, 남성들의 동성사회성의 유지 

등으로 거리에서 혹은 남성들 사이의 마치스모가 잔존하고 있지만 종교, 

경제활동, 이주의 향으로 가구 내의 마치스모는 변화하고 있다. 결론

적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 역이나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에

서는 마치스모가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의 공적 역

과 남성간의 사회관계에서는 마치스모가 아직도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마치스모가 남성들의 생존과 사회활동에 유리하

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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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 Meanings of Machismo and

its Changes in Rural Mexico

Joo, Jong-Taick*

29)

In  the contem porary M exican society , traditional m achism o along w ith  

gen d er id en tity  h as been  severely  affected  by  socioecon om ic cond ition s  

and cultural factors. C hanges in  m achism o have been  accelerated  by rapid  

social changes. The m ajor factors affecting m achism o in  the research areas  

are relig ious transform ations, fem 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ternational  

labor m igration  to  th e N orth  A m erica.

For the w om en su ffered  from  m ach ism o and  m ale-cen tered  social  

stru ctu re, P rotestan tism  p rov id es m eaning fu l sh elters. W om en  can  

con tribu te sig nificantly  to  transform  the existing  social stru ctu re  

d om inated  by  m en by  m ean s of n ew  relig iou s p osition s arrang ed  by  th e  

P rotestan t ch u rches an d  v ariou s activ ities th at w ere n ot av ailable  in  the  

p ast. In creasin g  fem ale labor force p articip ation  h as p rov id ed  a  

m om en tu m  for ch an ging  m en 's recogn ition  tow ard s w om en an d  for  

resisting  m ale orien ted  v alu e system s by  w om en. F inally , m any  retu rn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ultural Studies, Soonchunh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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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grants from  the N orth  A m erica not on ly  bring  d o llars earn ed  as w age  

but also  receive W estern  v alu es, w hich  w ill p erform  an  im p ortant ro le  in  

transform ing  existin g  m ach ism o. 

M en are able to express dom inance, pride, aggressiveness in the streets  

th rou gh  m ach ism o, w hich  p lays an  essential ro le  in  m ain tain ing  

m ascu lin ity  an d  m ale social relationsh ip . M achism o h as a  fu nction  of  

v erify in g  m en 's p ow er an d  bu ild ing  u p  relation ship . A n oth er im p ortan t  

featu re o f m achism o is th e stren gth ening  of hom osociality  w h ich  can  be  

used to confirm  m asculine identity  and  to prom ote m en's close friendship . 

E ven  though m achism o inciting gend er inequality  is becom ing w eakened , 

h om osociality  am ong  m en h as been  con tin u ou sly  su rv iv ed  d u e to  social  

n ecessit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