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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필리핀에서 정치인을 포함하여 경제 및 행정 각 부문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여성을 만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타 국가에 비해 필리핀
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여성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었고 특히 정치 영역에 여
성의 진출이 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치 활동이 활발한 여성들은 유명
정치인과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엘리트 친족 집안의 일원임을 볼 수 있다.
친족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는 필리핀의 정치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선행 연구들은 피플 파워처럼 대
규모 시위를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몰아내고 여성 대통령이 집권하였
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언론과 활발한 시민사회를 가진 필리핀 정치
가 왜 아직도 친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이 논문에서는 필리핀 정치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 자본이론의 필요성
을 주장하고자 한다. '사회 자본' 이론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목적의 성취를 위
해 개인이나 집단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개인적이거나 물질적인 자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사회적 자원” 이라고 정의
된다. 지금까지 서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 자본에 대한 연구는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관계와 합리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서구 사회 이외에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가진 사회를 분석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 자본은 특정한 사회에
배태되어 있는 문화와 역사적 특성과 역동적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필리핀 사회를 사회 자본 이론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친족 집단’이 과연 필리핀의 사회 자본이 될 수 있는가 에서부터 논의가 출발
되어야 한다. 물론 혈연에 기초하여 생긴 친족 집단은 일차적 신뢰가 풍부하게
넘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 근대 상황에 적합한 신뢰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
자본의 근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서구 사회의 사회 자본을 연구해
온 학자들로부터 ‘친족’은 사회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대상이기보다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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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온상이 되는 비도덕적 가족주의를 형성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필리핀 사회의 친족 중심의 운영 원리가 항상 비도덕적이고 부정적
결과만을 양산해 낸다면 두 차례 일어났던 피플 파워를 통해서도 왜 친족 정
치 구조가 깨어지지 않고 있을까? 오히려 친족 중심의 정치 체계는 약화되기보
다도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필
리핀의 친족 정치 체계는 서구 학자들의 관점과 달리 필리핀 사람들에게 받아
들여질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것이 아
닐까 하는 역설적 의문을 지울 수 없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필리핀의 사회 자본에 ‘친족 네트워크’와 엘리트 친족이 일
반 국민들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평판(Reputation)’도 포함시키고자 한다. 즉,
사회 자본은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하여 좁게는 친족 네트워크, 그
리고 넓게는 친족 네트워크가 점차 평판 자본으로 확장된다고 보고 있다. 마르
코스 대 아키노, 에스트라다와 글로리아 아로요의 사례에서 보듯이, 엘리트 친
족 집단간의 경쟁 구도에서 어느 엘리트 친족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 자
본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었느냐는 물론 정치적 정당성의 기준에서 누가
더 평판이 좋았는 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평판(Reputation)'을 통해 획득되
는 사회 자본에 대한 분석이다. 후원자가 되는 엘리트 친족 집단은 수혜자가
되는 일반 국민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다양한 교환을 통하여 ’평판‘과 ’인지
‘를 높여가게 되는데, 이렇게 축적된 ’평판‘은 구체적인 선거 국면에서는 수혜
자들이 어느 후원자에게 표를 던지느냐로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 자본
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필리핀 두 여성 대통령의 집권 과정을 통해 필리핀의 친족 관계를
사회 자본 이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친족 중심의 필리핀 사회에 풍부히 존재하
는 사회 자본을 재조명 할 수 있는 계기이자, 더 나아가 여성들이 정치 참여를
위해서 어떠한 사회 자본이 중요한 지 되짚어 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사회 자본, 후원-수혜 관계, 평판, 친족 관계, 피플 파워, 여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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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문제의 제기
1986년과 2001년에 일어난 소위 1차, 2차 피플 파워(People Power)를 통해
공교롭게도 필리핀에서는 두 차례 여성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었다. 필리핀은
15년의 차이를 두고 두 명의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으며, 또한 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의 여성 정치인 점유율은

꾸준히 10퍼센트를 상회하고 있다. 필리핀에

서 정치인을 포함하여 경제 및 행정 각 부문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여성을 만
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필리핀 여성들은 크고 작은 회사의 중견
간부급 이상이나 공공기관의 기관장, 각종 학술단체의 책임을 맡는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여타 국가에 비해 필리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성 대통령을 배출
할 수 있었고 정치 영역에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정치 활동이 활발한 여성들은 유명 정치인과 연관되어 있거나 혹
은 엘리트 집안의 일원이다. 예컨대 아키노(Aquino) 대통령은 딸락 지방의 대
부호이자 이 지역에서 대대로 정치력을 행사해 온 코후앙코(Cojuanco) 집안 출
신으로 상원 의원이었던 남편이 암살 당한 후 정치에 입문했으며, 글로리아 마
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대통령의 아버지는 필리핀이 아시아
에서 일본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했던 1960년대 대통령을 지낸 디오스다도
마카파갈(Diosdado Macapagal) 대통령이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가족 과

친족

은 한 개인이 가장 최초로 속하

는 동시에 생애의 전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제도
다. 필리핀에서 특히 이러한 친족 집단과 친족 관계를 통해 맺는 사회적 관계
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하다. 그 까닭은 친족이 사회 진출을 비롯하여 경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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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역의 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고, 또한 친족
관계를 통해 이룬 사회적 성취는 다시 친족 집단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친족의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Lande 1966; Hutchcroft 1993).
이처럼 친족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는 필리핀의 정치적 특성에 대한 연구
는 그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방 엘리트와 소작농이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을 교환하는 방
식으로 정치적 지배 구조가 재생산되고 있음을 설명한 후원-수혜 관계(Scott
1972)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선거꾼(Voting Broker)의 역할을 강조하는 폴리티
컬 머신(Magno 1998)에 관한 연구 등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필리핀 정치는 접근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피플 파워처럼 대규모 시위를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몰아내고 두 차례나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언론 및 활발한 시민사회를 가진 필리핀의 정치가 왜 아직도
친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즉, 두 번의 민중
혁명 과정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이나 에스트라다 대통령과 비교하여 후원자들
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도 부족했고, 폴리티컬 머신에 있어서도 열
세에 있었던 코라손 아키노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가 어떻게 집권에 성
공 했는 지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원-수혜 관계나 폴리티컬 머신 개념은
피플 파워를 통해 두 여성 대통령의 등장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이 논문은 필리핀의 정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이라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 과학 전반에 걸쳐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회자본‘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
만 “특정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개인이나 집단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 개
인적이거나 물질적인 자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로부터 얻어지
는 사회적 자원” 이라고 일단 잠정적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Lin 2001: 29).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 자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사회 자본은 서구적 시민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발견되
는 수평적인 관계와 합리성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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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고, 각종 연구들은 이러한 서구적 시민사회의 형성 과정을 논리적으로 혹은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Putnam 1993).
그러나 사회 자본에 대한 이러한 서구 중심적 접근은 서구 사회 이외에 다
양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를 분석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왜냐 하면, 사회 자본을 구성원들이 맺고 있는 인간 관계에 의해 산출되
는 활용 가능한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특정한 사회에 배태되
어 있는 문화 및 역사적 유산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다1).
예컨대 중국사회에 존재하는 ‘꽌시(Guanxi)’와 같은 인간관계는 분명 서구적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자본이라고 분류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꽌시를 사회자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2). 이는 한국의 연고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주장이 가능하다3).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은 집단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규범에 따른 ‘신뢰
(Coleman 1988)'에 기반하고 있고, 나아가서 그러한 관계가 ’호혜성(Putnam
1993)'의 모습을 가질 때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혈연에 기초한
가족이나 친족 집단은 일차적 신뢰가 풍부하고 또한 호혜성의 원리가 평생토
록 지속되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다. 따라서 가족과 친족은 모든 사회에 있어
서 사회자본의 구성에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된다. 나아가서 가족과 친족에 기
초한 일차적인 인간 관계는 근대화의 진행과 더불어 등장하는 이차적인 인간
관계 즉 자원적 결사에 필요한 신뢰를 제공하는 사회화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
기도 한다.

1) 유석춘, 장미혜. 1999. “한국의 비영리․비정부 영역과 사회발전: 유교적 가치의 재발견”.
전통과 현대 봄호. 전통과 현대.

2) Nan Lin. 2001. "Guanxi: A Conceptual Analysis" in Alvin So, Nan Lin, and Dudly
Poston (eds.). The Chinese Triangle of Mainland China, Taiwan, and Hong Kong, London:
Greenwood; 유석춘. 2002. “중국 향진 기업의 발전과 家의 등장”. 전통과 현대.
3) 유석춘, 장미혜, 김태은. 1999. “동아시아의 연고주의와 세계화”. 전통과 현대; 유석춘, 석
현호 공편. “한국의 사회자본: 연고집단”.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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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동안 서구 사회의 사회 자본을 연구해 온 학자들로부터 ‘친족’은
사회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대상이기보다는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는 비도덕
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의 원천으로만 지목 받아왔다(Putnam 1993). 특
히, 필리핀 사회에서 친족은 "가족에 의한 무정부 상태(McCoy 1994)“라고 불릴
만큼 필리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으로 비난받아 왔다. 그러나 필리핀
사회의 친족 중심의 운영 원리가 항상 비도덕적이고 부정적 결과만을 양산해
냈다면 두 차례의 피플 파워를 통해서도 왜 친족 정치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 필리핀에서 친족 중심의 정치 체계는 약화되기 보다 오히려 여전히 강력하
게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친족 정치 체계는 서구 학자들의 관점과
는 달리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역설적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강력했던 마르코스 정권과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에스트라다 정권의 실책
이 점차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민주 혁명을 통해 새로운 통치자를 원했
던 배경에는 친족 정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이 통치자에게 요
구하는 ‘무엇인가’를 충족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집단 행동이 자리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요구 사항은 후원자와 수혜자간의 규범과 호혜
성 그리고 그러한 일반적 교환 관계에서 축적되고 사람들의 평판을 통해 확인
되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본 논문에서는 필리핀의 ‘사회자본’을 엘리트 가족간에 규범의 공유와 호혜
성의 교환을 통해 일차적으로 형성되는 ‘친족 네트워크’와 그러한 친족 네트워
크가

다양한

교환과

상호작용을

통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얻는

‘평판

(Reputation)' 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Lin 2001). 즉 사회자
본을 좁게는 ’친족 네트워크‘ 자체로, 그리고 넓게는 ’친족 네트워크가 일반 민
중으로부터 얻는 평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시켜 사용하고자 한다. 두 번
의 민중 혁명을 거치며 친족 네트워크는 선거운동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동원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나아가서 평판 사회자본은 새로운 정치적 지도자의
등장을 정당화시키는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평판(Reputation)'을 통해 획득되는 사회 자본에 대한 분석은 후원/수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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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부터 확장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필리핀에서 후원자가 되는 엘리트 친족 집
단은 수혜자가 되는 일반 국민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다양한 교환을 통하
여 ’평판‘과 ’인지‘를 높여 간다(Lin 2001). 이렇게 축적된 ’평판‘은 선거라는 구
체적인 정치적 선택의 국면에서 수혜자들이 어느 후원자에게 표를 던지느냐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좋은 평판과 높은 인지도는 선거에 출마한 엘리트 집
안의 ’사회자본‘이 되어 경쟁관계에 있는 엘리트 집단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
사실 평판을 통해 획득된 사회자본은 정확히 계량화하기 힘든 개념이지만 후
원자에 대한 수혜자들의 ‘우호적 정서’ 혹은 필리핀 사람들의 인간 관계의 근
간이 되는 상호주의 즉, ‘우땅나룹4)’의 대가로 정리할 수 있다.
친족 중심의 인간 관계가 중요시되는 필리핀 사회에 배태된 ‘사회 자본’은
우선 마르코스와 아키노 그리고 에스트라다와 아로요의 사례에서 보듯이 엘리
트 친족 집단간의 경쟁 구도에서 경제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친족네트워크
와,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하는 평판이라고 볼 수 있다. 부르디외(1983)가
말했듯이 사회자본은 “집단 혹은 개인 행위자가 목적하고 있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사회 관계 망에 배태된 자원의 총합‘이기 때문에 대통령
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자본을 통한 경쟁은 경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누구의 사회자본이 더 정당한가
를 대결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필리핀 두 여성 대통령의 집권 과정을 통해 드러난 필리핀의 친족 관계를
‘사회 자본’ 이론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한편으로 친족 중심의 필리핀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자본의 구체적인 모습을 재조명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정치 영역에서 보다 활발한 참여 및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가를 알려 주기도 한다. 즉 사회자
본의 측면에서 필리핀 여성 지도자가 필요로 하는 정치적 자원은 무엇인가를
4) ‘우땅나룹(Utang na loob)'은 호의를 받았을 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반드시 감사의 마
음을 가져야 한다는 일종의 관습적 의무감을 뜻한다. 이는 고대부터 필리핀 사회를 운영
하는 원리로 필리핀 사람들은 ’우땅나룹‘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다
(Hollnsteriner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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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피플 파워라고 하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에서 각각 마르코스 및
에스트라다와 경쟁 관계에 있던 두 여성이 대통령으로 집권하는데 친족이라는
사회 자본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논문이다. 친족을 사회자본으
로 접근하는 까닭은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이 ‘전근대적이고 일차적인 관계’와
‘근대적이고 이차적인 관계’ 또한 ‘피플 파워’와 같은 민중혁명과 ‘변하지 않는
친족 통치 체계’라는 비동시적인 현상의 동시적 공존을 설명하는데 매우 효과
적인 개념적 장치이기 때문이다(유석춘 2002). 한편 이 논문은 이러한 집권의
과정에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자본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밝
혀 주기도 할 것이다.

1.2.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이 논문의 연구를 위해 광범위한 문헌 조사와 현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
다. 먼저 논문의 문제 의식과 유사한 선행 연구를 찾는 작업을 위해 1차 문헌
조사를 싱가포르 국립대학 동남아시아 연구 센터(ISEA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ociety)에서 실시했다.
필리핀을 비롯하여 각 국 여성들의 정치 참여 현황과 관련된 통계 및 최근
자료는 상당 부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루어 졌는데, 필리핀에서 발간되는 주
요 일간지의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 등이 두 여성 대통령의
최근 활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필리핀 여성의 정치 참여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 자본의 시각에서
두 여성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보고자 하는 논문 의도와 관련하여 직접 적인
현지 조사 기간을 압축적으로 가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9년 1월 한달 간 칼
리보 아클란 지역(Kalibo Aklan) 알란 살라스 김포(Allan Salas Quimpo) 하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현지 조사와 더불어 인턴을 하면서 각 바랑가이
(Barangay) 행사는 물론, 남녀 현역 정치인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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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주제와 관련 있는 실질적인 지역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아클란 지역 주지사였던 남편이 재임 시 작고하자, 남편을 대신해 재 출마
해 당선된 여성 주지사와 바랑가이 이바하이(Ibajai) 축제에 참가해 나누었던
대화에서 남편과 가족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주지사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1999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 마닐라에서 체류하
였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기회를 통해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었다. 현지에서
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참여와 관찰은 구체적인 문헌 자료에 덧붙여 논문의
구체적인 자료로 쓰여졌다. 2001년 1월 필리핀 방문 시, 전 에스트라다 대통령
의 뇌물 스캔들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연일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개되었고, 청
문회가 종료되자마자 화이트칼라 계층을 중심으로 마닐라 시내 중심가인 마카
티(Makati)와 1차 피플 파워가 일어났던 에드사(EDSA) 거리에 모여 에스트라
다의 하야를 요구하면 열심히 서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던 모습들이 떠오
른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는 그 때까지만 해도 반 에
스트라다(Anti Erap)를 이끄는 지도자로 부각되기 전이었으나, 시위대에 가담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카파갈 아로요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필리핀 친족정치 분석을 위해 사회자본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도 고되고 어려운 시도였다. 사회 자본에 관한 최근 논문들은 사회 자본 세미
나와 병행하는 과정에서 구할 수 있었고, 전자 저널을 통해 다양하게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었다. 최근 사회 과학 연구 분야에서 사회 자본 이론이 상당한 설
득력을 얻어 가고 있으며, 실증적인 예로 이론을 설명하려는 노력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친족을 사회 자본으로 확실히 인식하기 위해서 다양
한 사회자본 이론에 대한 문헌을 참고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연세대 사회학과
대학원의 2002년 봄학기 과목 가운데 유석춘 교수가 개설한 사회자본에 관한
세미나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필리핀 여성 정치인들의 구체적이면서 다양하고 역동적인 실례 수집을 현
지 조사를 통해서 하지 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로세스(Roces 1998)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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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특히 의존하고 있다. 로세스 논문을 통해 2차 대전 이후 현재까지 활동했던
다양한 여성 정치인의 사례를 통한 실제적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정 친
족 가문 출신이거나 혹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친족으로 편입되고, 그 친족이
재생산하는 권력 구조에 자연스레 들어가게 되는 사례를 통해 필리핀 여성들
의 정치 진출 패턴을 잘 볼 수가 있다.
본 논문은 논문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사회 자본 이론의 틀로 필리
핀 친족 정치를 분석한 시도가 없었으므로, 이론화하는 데 여러 가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 자본 이론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논문 주제와 관련된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제약점은 후
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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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회자본 이론으로 본
필리핀의 친족정치

2.1. 필리핀 정치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후원-수혜 관계

필리핀 정치에 대한 분석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 정치학자 란데
(Lande 1964)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그는 필리핀의 정치 체제가 이익 집단, 또
는 계급적, 직업적으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조직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상호 부조 관계를 가진 연결 망에 의
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부유한 후원자와 수혜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
간에 얽혀진 관계가 필리핀의 정치 역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로 결
론 지었다.
필리핀 정치 엘리트는 기본적으로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자원을 가져야 하
므로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나,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혹은 여타 혜택을 줄 수
있는 엘리트 계급 가운데서 대부분 나오게 된다. 따라서, 후원-수혜 관계가 지
배하는 필리핀 정치 체계에서는 정당에 의해서 대표되고 있는 정치적 당파성
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람들
간에 광범위하게 퍼진 특별한 현상에 불과했다.
필리핀은 1899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선거를 실시했을 만큼, 서구의 정치
체계를 일찍 도입하였지만, 도입된 서구 제도에는 친족과 가족을 모든 사회 생
활의 중심으로 삼는 필리핀 전통 사회의 특징이 그대로 녹아 들어갔다. 필리핀
은 7000개가 넘는 많은 섬으로 구성된 나라인 만큼 지리적으로 강력한 중앙의
통제가 어려워, 오래 전부터 각 지역별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엘리트 가문이
존재했고, 각 가문은 대농장, 광산 등 그 지역의 핵심적인 경제 자원을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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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었다. 이 지배 가
문들은 농민들에게 소작권, 빚, 직업의 기회 등을 제공해주고 대신 충성심과
복종을 얻어내게 된다. 이러한 후원-수혜 관계는 선거 국면에서도 그대로 반영
된다. 지배 가문에서 낸 후보는 후원에 대한 대가로 표를 얻게 되어, 시장, 주
지사, 하원 의원이 되어 지방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중앙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다른 학자들은 이러한 후원-수혜 관계 분석을 비판했는데, 비판의
근거는 부유한 후원자와 가난한 수혜자간의 관계가 항상 원만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미국 학자 컥블리엣(Kerkvliet 1977)은
1950년대 일어났던

후크 폭동5)(김명수 1992) 을 예로 들면서, 후원-수혜 구

조는 필리핀 역사에 여러 차례 분출되어 왔던 하층 계급 사람들과 농민들의
집합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후크 폭동과 같이 요란한
계급 갈등이 아니더라도, 후원-수혜 관계 모델은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한 사람
들 간에 존재하는 불 일치성을 간과했다고 비판받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원수혜 관계는 피플 파워와 같이 엘리트 친족 집단에 대해서 필리핀 국민들이
대대적 반발했던 사건들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후원-수혜 관계를 통한 필리핀 정치 체계 분석은 지배 가문과 농민
집단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분화 하여, 지배 가문에게 이미 주어진 경제적, 정
치적 자원을 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어떻게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 또 권력을
재생산하는 것이냐에 중점을 두어, 친족 집단을 하나의 독립적인 행위자로 본
만큼 지배 가문 내 구성원끼리 교환하고 있는 상호적 규범이나 협력, 지원 체
계에 대해서는 보여 주는데 한계가 있고, 후원-수혜 관계에 생겨날 수 있는 인
간적인 ‘상호주의’를 보다 면밀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후원-수혜
관계는 사회 자본 이론과 만나면서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
5) 2차 대전이 끝나 갈 당시 반일인민부대(People's Anti-Japanese Army)와 인민 공산당
(People Communist Party)이 연합하여 만든 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이
루손 중부 지역에서 일으킨 농민 봉기다. 이 폭동은 2차 대전 이후 일어난 지주계급과
농민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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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즉, 필리핀의 후원-수혜 관계는 유동적이며 느슨한 측면이 있기 때문
에 상황에 따라서 집단간의 연결 망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해체하면서 보다 많
은 사회 자본을 생산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Lucian Pye 1999). 이러
한 시도는 후원자와 수혜자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혜자는 후원자
에 대해서 물질적 교환 뿐 아니라 ‘인식’ 과 ‘평판’과 같은 무형의 자원도 쌓아
가게 되고 그 평판에 따라서 우땅나룹이라는 호혜성에 입각하여 후원자들에게
의무를 지키는 규범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폴리티컬 머신

필리핀 각 지역에는 중앙 정치인과 지방 공동체를 연결 시켜주는
중개인

정치

혹은 ‘선거꾼’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이들 정치 중개인은 선거 운동 기

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정치인들이 이들의 활동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일
부 학자들은 이러한
계가

비인격적

정치 중개인 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보아 후원-수혜 관

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매그노(Magno 1994)는 폴리티컬 머신를

일반적으로 정당에 속해 있으면

서 기능적이지만 반드시 정형 적인 조직일 필요 없이, 다양한 물질적 성과급
(돈, 선물, 직업 알선, 각종 혜택)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고 정의했다. 이러
한 폴리티컬 머신의 발달은 경제 성장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다양
해지는 것과 정비례하는데, 정치인과 추종자 관계가 점차 상호주의보다는 계약
위주로 변해 가면서 정치 연합을 공고화시키는 데 있어 가족 관계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교육의 기회라든가, 대중매체가 전문적인 정치인의 등장이 폴리티컬
머신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 또한 엘리트 집단, 추종자, 중간자
등 정치적 행위자 집단을 각각의 행위자로 보고, 이들 사이에 교환되고 있는
물질적 보상과 이에 따른 “표주기”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정치를 기계적이고
거시적으로 분석했을 뿐이다. 그러나 필리핀 정치체계에서 여전히 가족 및 친
족 관계의 중요성은 강력하며, 그러한 폴리티컬 머신이 작동하는 메커니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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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친족 체계의 운영 원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폴리티컬 머신은 1차, 2
차 피플 파워 국면에서 정권 교체를 해 낸 두 여성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플 파워가 일어난 원인과 그 이후 대통령이 된 두
여성 정치인의 집권 요인에 대한 해답은 필리핀의 친족 정치 메커니즘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가족중심주의 분석과 사회 자본 이론에서 찾아야 할 것이
다.

가족 중심주의 분석

여러 학자들이 필리핀 정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리핀의 엘리트 가문 안에
서 일어나는 역동성에 주목해 왔다. 필리핀 정치는 흔히 ‘친족 정치’로 묘사된
다. 친족 정치란 정치적 힘을 친족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역으
로 친족의 힘을 빌어 정치적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심블란(Simbulan 1965)은 필리핀 전체를 통틀어 약 169개 가문이 대통령,
부통령직은 물론 장관, 상원의원, 하원 의원, 판사, 지방 주지사, 시장에 이르기
까지 584개의 정부 요직을 나누어 점유하고 있어 가문 당 평균 4.5석을 차지하
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도 심블란 연구에 등장했
던 가문들의 대다수가 여전히 정치력과 경제력을 쥐고 있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필리핀은 마르코스의 독재와 피플 파워, 군부 쿠데타 등
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빈곤, 불평등, 보수적인 몇몇 가문들의 정
치 및 경제 독식, 정실주의, 부패의 만연, 비효율성 등

극단적 정체성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일부 학자들은 심지어 19세기 이후 필리
핀에 변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까지 한다. 식민지 정권이 바뀌
었고, 농민 전쟁, 세계 대전, 독립 국가의 수립과 좌파에 의한 혁명이 일어났지
만 국가 권력과 부의 분배는 본질적으로 19세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이다. 오히려, 몇몇 가문들은 더 많은 추종자를 갖게 되었고, 다양한 부를 축적
해 가고 있어, 친족 가문이 필리핀 사회에서 결속력과 내구성이 강력한 연합체

- 12 -

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필리핀의 엘리트 가문에 대한 가족주의 분석은 정치학자와 역사학자, 사회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시도되었는데, “An Anarchy of Families(McCoy
1993)", "Boss: 5 Case Studies of Local Politics in the Philippines(Rocamora
1995)" 등 필리핀 각 정치인들의 집안 사례 연구를 통해서 보듯이, 딸락 지방의
코후앙코(Cojuanco) 가문과 아키노(Aquino) 가문, 일로일로(Iloilo) 지방의 로페
즈(Lopez) 가문, 세부의 오스메냐(Osmena) 가문 등 각 지역별로 특정 지배 가
문에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정치인을 배출하고 있는 사례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가족중심주의 분석에서 비춰진 필리핀 정치의 모습은 항상 일그러져
있을 뿐이다. 친족 관계는 전근대적 특성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공식적이어야
만 할 것 같은 사회, 경제, 정치적 관계에까지 그대로 친족 관계가 확장된 것
은 필리핀이 여전히 전근대적이며 변화를 모르는 정체된 사회라는 것을 증명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이고, NGO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시민사회를 가지고 있고, 1986년 피플 파워
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독재 정권을 몰아 냈고,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다
시 2000년 제2의 피플 파워를 통해 쫓아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차례의
피플 파워 이후에는 여성 대통령이 등장했다.
특혜와 정실주의가 난무하는 필리핀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힘은
어디서 왔는 지 가족중심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그
리 간단하지 않다. 또한 여성 대통령의 등장이 가능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
단지 그들이 좋은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남편 덕에 혹은 아버지 덕에 당선
되었다고 보거나 상황적 우연성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뿐, 보다 밀도 있는
분석은 해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가족 중심적 연구에서도 여성 정치인은
언제나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이고, 가족중심 연구를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들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가족 및 친족이 여성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가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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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서 보여준 로세스(Roces 1998)의 연구는 두드러 진다. 혈연, 혹은
결혼을 통해서 지배 가문에 편입한 여성들은 처음에 대게 친족 가문 내 유명
정치인들의 정치적 조력자로써 사회 활동을 시작한다. 여성 정치인들은 대부분
친족 내 남성 정치인들의 권유에 의해 정치에 진출하고 자신이 속한 친족 집
단이 일구어 놓은 잘 정비된 정치적 기제를 통해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
지게 된다고 한다.
특히, 필리핀에서 흔히 벌어지는 미인대회 입상자들이 대부분 지방 지배 가
문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통해, 미인 대회가 정치 진출을 위해 지역에서 인지도
를 획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분석하면서 ‘아름다움’과 ‘권력’
간의 관계를 밝혀낸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가족 중심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분석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피플 파워와 같은
필리핀 사회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미흡하다.
여기 까지 선행 이론들이 피플 파워와 두 여성 대통령의 정권 교체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한다. 먼저, 그 간의 필리핀
정치 연구에서 제외되었던 여성 정치인의 권력 획득 과정을 가족 중심적 분석
을 통해 보되 항상 필리핀 연구에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던 ‘친족 집단’
을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위한 강력한 ‘사회 자본’으로 재해석하고자 함이다.
또한, 이들이 속한 엘리트 친족 집단이 후원자로써 수혜자인 국민들과의 상호
작용과 교환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평판’ 자원이 어떻게 사회 자본화 할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친족을 사회 자본으로 보려는 시도는 많은 공격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왜냐하면, 친족이나 가족을 사회 자본으로 보는 것 자체가 마치 엘리트 세력의
권력 재생산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자
본’ 그 자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 결과를 내는
것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이러한 시도는 사회 자본이
나타나는 양상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서구 사회의 사회 자본을 바라보았던
기준과 다른 눈으로 문화적 풍토가 다른 사회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 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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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공식 영역에서 여성들이 권력을 획득하는데 있
어 친족이라는 자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 그리고 지배 가문이 동원할 수 있
는 자원을 ‘사회 자본’의 시각에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 지를 피플 파워 이
후에 집권한 필리핀 두 여성 대통령의 집권 과정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다.

2.2. 사회자본으로서의 ‘친족’
모든 사회는 나름대로 일정한 사회 자본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사회 자본
은 집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에 기초하여 형성된 집단은 집단 특성에 맞는 특정한 협력 방법을 가지게
되어 집단의 성격에 맞게 신뢰, 연결 망의 크기, 규범 또한 천차만별로 다르게
발달시키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사회 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족, 혹은 친족 집단은 어느 곳에서든 중요한 사회 자본의 기원으로 보고 있
다.
오우치(Ouchi 1980)는 친족 조직을 예로 들면서 친족이 강력한 사회 자본이
라고 했는데 이는 친족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강력한 규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감시 비용을 줄이고 높은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친족 구성
원에게 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콜만(Coleman 1988)은 아이
들의 학습 성과를 중심으로 부모의 사회적 연결 망이 자녀들에게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며 가족 내 사회 자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친
족은 혈연과 결혼을 통해 구성된 공동체로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나누고, 다양
한 사회적 연결 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자원을 제공해 주는 대표적
인 사회 자본이다.
필리핀은 가족과 친족이 중심이 되는 집단 중심 사회(group oriented
society)다. 따라서 친족 관계와 연결 망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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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친족 집단의 규범은 친족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법률 체계와
같은 것으로 인식된다. 필리핀 친족 그룹 내에서 가장 중요한 규범이라고 한다
면 우땅나룹(utang na loob: 감사의 빚), 히야(hiya: 부끄러움), 빨라까산
(palakasan: 특혜), 빠끼끼사마(pakikisama: 친족 그룹 대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 과 같은 가치 체계를 들 수 있겠다.
인류학자 홀른스터리너(Hollnsteriner 1975)의 필리핀 가치 체계에 존재하는
상호주의 연구에 따르면, 그 가운데서도

우땅나룹 은 고대부터 필리핀 사회

를 운영하는 원리였다고 한다. 서로 다른 집단에 각각 속해 있는 두 개인이 물
물교환을 할 때, 안심하고 거래하고자 서로 믿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우게 된
다. 더 나아가 이 기준은 호의를 받았으면 이후에 이자와 함께 호의를 돌려주
면서 감사를 표시하도록 강요받게 되는데 이러는 가운데 생겨난 개념이
땅나룹

즉 감사의 마음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우

우땅나룹 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으며, 만약 보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기 힘들 경우
에는 적어도 언제든지 보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히야 는

사회

적 예절의식 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위배는 결국
부끄러움의 원인이 되고,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왈랑히야(Walang hiya: 뻔뻔
스러운 사람)라 하여 사회적 치명타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규범을 바탕으로
같은 친족 구성원끼리는 강력한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필리핀의 친족
집단은 우땅나룹과 같은 규범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사회자본이다.
사회자본은 그 발현되는 양상에 따라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행위
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자본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작
업은 친족을 ‘사회자본’으로 인식하고 필리핀 정치 상황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데 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첫째, 사회자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익은 힘과 영향력이다. 콜
만은 "상원 의원 클럽(Senate Club)" 연구를 통해 힘과 영향력의 이익을 보여
주었는데, 상원 의원 클럽에 속한 상원 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의원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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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내에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클럽 활
동을 통해서 의원들 간에 지켜야 할 일종의 의무감과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의
회에서 자신들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Coleman
1988). 힘은 업무 완성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의 목적
을 추구하도록 하고, 집합적 행동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게 한다. 친족처럼
강력한 규범과 의무를 중시하는 집단은 친족 내부의 통합성을 높이고 상호주
의와 협력을 높이는 사회 자본이 되기 때문에 친족집단의 구성원은 강력한 힘
의 이익을 누리게 된다.
친족 집단은 친족간에 강력한 의무감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은 물론 폭넓은 연대를 위한 긍정적인 외형도 이끌어 낼 수 있다(유석춘 1996).
친족 집단이 하나가 되어, 사람들과 함께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집합적인
행동을 추구한 사례는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과 1차 피플 파워에서 볼 수 있다.
반 마르코스 전선을 이끌었던 아키노-코후앙코 친족 연합체는 일차적으로는 친
족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점차 마르
코스 독재에 반대하는 필리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권 교체를 성공적으
로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둘째, 사회 자본은 행위자에게 낮은 비용으로 폭넓은 정보 자원에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많은 연결 망이나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자본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이를 통해 더 많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를 통한 여러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집단에
걸쳐 다양한 연결 망을 가진 행위자는 사회 자본을 통한 이익을 누리기도 하
지만 집단간의 협력도 이끌어 낼 수 있다(Burt 1992).
물론 사회자본은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센(Hansen 1998)은
다른 부서와 너무나 많은 연결 망을 가진 프로젝트팀은 연결 망이 적은 팀보
다 업무 수행 기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
리게 되었음을 보인 바 있다. 연결 망들은 정보의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과도할 경우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의 또 다른 부정적 기능은 지나친 결속력으로 인한 폐쇄성이다.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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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구성원을 하나로 엮어 주었던 결속력 또한 여러 갈등 관계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력한 결속력은 행위자들을 과도하게 구속하게 되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집단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결국 파벌주의와 무기력을 초래하게
된다.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의 경우 그녀의 친족 구성원의 결속력과 사회 자본
으로 필리핀 국민들과 함께 마르코스 정권을 몰아내는데 성공했지만 그 이후
1차 피플 파워에 가담했던 친족 구성원들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과도한 특혜를
줌으로써 아키노 정부의 무능력을 초래했던 것이다.

2.3. 후원-수혜 관계와 ‘평판’ 사회자본
사회자본은 다른 자본처럼 희소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 내에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다(Lin 2001: 99-124). 필리핀의 엘리트 친족 집단은 희소한 사회 자
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 자본의
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는 부르디외가 언급했
듯이, 엘리트 집단이 비물질적 형태의 자본인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을 동일한
형태나 혹은 확장된 형태로 재생산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조건하에서는 경제 자본으로 변환 가능하여 세대간 전수를 정당화 할 수 있다
는 분석과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 자본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한정된 친
족 집단 내의 자본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더 많은 친족 관계를 맺어 전체적으
로 자본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 맺기 욕구를
반영하듯이 필리핀 친족 관계 형성에 있어서 흥미로운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유사한 ‘의사 친족 관계(Ritual-Kinship Relation)’가 발달했다는 것이다. 일차적
으로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혈연이나 결혼을 통하지 않고 친족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주교 관습에서 나온 ‘대부모(Compadres-Co parent)’제도
다. 대부모 관계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신뢰를 교환하는 형
식으로 맺기도 하지만,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정이 ‘후원’의 개념으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대부모가 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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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판

집단 결속력

인

공공 자본

식

불평등한
교환 & 거래

사회적 채무

사회 자본

그림 1. 사회적 교환에서 사회자본으로

출처 : Li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153

대부모는 생일, 크리스마스, 결혼 등의 행사가 있을 때 선물을 하거나 현금
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게 된다.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 그
수혜 당사자들은 대부모를 찾아가 인사를 하거나 존경을 표시함으로써 ‘우땅나
룹’을 표시해야 한다. 대부모는 많은 경우 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원해야 할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곧 그만큼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한 때 마르코스 대통령이 약 20,000 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대부였을 만큼 대부모 제도를 통해 관계 맺기를 하고, 경제적인 혜택
과 사회적 연결 망을 넓힐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대신, 대부모들은 중요한 정치
적 행사나 사회적 행사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보답을 ‘투표’ 또는 ‘노동 봉사’
등으로 돌려 받게 된다. 후원-수혜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행태는 후원
자가 제공하는 물질에 대한 보상으로써 수혜자가 갚아야 할 대가로 분석되지
만 사회 자본 이론으로 보면 그 해석은 좀 더 확장이 가능해 진다.
그림 1 은 후원-수혜 관계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교환이 평판과 집단 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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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비물적 자원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가정한 개념도다. 후원-수혜 관계
에서 일어나는 불평등한 교환 및 거래는 사회 자본이 형성되는 최초의 관계로
후원자의 물질적 후원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을 할 수 없는 수혜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채무의식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사회적 채무 의식은 필리핀 사회 규범
의 기본 원리인 ‘우땅나룹’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러한 호헤성에 따른 사회적
채무 관계는 수혜자들에게 자신들을 후원 해준 집단에 대해 인식하게 한다. 결
국 이러한 인식은 후원자에 대한 평판을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후원자와 수
혜자간의 결속력을 높이게 되어 사회 자본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Lin
2001).
친족 집단 내에서 서로 규제하고 이익을 주고,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미시
적 측면의 사회 자본이 있는 가하면, 그림 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엘리트 친족
집단이 후원자가 되어 수혜자와 다양한 관계 맺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작
용 하는 가운데 두 집단간에는 물질적 교환 이상으로 서로를 매개하는 가운데
평판이 생겨나게 되는 데 이는 엘리트 친족 집단이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 자본이 될 수 있다. 친족 네트워크가 다양한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의 원동력이라면, 평판 자본은 정치 지
도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즉, 후원-수혜 관계를
통해

후원자들은

수혜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인식(Recognition)과

평판

(Reputation)을 높여 가게 되는데, 이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사회 자본이라고
볼 수 있다.
물질적인 후원 뿐 아니라 평판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곧 후원자로써의 실
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나 중앙 정치에서 후원자인 엘리트 친족
집단들은 서로 항상 경쟁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수혜자로부터 더
높은 평판을 얻었느냐가 선거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즉,
후원자로서 높은 평판을 가진 친족 집단이 그렇지 않은 친족 집단 보다 더 많
은 사회 자본을 가지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어느 정당에 소속되느냐 보
다 평판이 높은 어느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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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땅나룹이나 히야와 같은 인간 관계의 근간
을 형성하는 가치들은 친족 집단 내부에서 뿐 아니라, 후원-수혜 관계처럼 사
회적 지위가 서로 다른 사람들간에도 통용되는 가치가 된다. 이는 곧 일차적인
인간 관계가 이차적인 인간 관계의 근원이 되고, 전근대적인 신뢰와 규범이 근
대적인 양상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후원-수혜 구조에서 엘리트 친족 집단의 여성들이 수혜자들에게 인
식과 평판을 쌓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은 바로 ‘미인 대회’다. 지방별로 전국
단위로 빈번하게 열리는 미인 대회의 우승자는 대부분 엘리트 친족 집단에서
나오게 된다. 미인 대회는 지방의 축제 기간에 함께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축
제의 후원금은 많은 부분 엘리트 친족 집단의 기부에 의해 마련되고, 더 많은
기부금과 후원금을 낸 집안의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미인 대회로
사람들로부터 인지도를 얻는데 성공한 엘리트 친족 여성들은 그 이후 적극적
인 사회 봉사 활동을 하게 된다. 적십자사, 여성 단체, 자선 활동을 하다가 친
족 집안 일원이 선거에 출마하면 미인 대회 출신으로써의 인기와 자선 활동을
통한 도덕적 이미지로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돕는다. 현역 여성 정치인 가운
데 상당수가 미인 대회 출신이면서 엘리트 친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미인 대회는 엘리트 친족 여성들이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좋은 ‘평판’을 쌓는
데 중요한 방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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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1차 피플 파워와 코라손 아키노의
사회 자본
3.1. 1차 피플 파워와 마르코스 실각
1972년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의회가 해산되고 마르코
스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체포 구금되었다. 군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마르
코스는 새롭게 헌법을 선포하고 스스로

제도적 권위주의

라 묘사한 정권을

수립하였다. 바랑가위(Barangay) 단위6)로 조직된 킬루상 바공 리뿌난(Kilusang
Bagong Lipunan; New Society Movement)은 지방까지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 할 수 있는 제도로 KBL에 기반 한 일당 체제를 만들어

피플

파워 로 실각할 때까지 마르코스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경제 성장에 있어 마르코스는 국가 발전에 기초한 안정과 성장을 약속했으
나, 1970년과 1980년대에 지속된 오일쇼크와 차관 문제로 그 약속들이 모두 허
구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마르코스 주변 인물들이 국가 경제를 독점하고 보
호주의와 무계획적인 외자 도입에 의존한 개발 등 경제 정책의 취약성을 그대
로 안고 있어 이자율 상승과 수출 부진과 결합된 엄청난 외채 부담은 1980년
대 초 필리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정치적으로도 정권의 취약성은 여실하게 드러났다. 권위주의 정권 구조와
물갈이가

없는

경직된

메커니즘은

투자가들을

외면하게

했고,

민다나오

(Mindanao)를 중심으로 이슬람 반군과 공산주의 신 인민군들의 급속한 성장이
정국을 불안으로 몰고 갔으며, 급기야는 마르코스 반대파 지도자인
아키노(Ninoy Aquino)

니노이

를 암살함으로써 정치적 불안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

다.
6) 필리핀 행정구역 체계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바랑가이(Barangay)의 상
위 행정 단위로는 군, 읍(Municipality), 시(City). 도(Reg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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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옥고를 치르고, 신병 치료 차 3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필리핀으
로 돌아 온 니노이 아키노는 도착하자마자 마닐라 국제 공항에서 암살 당하게
된다. 남편의 활발한 정치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리7)는 남편의 활동을 돕기 위
하여 봉사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았으며, 정치에 대한 언급을
되도록 하지 않고 자녀 교육과 가사 일에만 몰두했을 뿐이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녀의 정치적 데뷔는 권위주의 정권에 희생된
정치인의 미망인으로써 계엄령 아래 억압받던 일반 필리핀 국민들을 상징하고
대변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83년 니노이 의원이 암살된 직후 1983년에서 1986
년까지 코라손 아키노는 거리 시위와 모든 정치적 집회에 참여해야 했다. 비운
의 정치가와 그의 아내, 코리는 유일하고 강력한 시위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1985년 코리는 대통령직을 두고 마르코스에 도전장을 냈다. 입후보를 결정
하기 직전까지도 그녀는 스스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많이 망설였다. 그러나
코리의 입후보를 원하는 200만 명의 국민 서명이 완료되고 난 후에서야, 최종
적으로 정치 진출을 결심하고 평화적 시위와 선거를 통해 마르코스 정권에 대
항하게 된다. 그러나, 선거 결과 마르코스가 공식적으로 승리하였음이 발표되
면서, 필리핀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선거 결과를 집계하던 선거 운
영회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반발하며 마르코스 반대 시위에 합류하게 되었고,
국방장관 후안 엔릴(Juan Enrile)과 군부 내 후안 추종자들이 마르코스에 대항
하여 쿠데타를 시도하였다. 쿠데타는 곧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았으나, 곧 이어
라모스(Ramos) 장군도 쿠데타에 참여하게 되고, 카톨릭 하이메 신 추기경이 이
들에 대한 보호를 국민들에게 호소함으로써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한다.
라모스와 군부장성들은 선거에서 코리가 승리했음을 알게 되었고, 시위대
진압을 위해 투입된 군인과 경찰들은 군중들을 향한 발포를 전면 중지하고, 가
7) 코리(Cory)는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의 애칭으로 일반 필리핀 사람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갖게 하는 호칭이었다. 필리핀 사람들 사이에서 대통령을 가리킬 때 실제 이름대신 대부
분 애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에랍(Erap)’으로 불렸고, 글로
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아떼 글로(Ate Glo)'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었다. 아떼는
따갈로그어로 ’언니‘, ’여성 연장자‘를 부르는 호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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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모든 폭력 진압을 거부하였다. 갑작스런 군부에 대한 통제권 상실로 말미
암아, 마르코스는 마지막으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미국으로부터 하와이
망명에 대한 보장을 약속 받은 후 전격적으로 하야하게 된다. 시민혁명으로 반
전된 쿠데타로 인해, 코라손 아키노는 필리핀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자
민주화를 이끌어 낸 혁명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된다.
아시아 지역에서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이익 때문에 경제적으로 군
사적으로 필리핀 정치에 깊게 간여하고 있던 미국은 필리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아키노 정권을 지원해야 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톨릭, 경제계, 불만을 품은 군부 지도자들이 모두 연대하여 반 마르
코스 전선을 형성하게 되고 1986년 2월

피플 파워 를 통해 결국 마르코스

를 축출하고 코라손 아키노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3.2. 아키노의 친족 사회자본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은 피플 파워를 이끌기 전까지만 해도 무척 전형적인
가정 주부로 정치에 무관심했고, 공식적인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랬
던 그녀가 정치 입문과 동시에 필리핀 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라 필리핀 최초
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필리핀 최고 가문 중 하
나인 코후앙코(Cojunaco) 집안의 딸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많은 정치인과
필리핀 내 실력자들을 접할 기회가 많았으며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써 도덕적
인 지도자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코라손 아키노는 중국 복건성 출신 이민 3세대로 루손 섬 북부 딸락 지방
(Tarlac)에서

호세

코후앙코(Jose

Cojuanco

Sr.)와

드미트리아

코후앙코

(Demetria Sumulong Cojuanco) 사이에 8 명의 자녀 중 6번째로 태어났다. 할
아버지 멜레시오 코후앙코가 정미소와 사탕수수 가공 공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거부를 이루었고, 이후 아버지 호세 코후앙코는 딸락 지방 하원 의원을 지냈으
며, 삼촌 둘 모두 각각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지냈다. 코라손 아키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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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아버지 형제들 또한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큰 사업을 경영하였는데,
아버지의 형제 안토니오 코후앙코(Antonio Cojuanco)는 필리핀장거리통신회사
(PLDT:Philippine Long Distance Telephone)의 최대 주주였고, 아버지의 또 다
른 형제은 에두아르도 코후앙코는 사탕수수 농장 대토지를 물려받아 운영하였
다.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룬 경제적 부와 정치 권력은 그대로 코라손 아키노
세대로 세습되었다. 딸락 지방을 배경으로 하원 의원이 된 아버지에 이어 코라
손 아키노의 남동생인 호세 페핑 코후앙코(Jose Pepping Cojuangco) 또한 딸락
지방의 주지사를 거쳐 하원 의원을 지냈다. 호세 페핑 코후앙코의 부인이자 모
델 출신인 팅팅 코후앙코(Ting ting Cojuanco)는 1992년 딸락 지방 주지사에
당선되었다. 코라손 아키노와 달리 팅팅 코후앙코는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
기

전부터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해왔다.

그녀는

특히

필리핀

적십자사

(Philippine Red Cross)와 카톨릭 여성 연합(Catholic Women League) 활동에
적극적이었는데,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의 어머니이자 팅팅 코후앙코의 시어머
니인 드미트리아 코후앙코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적십자사의 활동을 주도한 바
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써 또 다른 갈래의 여성 운동을 주도했던 팅팅 코
후앙코는 “화해를 위한 여성행동연합(AWARE:Alliance of Women for Action
Toward Reconciliation)"을 조직하였는데, 이 단체는 1983년 니노이 아키노 의
원이 암살되었을 때 가장 먼저 거리에서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고 코리의 입후
보가 결정된 직후에는 자신의 선거 캠프에 동생

호세 페핑 코후앙코(Jose

Peping Cojuangco) 는 수석 전략가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
였다.
앞 서 언급했던 것처럼 코후앙코 집안은 필리핀에서 손꼽히는 대부호로 유
명하다. 안토니오 코후앙코 시니어(Antonio Cojuanco Sr.)가 소유하고 있던 필
리핀장거리전화회사(PLDT)는 아들 라몬 코후앙코(Ramon Cojunaco)를 거쳐 현
재 손자인 안토니오 코후앙코 주니어(Antonio Cojuanco Jr.)가 최고 경영자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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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코라손 아키노 집안 가계도

아버지의 또 다른 형제 에두아르도 코후앙코 시니어(Eduardo Cojuanco Sr.)
가 일찍 죽자, 당시 16세였던 코라손 아키노의 사촌 에두아르도 단딩 코후앙코
(Eduardo Danding Cojuanco)가 모든 사업권을 물려받는다. 1957년에 빠니끼
설탕회사(Paniqui Sugar Corp.)를 운영함과 동시에 딸락 지방 빠니끼 지역의
시의원을 시작으로, 4년 후에는 부시장이 되었고, 1965년에는 딸락 지방의 하
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마르코스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단딩 코후앙코는
마르코스의 대표적인 측근(Crony)으로써 사업 영역을 점점 확장해 나갈 수 있
게 되어 마르코스 집권 시기에 약 24 개 회사의 대주주이거나 소유자가 되었
다.
코라손 아키노가 집권하게 되면서 마르코스의 사람이었던 단딩 코후앙코
또한 마르코스와 함께 망명길에 올랐다. 그러나 코라손 아키노 집권 말기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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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사면을 통해 단딩 코후앙코는 필리핀으로 돌아와 필리핀 최대 맥주회
사인

산미겔

코퍼레이션(San

Miguel

Corp.)과

코코넛

연합

은행(United

Coconet Planters Bank)의 주식을 모두 찾을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단
딩 코후앙코와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마르코스를 중심으로 적대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니노이 아키노 의원과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미
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망명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사람이 바로 단딩
코후앙코였다.
남편 니노이 아키노의 집안 또한 여러 정치인을 배출한 명망 있는 가문이
다. 아키노 집안은 코후앙코 집안과 함께 딸락 지방에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으
며, 니노이 아키노의 아버지 또한 정치인이었다. 니노이 아키노(Ninoy Aquino)
의원은 필리핀 역사상 가장 젊은 시장으로 또한 가장 젊은 상원 의원으로 마
르코스 집권 시절 필리핀 정치계의 한 축을 이끄는 활발한 정치가였다. 또한
정치적 야심이 컸던 니노이 의원은 1970년대 초반부터 마르코스에 대항할 만
큼 유망한 대통령 후보자이기도 했다.
17살에 마닐라 타임즈(Manila Times) 신문의 해외 통신원으로 기자 생활을
시작한 니노이 아키노는 1954년 코후앙코 집안의 딸 코라손 마리아 코후앙코
와 결혼했다. 1961년 딸락 지방 주지사에 당선되었고, 6년 뒤인 1967년에 상원
의원에 전격 당선되면서, 마르코스 대통령의 반대 세력을 이끄는 중심 정치인
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던 중 마르코스가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자 즉각 체포
되어, 8년간 옥살이를 하고, 사형까지 선고받았으나 1980년 신병 치료 차 미국
으로 건너가 잠시 망명 생활을 하였다. 니노이 아키노 의원의 형제인
키노(Paul Aquino) 와

부츠 아키노(Butz Aquino)

폴 아

는 몇 차례에 걸쳐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을 지냈고, 아직까지도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라손 아키노가 남편을 대신해 출마를 선언 한 후 폴 아키노는 대통령 수
석 비서관으로, 부츠 아키노는 선거 담당 임원을 맞으면서 적극적으로 반 마르
코스 전선에 전력을 다해 가담했다. 니노이 아키노 의원의 여동생인 루삐따 가
시와라(Lupita Kashiwara)는 영화 감독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어 곧바로 코라
손 아키노 진영에서 언론 홍보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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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노이 아키노 의원의 친구들도 코라손 아키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었다. 남편의 담당 변호사이자 친구였던 조커 아로요(Joker Arroyo)는 선
거 때 물심 양면으로 도와, 코라손이 집권 이후 대통령 수석 비서(Executive
Secretary)로, 니노이 아키노 의원과 함께 감옥살이를 했던 호세 디오코노(Jose
Diokono)는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친구 록신(Locsin)은 말라카냥의 대
변인에 각각 임명되었다.
마르코스로부터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이러한 공격에 대응
해, 코리는 스스로 정치적 경험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직
후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을 결성, 모든 정책 결정
은 자문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고 응수했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실
제로 코리의 선거 정책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집안과 남편의 집
안 사람으로 구성되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3.3. 아키노의 평판 사회자본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강력한 기반은 카톨릭과의
강력한 연대를 통한 도덕성을 지닌 지도자로써의 이미지였다.
스페인 점령과 더불어 필리핀에 소개 된 카톨릭은 필리핀 사람들의 정신 세계
와 일상 생활을 지배한다. 전 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카톨릭 신자로 아직까지
필리핀에서 카톨릭의 권위와 위세는 대단하다.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은 카톨릭
계열 학교에서 쭉 교육을 받았으며, 본인 스스로 독실한 카톨릭 교도로 유명하
다. 피플 파워 국면에서 코라손 아키노는 지지하고 시민 불복종을 독려했던 하
이메 신 추기경(Jaime Cardinal Sin)은 이후에도 코라손 아키노 정부의 가장 중
요한

자문

역을

수행했으며,

아테네오

대학

총장(Ateneo

de

Manila

University)이자 신부인 호아킨 베르나스(Joaquin Bernas) 등은 코라손 아키노
정부에서 자문 활동을 하였다. 암살 당한 유망한 정치인의 불쌍한 아내, 독실
한 카톨릭교도로서의 도덕적 이미지와 더불어 코후앙코 집안과 아키노 집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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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지원은 마르코스에게 실망했던 필리핀 국민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
필리핀 국민들은 마르코스를 대신하여 코라손 아키노 집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후원자를 선택했다.
마르코스와 코라손 아키노의 경쟁에서 불법 선거 결과 일차는 마르코스의
승리였다. 그만큼 20년의 독재 기간 동안 마르코스는 스스로 모든 필리핀 국민
의 ‘후원자’임을 자처했고, 자신의 측근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자원을 언제든 지 동원할 수 있도록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 마르코스가 상실했던 것은 필리핀 사람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원자로
써의 ‘평판’ 이었다.
5선 대통령을 하는 동안 마르코스는 스스로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친
족 집단을 억압했기 때문에 다른 후원자 집단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축적했어
야 할 후원자로써의 ‘평판’자원을 가질 수 없었고, 크로니즘과 같이 특정 집단
에 특혜를 베푸는 것이 공공연해지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좋은 ‘평판’도 점
차 상실하게 된 것이다. 즉, 필리핀 국민들이 통치자에게 ‘우땅나룹’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마르코스가 더 이상 후원자로써 자신들의 삶을 지원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평판과 도덕성을 가진 새로운 통치자를 원하게 되었
던 것이다.
특히, 그녀는 등장 초기부터 스스로의 이미지를

도덕적 전도사 로 부각

시키면서 마르코스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대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나는 (마르코스와 달리) 못하는 것이 참 많다. 거짓말, 속임수, 도둑질에
영 소질이 없다. 그 가운데 더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정치적 연적을 죽이는
것이다

정의롭지 못한 것 특히, 부패에 대한 견제와 도박과 같은 것들과 거

리가 멀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고, 그녀의 도덕적 이미지는 좋은 ‘평판’ 을 획
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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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2차 피플 파워와 글로리아 마카파칼
아로요의 사회자본

4.1. 2차 피플 파워와 에스트라다 실각

필리핀 민주주의는 2000년 11월 13일 중요한 시험대 위에 올랐다. 에스트
라다 대통령의 부정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0년 10월, 지방
주지사인 루이스 싱손(Luis Singson)이 불법 도박 운영에 의한 이익금과 담배
세의 일부인 1천 1백만 달러를 에스트라다에게 상납해 왔다고 폭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에스트라다는 1998년 대통령 당선되기까지 비교적 성공적인 정치 인생을
살아 왔다. 영화 배우로 출발, 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협심 넘치는 강력한
남성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로 인기를 얻었다. 에스트라다는 영화 배우 시절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1969년 그의 고향 마닐라 산후안(San Juan) 시장직에 출
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했고, 약 16년 간 산후안 시장을 역임했다. 에스트라다
인기의 비결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로빈 훗’ 이미지와 스스로 엘리트
친족 출신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의 별
명 에랍은 따갈로그어 ‘친구(Buddy)'로 서민에게 가까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를 쌓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엘리트 친족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취약점을 극
복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인기를 반영하듯, 이후 그는 시장을 거쳐 상원의원 선
거와 1992년 부통령 선거,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여 승승장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원에서 탄핵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초점은 사건 자체보다
재임기간 동안 축적해 온 에스트라다 개인 비자금, 여성 편력 등으로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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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트라다는 7개의 계좌에 약 6천만 달러 이상을 분산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
는데, 이 금액은 재산 공개 때 발표했던 6십만 달러 보다 백 배가 넘는 금액이
었다. 엄청난 금액의 개인 비자금은 물론이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여러 채의
초호화 주택, 6명의 애인으로부터 얻은 11명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 공식적인
업무 수행보다는 ‘술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Midnight cabinet' 운영 등 에스트
라다의 실책이 속속 공개되었다. 비자금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탄핵 23일째
되던 2001년 1월 16일, 은행 거래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거래 내역서 공개
여부를 두고 에스트라다를 지지하는 상원 의원들의 이의 제기로 투표에 부쳐
졌고, 그 결과 11대 10으로 증거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반발한
의회 소속 검사들은 탄핵 참여 중단을 선언하였고, 상원 의장

아길리노 피멘

틀 2세(Aguilino Pimentel Jr.)는 투표 결과에 대한 불만과 상원 의장으로써의
책임 통감을 이유로 즉각 의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상원의 탄핵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폭되어 갔다. 의회가 파행을 맞으면서 사람들
은 1986년 피플 파워가 일어났던 장소

에드자 (EDSA:Epifanio de los

Santos) 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1월 17일. 1986년의 기억을 되살린 시민들
은 서로 서로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8)를 통해 에스트라다 대통령 퇴진 시위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마닐라를 비롯해서, 세부(Cebu)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도 이러한 움직임은 예외가 아니었다. 일차로 에드자 거리에 약 3만 명이 모였
고, 금융 중심지 마카티 증권 거래소 앞에서 기업인 연합회에서 대통령의 사임
을 요구했다. 홍콩에서 막 귀국한 라모스 대통령도 곧 가담하여, 니노이 아키
노 국제 공항(NAIA: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부터 에드자까지 시위
대와 함께 행진했다.
에스트라다 집권 초기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각종 스캔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난해 왔던 천주교 하이메 신 추기경과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
8)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을 채택하고 있는 필리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루 평균 약 3천만 건이 보내지
는데, 이는 유럽 전체에서 소통되는 문자 메시지 보다 많은 회수다. (Newsweek, 2001,
29 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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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86년과 마찬가지로

시민 불복종 을 독려하는 연설을 했고, 탄핵 과

정을 진행했던 상원 의원 4명까지 가세 해 마닐라와 인근 지역으로부터 올라
온 약 20만 명의 시민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에스트라다 퇴진 시위에 동참한
것이다.
시위 둘째 날 대통령 사임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갔다. 한 때 에스트라
다 선거 운동을 했던 유명인과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정치인들도 하나
둘 시위대에 가담하면서 퇴진 운동은 점 점 속도를 더해 갔다.
셋째 날이 되면서 11개 부처 장관이 사임을 표명하면서 에스트라다 정부는
사실상 붕괴를 맞았다. 경찰과 군부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 철회를 발표했
음에도, 사임을 거부한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5월로 예정되었던 지방 선거와 함
께

재선거(Snap election)

를 하고, 상원 탄핵 과정에서 은폐되었던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부통령은 대통령에 맞
서, 대통령은 통치를 위한 도덕적 정당성과 권위를 상실했으므로, 당일 저녁 6
시까지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넷째 날, 내각 장관들과 군부로부터 모든 신임을 상실하고도 여전히 사임
발표를 하지 않은 에스트라다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은 대통령이

공석

임을

선언했고, 이날 정오 무렵, 시민, 학생, 성직자 등 시위대에 둘러 싸여, 글로리
아 마카파갈 아로요가 제 14대 대통령9)에 올랐다.
2차 피플 파워가 끝난 후에도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내 곳곳
에서 에스트라다를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에스
트라다가 더 이상 가난한 국민들을 대변해 줄 수 없음을 알았다. 사실상 에스
트라다는 엘리트 친족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인기
9) 1987년 만들어진 새 헌법 7조 8항(New Constitution, Article 7. Executive
Department Section 8)에 따르면 “대통령이 유고, 지속적 업무 수행 불가, 사임했
을 경우 부통령이 남은 인기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In case
of death, permanent disability, removal from office or resignation of the
President, the Vice President shall become the President to serve the unexpired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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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바탕으로 단딩 코후앙코 등 중국계 사업가들과 연계를 통해 정치 자금을
지원 받고 그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에스트라다는 서민의 친구라는 이미
지만 있을 뿐,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후원자가 아니었음을,
결국 부정 뇌물 수수 사건을 계기로 더욱 명확히 드러난 것이고, 그 결과 2차
피플 파워를 통해 에스트라다는 실각하게 된 것이다.

4.2. 아로요의 친족 사회자본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부정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탄핵되면서 당시 부통령
이던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가 필리핀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자동 승
계 하였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한 것은 아니지만, 상원 의원 재임시절부
터 그녀는 차기 대통령감으로 항상 언론과 여론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우선,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의 아버지는 제5대 필리핀 대통령을
지낸 디오스다도 마카파갈(Diosdado Macapagal) 대통령이다. 디오스다도 마카
파갈 대통령 재임 시절 필리핀은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였다. 빰빵가 루바오(Pampanga Lubao) 지역 출신인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대통
령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의 할아버지는 필리
핀

토속어를

살리는

극작가이자

농민이었던

어바로

마카파갈(Urbano

Macapagal)이었고, 할머니 로마나 팡간 마카파갈(Romana Pangan Macapagal)
은 소작농의 딸로 세탁 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다. 고등학교까지 빰
빵가에서 마친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대통령은 법대 진학을 위해 필리핀 국립
대학교에 개설된 법학초기 과정을 이수하고, 이어 법학전문대학에 합격, 재학
중 세인트 토머스 대학(University of St.Thomas) 법대로 옮겨 1941년에 학위를
수여했다. 졸업 후 가장 유력한 미국 변호사 회사에서 4년 간 일했고, 그 후
바로 독립하여 마카파갈 법률 회사를 개업하고, 교수, 변호사 협회 회장 등 활
발한 사회 활동을 하다가 필리핀이 독립하던 1946년부터 본격적인 정치 인생
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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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집안 가계도

처음으로 그가 얻은 공직은 외무부 산하 법률위원회 회장이었다. 외교와 교
섭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디오스다도 마카파갈은 워싱턴에서 잠시
외교관 생활을 한 후, 당시 필리핀의 대통령이었던 퀴리노(Quirino)의 도움으로
자신의 출신지였던 빰빵가(Pampanga)에서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하원 의
원 활동을 바탕으로 196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경쟁자였던 보홀 출신 카를
로스 가르시아(Carlos P. Garcia)에게 60 만 표를 훨씬 상회하며 압승했지만,
1965년 재선에서 마르코스에 패배했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의 큰아버지 이스라엘 마카파갈(Israel
Macapagal)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고향인 빰빵가(Pampanga) 지역에서 교사로
오래

재직하며

조용히

살아간

반면,

작은아버지

엔젤

마카파갈(Angel

Macapagal)은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대통령의 도움으로 직업 경력과 정치 경력
을 차근히 쌓아 나갈 수 있었다. 매뉴얼 퀘손 법률학교(Manuel L. Que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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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chool)를 졸업한 후, 형인 마카파갈 대통령의 도움으로 필리핀 체신국
(Philippine Post Office) 빰빵가 지점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하였다. 체신국 내
에서 빠르게 승진하여 부서 국장이 된 지 얼마 안되어, 디오스다도 마카파갈이
부대통령이 되면서 1958년부터 1961년까지 엔젤 마카파갈은 곧 대통령의 비서
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다. 디오
스다도 마카파갈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1962년 초 엔젤 마카파갈 역시 대통
령 비서관으로 다시 임명되었고, 1964년에는 마카파갈 가족의 출신지인 빰빵가
지역에서 부주지사(Vice Governor)로 당선되었다. 이후, 주지사도 역임했고,
1965년에는 빰빵가 제2지구에 출마 하원 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대통령은 두 차례 결혼을 했다. 첫 부인은 퓨리타 델
라 로사(Purita de la Rosa) 여사로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상원 의원을 지낸 로
젤리오 델 라 로사(Rogelio de la Rosa)의 동생이었다. 첫 부인과 사이에서 2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장녀는 시엘로 마카파갈(Cielo Macapagal)이고, 아들은
아투로 마카파갈(Arturo Macapagal)이다.
첫 부인과 사별한 후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대통령은 에반젤리나 마카라에
그(Evangelina Macaraeg) 여사와 재혼하여 큰 딸 글로리아 마리아 마카파갈
(Gloria Maria Macapagal)과 아들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주니어(Diosdado
Macapagal Jr.)를 두었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의 언니 시엘로 마
카파갈 살가도는 글로리아 마카파갈 보다 먼저 정치에 입문하여 아버지 고향
인 빰빵가(Pampanga) 지역에서 1988년부터 1992까지, 그리고 1995년부터 1998
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 주지사(Vice Governor)를 지냈고, 현재 필리핀국립은
행장(Philippine National Bank)으로 재직하고 있다.

4.3. 아로요의 평판 사회자본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그 동안 말라카냥궁 입성을 위해 준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대 시절을 말라카냥궁에서 보내고, 미국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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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통해서 전문 교육을 받은 후, 귀국 후 아테네오 대학과 필리핀 국립대학
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정부 경제 자문을 했고, 이에 자연스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다. 1992년 상원 의원에 처녀 출전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는 전국 투표를 통해서 24명을 뽑는 상원 의원 선거에서 13째로 당선된다.
당시 상원 의원에 도전한 사람들은 오랜 정치 경력을 과시해 오던 정치인
으로 빈센트 소토(Vincent Sotto), 앙가라(Angara), 로코(Roco), 오스메냐 3세
(Osmena III) 등으로 모두 쟁쟁한 경쟁자들이었다. 1986년 코라손 아키노 내각
이 출범하면서, 경제 분야의 자문을 담당하기는 했지만 선출직 출마는 처음이
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대
통령의 딸이자 경제전문 관료로써의 이미지, 남편의 경제력 등이 중요하게 작
용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옥시덴탈(Occidental) 지역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는 아로
요 집안 출신으로 변호사이자 사업가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정치력과 경제력
의 대표적인 결합이었다. 아버지의 후광은 대단했지만, 아버지 출신지인 빰빵
가 지역에 이렇다 할 만한 경제적 기반이 없었던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는
선거 자금과 관련하여 남편 집안의 적극적인 후원과 함께 1992년 상원의원으
로 처음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 1992년 상원 의원에 처음 출마하면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는 아버지의 성 ‘마카파갈’을 중간 이름으로 고집했고, 미리 정
치 경험이 있었던 언니 시엘로 마카파갈로부터 자문을 구했으며, 변호사이자
사진작가이기도 한 남편이 선거 포스터를 비롯하여 홍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
다.
그러나 한 차례 상원 의원을 지내고 나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는 능
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할 만큼 명성을 쌓았다. 그 결과, 상원 의
원에 재도전 1995년 1천 6백 만 명의 지지를 얻어 상원 의원에 재선하였는데
이는 필리핀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은 것이었다. 이러한 지지율의 신화
는 1998년 부통령 선거 출마 때 다시 한 번 재현됨으로써 필리핀 국민들로부
터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가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상원 의
원 재임 시 경제, 농업, 사회 계획 전 분야에 걸쳐 약 400 건이 넘는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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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했으며, 동료 상원 의원들과 함께 제출한 법안도 50건이 넘을 정도로 활발
한 의정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경제학 박사로써의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의 면
모를 유감없이 과시했고,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으로 그녀의 인기를 가중시킬
수 있었다. 그러한 인기는 곧 각 선거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는데, 필리핀 정치
인 가운데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만큼 다양한 기록을 가진 이도 드
물 것이다. 1998년 당시 라모스 대통령이 이끌던 집권 정당인 라카스(Lakas)
부통령 후보로도 출마한 글로리아 아로요는 약 1천3백만 명의 지지를 얻었는
데, 이 또한 필리핀 역사상 가장 높은 표를 획득한 것이었다.
소수 정당 람쁘(LAMMP) 출신 대통령인 에스트라다는 부통령을 곧 복지
장관으로 임명했고, 그녀는 2000년 10월 사임 전까지 복지 장관으로써 활약했
다. 그리고 부통령과 복지 장관을 겸직 한 지 약 2년 남짓 안에 그녀는 2001년
1월 20일 필리핀의 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전직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뇌물 수수와 부패 혐의로 탄핵과정을 통해 물러
난 공석을 1986년 민주 헌법에 의해 부통령인 그녀가 자동으로 승계 함으로서
필리핀은 15년만에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화려했던 아버지의 정
치 역정만큼이나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1992년 정치에 처음 입
문한 후, 필리핀 정치 역사에 기록될 다양한 기록들과 더불어, 10년 도 채 되
지 않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이 부패, 부정 뇌물 수뢰 등으로 강제 퇴진하면서, 새
헌법에 따라 취임하게 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2004년까지 남
은 임기를 수행하게 되고, 재선은 불가하게 되어 있으나, 전임 대통령의 임기
를 이어 받은 것이므로 그녀 스스로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만약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이 2004년에 재당선에 성공한다면, 그녀는 6
년 단임제 필리핀에서 10년 간 최고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는 부통령 재임시 에스트라다 대통령과 적절한
거리 두기와 연합하기 등을 적절히 구사하였는데, 대통령 부통령을 각각 선출
하는 필리핀 정치 시스템에서 반대 정당 출신인 대통령 에스트라다가 제안한
복지 장관직을 수행한 것은 연합과 실리를 위한 선택이었고, 에스트라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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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되고 나서 반 에스트라다 전선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은 자신과 에
스트라다를 차별화 함으로써 새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큰 저항 없이 권
력을 승계 받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었다.
결국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에게는 두 차원의 사회 자본이 모두
충분히 축적되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엘리트 친족의 일원으로써 초기 정치 입
문 과정에서 아버지의 후광, 남편 집안의 경제력 등이 제공해주는 사회적 연결
망의 자본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정치 입문 후 글로리아 마카파
갈 아로요의 전문적인 정치 수행 능력을 통해 축적한 좋은 ‘평판’ 이 그녀에게
강력한 사회자본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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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두 여성대통령 사회자본 비교 및 특징
5.1. 집권의 동력: 친족 및 평판 사회자본
공교롭게도 필리핀은 큰 정치적 격변기를 지내고 나서 모두 여성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었다. 사실상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과 글로리아 마카파갈 대통령은
구체적인 집권 과정과 통치 스타일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
적 전환기에 등장한 여성 정치인으로 모두 엘리트 친족 가문 출신이라는 공통
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엘리트 친족 가문이라는 배경은 그들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있
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친족 구성원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네트워
크가 제도화되어있는 필리핀 사회에서 엘리트 친족 구성원으로써 누릴 수 있
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 되는 풍부한 친족 연결망을 사회 자본
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피플 파워와 같은 정치적 전환기에 권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친족을 통한 사회 자본은 집단 구성원간의 관계 속에 배태되어 있기도 하
지만, 엘리트 친족 집단과 다른 집단간의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교환들을 지속
하는 가운데 축적되기도 한다.
예컨대, 일차적으로 사회 자본을 생산하는 이 관계들에 가족, 계급, 학교,
정당 등의 공통 명칭을 적용함으로써 이 관계의 내부에 들어오는 사람들 간에
정보를 나누고 이익을 교환하도록 하고, 일련의 제도적 행위에 의해서 사회적
으로 제도화되고 유지, 강화한다(Bourdieu 1983). 따라서 특정 행위자가 소유하
고 있는 사회 자본의 양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 망의 크기와 이와 연결된 각각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
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양에 달려 있다.
필리핀 사회에서 엘리트 친족 체계가 양산해 낼 수 있는 사회 자본의 형
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 하나는 엘리트 친족 관계의 일원이 됨

- 39 -

으로써 얻게 되는 직접적인 자원 접근 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후원 집단과 상
호주의에 기반해서 얻게 되는 ‘인식’과 ‘평판’ 자본이 그것이다(Lin 2001).
그런 의미에서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은 자신의 집안인 코후앙코 가문과
남편 아키노 집안, 이 두 가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회 자원
을 동원할 수 있었고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또한 필리핀이 전성기
를 구가했던 시대에 대통령을 지낸 전임 대통령의 딸로 두 여성 대통령 모두
엘리트 친족 집단의 일원으로써 엘리트 친족의 일원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 자
본의 소유자였다. 이처럼 친족 집단에 배태되어 있는 풍부한 사회 자본이 일차
적으로 그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것이 그들이 대통령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모든 사회 자본은 아니었다. 엘리트 친족을 배경으로 하
고 있다는 것은 필요 조건이었을 뿐 충분조건은 아니었다.
따라서 1차 피플 파워, 2차 피플 파워라고 하는 특수한 정치 상황에서 아키
노 대통령과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각각 경쟁 관계에 있던 마르코
스 대통령과 에스트라다 대통령을 누를 수 있었던 다른 종류의 사회 자본이
필요로 했었다. 그것은 후원-수혜 관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 두 번째 자본인 ‘평
판’ 자본인데, 결국 두 차례의 피플 파워는 후원자로써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혜자인 국민과 적절한 교환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평판’ 자본
을 축적하지 못한 실책에 대한 직접적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아키노-코후앙코 집안의 막강한 경제력과 친족원들의 영향력은 효과적인 정
당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후원자로써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아키노 집안과 코후앙코 집안 모두 딸락 지방에서 경제적 자원을 기반
으로 정치력을 획득하여 한 때는 경쟁하기도 했으나 결국 니노이 아키노와 코
라손 코후앙코의 결혼을 통해서 지역에서 확실한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다.
두 집안은 다시 중앙 정치에서 권력 획득을 위해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
고 있었던 니노이 아키노 의원을 함께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키노 의원
이 암살된 후, 여전히 두 집안의 이해 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코라손
코후앙코 아키노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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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후앙 코 친 족

그림 4.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의 사회 자본과 ‘구조적 공백’

두 집안의 자원을 모두 동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녀의 등장은 우연이
었다기보다, 마르코스에 대항해 아키노 집안과 코후앙코 집안의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모두 동원할 수 있는 구조적 이점을 가진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즉, 당시 국면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니노이 아키노 의원이 두 집안 사이
에서 점하고 있던 구조적 공백의 이점을 코라손 아키노가 취함으로써 큰 변화
없이 상황을 이끌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모두 끝난 후에 결정된 두 집안의
최종 후보자였다.
그림 4는 버트의 ‘구조적 공백(Structure hole)'이 갖는 이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버트는 ’구조적 공백‘의 위치를 가진 행위자가 두 집단에 걸쳐 모두
정보와 자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회 자본을 가지게 되고, 결국
행위자나 행위자가 속한 집단이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하는 데 더 많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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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기회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았다. 결국 여기서 행위자는 점하고 있는 위치
의 이익을 최대한 누리게 되는 것이다.
니노이 아키노를 대신해서 정치적 경험이 있는 그의 친족 가운데 한 명이
나왔다거나 코후앙코 집안의 누군가가 마르코스에 대항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로 나왔다면 코라손 아키노 만큼 선거에서 승리했을 경우 확실하게 자신들이
투자했던 자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인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의 집안이 딸락 지방에서 대대로 확고한 경제 기반이
있었고, 이를 확대 재상산 하는 과정에서 코라손 아키노를 구조적 공백으로 사
회 자본을 극대화했던 반면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그 집권 과정
에서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카파갈 집안은 아키노와 코후앙코 집안처럼 빰빵가 지역에 특별한 경제
적 기반이 없다.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대통령의 부모는 가난한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카파갈 집안은 디오스다도 마카파갈이 변호사를 거쳐 정
치에 입문한 자수성가형으로 동생 엔젤 마카파갈을 정치인으로 키웠고, 필리핀
의 전통적인 엘리트 가문과 결혼을 통해 엘리트 집안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남편은 마이크 아로요(Mike
Arroyo)로 변호사이자 네그로스 옥시덴탈 지방(Negros Occidental) 지방에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으로 부를 축적한 아로요 집안 출신이다. 마이크 아로요의
할아버지 호세 마리아 아로요(Jose Maria Arroyo) 또한 일로일로 지방(Iloilo)에
서 상원의원을 지낸 바 있다. 대학교수였던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가 처음
정치에 입문하면서 남편 마이크 아로요는 선거캠프를 이끌었고, 특히 언론 및
홍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글로리아 대통령을 도왔다. 아로요 집안의 경제력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가 1992년 상원 선거에서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글로
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이 에스트라다 이후 권력 승계를 하고 나서 필리
핀 유력지 인콰이어러(Inquirer)와 마이크 아로요의 인터뷰에 따르면, 1992년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가 상원 선거 출마를 망설였을 때 마이크 아로요가
기꺼이 자산을 팔아서 선거 자금을 마련하며 출마를 독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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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본 이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는 결혼을 통
해 마카파갈 집안의 ‘명성’과 아로요 집안의 ‘경제력’을 연결시키면서 두 집안
이 가지고 있는 사회 자본의 양을 증식시킬 수 있었다. 마카파갈 집안의 정치
적 자본은 남편 집안의 경제적 자본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었고, 남편 친족의
경제적 자원은 글로리아의 출마를 통해 정치적 자본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음
과 동시에 더욱 경제적 자원을 강화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콜만은 이러한 사회적 자원 교환 행위를 행위자가 관심 있는 목적을 성취
하고,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행위자와 협상하고 협력
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버트의 이론 틀로 보자면,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써, 본인 스스로 마카파갈 집안의 명성과 아로요 집안의
경제적 자본을 연결(Bridging) 함으로써 두 집단의 자원을 모두 효과적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위치를 점했던 것이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는 또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정치 사회화’ 과
정(Vicky Randall 1982)을 거쳤다. 대통령을 지낸 아버지 덕분에 소녀 시절을
말라카냥 궁전에서 보낸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부모 세대의 문화적, 사회적 자본이 일차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자식 세대
가 체화 하면서 축적 전승되었다(Bourdieu 1983; Coleman 1988). 즉, 사회 자
본은 인적 자본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풍부한 사회 자본을 가진 부모들의 자본은 다음 세대에 더 좋은 교육과 훈
련, 지식을 획득하는 많은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의
경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성격으로 유명한데, 그녀의 개인적인 능력에 미국
조지타운 대학 유학 시절을 통해 쌓은 전문성, 귀국 후 아테네오 및 국립 필리
핀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써 활동하면서 정치 자문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탁
월한 인적 자본을 형성, 그녀가 가진 사회 자본과 결합하여 최대한의 시너지를
이끌어 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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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회적 위계 구조와 ‘구조적 공백’의 이점

출처: Lin 2001. The Theory and Theoretical Propositions: 72

특히 아름다움과 권력간의 관계는 필리핀 여성들에게 있어 명백한 공식과
같이 다가오는데,

아름다움 이 여성을 대상화시키고 상품화시킨다는 서구

여성학자들의 견해와 달리, 필리핀에서 아름다움은 언어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자질로써 평가된다.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는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잘 나타나는데, 타갈로그어 단어
단순히

예쁘다 ,

마간다(Maganda) 는

아름답다 를 나타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가치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즉, 아름다움은

진실 과

옳은 것

으

로 언제든 교환될 수 있는 가치라고 필리핀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
1965년 당시 십대 소녀였던 글로리아 마카파갈은 아버지의 대통령 선거 캠
페인에 참가하였다. 그 당시 글로리아 마카파갈에 대한 평은

마간다 빨라 앙

아낙 앙 프레지던트(Maganda pala ang anak ng President-대통령의 딸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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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다)

라는 것이었다. 글로리아 마카파갈이 1995년 상원의원에 재도전할

때 사용했던 선거 포스터는 여성미가 물씬 풍기도록 패션 잡지의 모델과 같은
포즈로 어깨선을 모두 드러낸 사진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결혼 후에도 전직 대
통령을 지낸 아버지의 성을 고집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파고들었고, 경
제 전문가로써의 이미지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엘리트 계급의 결합의 경우 사회 자본을 집적시키고 그 집적이 가
지는 증대 효과로부터 최대한의 혜택을 얻어내고, 유용한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서비스와 상징적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직된 경우도 많
다. 즉, 계급적 결합의 존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제도화 하고
자 하는 행위가 있어야 연결 망이 성립되는 것이다.
여기에 강력한 두 엘리트 친족 집단을 매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구조적 위
치에서 오는 경쟁적 이점 이외에도 엘리트 집단이 전체 사회 구조 내에서 갖
는 위치적 이익이 또한 추가된다.
그림 5는 이처럼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회 자
본을 사회 위계 구조에서 얻는 것과 두 집단간을 매개함으로써 얻는 이익 등
을 함께 표현한 개념도다. 그녀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높은 사회적 지위는 다
양한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본인 스스로 자신의 집안과
아로요 집안을 연결하는 구조적 공백이 되면서 자원 동원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었다. 상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보다 약한 연계
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히 더 많은 자본을 소유하게 되고 결국
약한 연계의 이익을 누리게 된다(Granovetter 1973). 상층 계급의 수는 적은 반
면 하층 계급의 수는 많이 때문에, 하층 계급이 친족, 친구 등의 관계를 통해
서 구축할 수 있는 약한 연계의 수보다 상층 계급이 만들 수 있는 약한 연계
의 수가 일반적으로 더 풍부하고 넓다는 것이다.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친족 네트워크 분석을 이 개념에 적
용시켜 보자면,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은 스스로 친족을 통한 강력한 연계는 많
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약한 연계를 많이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코
라손 아키노 대통령과 강한 연계를 맺고 있는 친족 구성원들 모두 상층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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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행위자이므로 그들이 각각 약한 연계를 통한 풍성한
연결망을 구축해 놓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코라손 아키노의 올케인
팅팅 코후앙코는 딸락주 주지사 이전부터 활동 해오던 카톨릭계 여성운동 단
체 “화해를 위한 여성 행동 연합(AWARE:Alliance of Women for Action
Toward)”을 통해 반 마르코스 시위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이후 카톨
릭계를 포함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카톨릭 여성운동 단
체는 코라손 아키노의 어머니 드미트리아 코후앙코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연결망이 친족 내에서 전승되었다는 사실도 볼 수 있다. 코라손 아키노가 친족
들의 풍부한 연계망을 사회적 자본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사실이 주는
시사점은 본인 스스로에게 직접적으로 가용할 사회 자본이 없다 하더라고 전
략적 파트너나 연계가 있는 행위자의 사회 자본을 빌어와 씀으로써 사회 자본
의 양을 늘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Burt 1998).
또한 1차 피플 파워와 2차 피플 파워는 여러 가지로 닮은 모습을 하고 있
다. 강한 남성적 영웅주의를 강조했던 마르코스, 에스트라다 두 남성 대통령의
억압적 통치와 무능에 대해 기대감을 상실한 필리핀 국민들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부드러움을 가진 통치 스타일을 원하게 했다. 여성 정치인은 일반적
으로 남성 정치인보다는 더 도덕적이라고 인식되는데, 특히 카톨릭 국가에서
여성 정치인들의 보수적 성향은 교회의 영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는 정치
영역에서 여성 정치인 도덕성의 근간을 형성하였고(Vicky Landall 1983), 결국
두 여성 대통령이 좋은 평판을 얻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필리핀의 경우에도 두 여성 대통령에게 있어 카톨릭의 지지는 마르코스 독
재 정권과 에스트라다 정부가 상실한 ‘평판’을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으로 연
결시키는 데 중요한 변수였다.
또한, 1차 피플 파워의 유산은 필리핀 국민이 경험한 독특한 국면으로 이
후 2차 피플 파워를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피플 파워
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면
서, 1986년 당시 중학교에 다니고 고향에서 피플 파워 시위에 가담했던 조조
(Joj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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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친구들과 함께 마르코스 얼굴이 조각된 바위산에 가서 그의 얼굴을 허

물어뜨렸다. 우리는 모두 노란색 티셔츠를 입었고, 뭔지 모를 기쁨에 쌓여 있
었다. 2차 피플 파워 때 난 한국에 있었다. 참가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그 때
의 기억을 회상한다.

2차 피플 파워 시위에 가담했던 사무직 회사원 에이브(Abe Alcoreza)는
“오후 근무 대신 우리는 에드사 거리로 몰려 갔다. 난 내 핸드폰에 있는 모

든 친구들에게 시위에 함께 참여하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더 이상
에랍을 원하지 않는다. 1986년처럼 우리는 또 에드사로 가야 했다”. 고 한다.

1986년 1차 피플 파워를 통해 한 차례 승리를 경험했던 필리핀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러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평화
로운 시위 행진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또 다시 2차 피플 파워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다.
피플 파워는 서구 시각에서 바라보는 민주화 운동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한
다. 두 차례 피플 파워 이후 필리핀 사회에 나타나듯, 피플 파워는 급격한 변
화를 원하고 기존 체제를 뒤엎는 혁명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이 통치자에게
기대하고 있는 ‘후원’과 ‘교환’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존의 틀 안에
서 새로운 ‘후원자’를 찾는 과정이었다. 즉, 상호주의에 입각한 ‘우땅나룹’을 지
킬 수 있고, 더 좋은 ‘평판’을 가진 후원자를 찾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후원자 입장에서나 수혜자 입장에서나 모두 사회 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원자 입장에서는 정치 권력을 획득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그렇고,
수혜자 입장에서는 기존 후원자가 제공해주지 못했던 보다 나은 경제적, 사회
적 자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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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집권의 성과와 사회 자본
이상은 두 차례 피플 파워 이후 두 여성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서 나타난
필리핀 사회의 사회 자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두 여성 대통령의 집권을 가능
하게 했던 사회 자본은 첫째, 사회 전반에 포진하고 있는 그들의 가족 및 친족
네트워크였고, 또한 이러한 친족 배경을 바탕으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써 도
덕성을 갖춘 새로운 후원자로써의 ‘평판’ 자본이었다.
친족 중심 체계와 가치는 필리핀 사회 운영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
에, 서구의 근대 가치가 이를 대신할 수 없음은 앞 서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친족 중심 체계는 필리핀 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사회 자본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두 여성 대통령의 사례 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이 두 대통령이 정치적
집권을

위해서 친족 힘을 빌린 것은 친족 중심의 필리핀 정치 체계에서 자연

스러운 과정이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는 피플 파워와 같
은 큰 사회적 변화가 두 차례 있었고, 또 이를 통해 집권한 두 여성 대통령은
서구적 기준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화와 경제 성장의 명확한 징
후들을 필리핀 사회에 가져왔다. 이는 친족 체계가 필리핀을 망치고 있다는 일
반적인 필리핀 정치 분석에 대한 반증이 되는 것이며, 친족 연결 망을 통해 집
권한 여성 대통령들의 사회 자본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는
필리핀 사회의 실제적인 사회 자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오랜
시간 동안 필리핀 사회에 축적되고, 전승되어 온 친족 체계는 서구 제도와 어
울리면서도 그 나름의 독특한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
는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강력한 친족 체계는 엘리트 친족에 속한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하였고, 피플 파워와 같이 특정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필리핀의 민주
화와 경제 발전의 견인차를 했던 사회 발전의 긍정적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
었던 것이다. 따라서 친족 사회 자본을 통해 집권한 두 여성 대통령의 집권 성
과물을 살펴보는 것은 필리핀의 사회 자본이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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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음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의 경우 마르코스 독재를 무너뜨리고 필리핀 민주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은 경제학자 출신답
게 필리핀 경제에 여러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1986년 피플 파워 결과, 마르코스 정부는 몰락했고 정치 시스템도 계엄령
이전 상태로 회복되었다. 1987년 국민투표 승인 절차를 거쳐, 새 헌법(New
Constitution)이 기초되었고, 새 헌법에 따라 민주적 조직체제를 정비하였다. 의
회가 다시 정상화되었고,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카톨릭은 선거 결
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 언론은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롭다
고 평가받고 있으며, 인권과 시민권에 대한 보장이 새 헌법에서 다시 한 번 강
조되면서 다양한 이익 집단의 의견도 수용되었다. 언론은 필리핀 정치의 민주
화에 실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필리핀 언론은 대중들이 정부 활동과 정
책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제공했다. 마르코스 정
권 축출 후 정치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언론은 다시 활력을 얻어 여론을 형
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5,000명이 넘는 시민 조직(People

s Organization) 과 비정부기구는 광범

위한 시민 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다. 독립적인 대법원이 최종 중재 기관
으로써 기능 하게 된 것 또한 피플 파워 이후 필리핀 사회가 이룬 민주적 성
취라고 하겠다. 1972년 이전에 필리핀은 양당제(Two Party System)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87년 새 헌법에 따라 다당제(Multi-Party System)가 도입되었고, 그
결과 군소 정당이 많이 출현하게 되었다. 또한 통치 체제도 미국처럼 3권 분립
에 기초하였고, 대통령은 6년 단임으로 한정하였다. 실로 1986년 이후 필리핀
에 마련된 민주적 시스템은 정치적 안정성을 회복하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들과 비교하여 뒤쳐졌던 경제 성장을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아키노 정부와 이슬람 반군 사이에 평화 회담이 열렸고, 그 이후에 정치적
체계 안에서 정기적인 대화를 지속했다. 또한 독점과 카르텔이 만연했던 통신,
은행, 선박, 코코넛 등 필리핀 경제에 중요한 전략적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
조조정이 시작됐다. 자유화와 민영화를 위한 처방들이 독점 구조를 해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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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도입되었는데 이를 위해서 1991년 지방정부법령이 제정되기도 했다. 구
조조정 결과, 민간과 지방의 참여를 독려하여 더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코라손 아키노 행정부가 마르코스 시대의 독점 구조를 깨고, 각 제도를 재
정비하여 민주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행정부는 경제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겪은 필리핀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의 집
권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정치적 안정은 물론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여러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필리핀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나 글로리
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집권 이후 인플레이션이 점점 낮아져, 에스트라다
탄핵이 진행되던 2000년 12월 7%에 달했던 것이 1년 만인 2001년 12월 4%까
지 하락했고, 2002년 2월에는 다시 3.4%로 떨어져 2년만에 최저를 가리켰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동남아시아 또한 2001년 일반적으로 저성장을 면
치 못하였으나, 이제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
호들을 필리핀 경제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더 찾아볼 수 있다.
2000년 수출이 24%나 감소했던 것과 달리 2001년에는 수출 감소세가 9%로
둔화되면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2001년 4/4 분기 GDP 성장률은 연 초
목표했던 3.8%보다 0.15% 높은 3.95% 로 예상치를 초과하였다. 이에 무디스
(Moody's)는 글로리아 행정부가 특히 중점을 둔 적자폭 해소를 위한 노력과세
율 증진을 높게 평가하여 국가 신용 등급을 상향조정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동맹, 역사적인 우호관계를 강
화하며,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테러 이후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 민
다나오

내

이슬람

반군

토벌을

위해

미군과

정부군을

민다나오

지역

(Mindanao)에 파견했다. 미군의 필리핀 입성은 1992년 클라크와 수빅(Subic)
미군 기지 철수 후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미군의 재 주둔으로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부 있었으나, 미군 파병 결정이 내려지던 날 필리핀의 주가는 상승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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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성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필리핀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여기서 그
치지 않는다. 여성 대통령의 집권은 여성의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켰다.
1999년에 수행된 필리핀 여성 정치인 연구에 따르면, 1986년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진 후 중앙 정치는 물론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여성 정치인의 진출이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설문에 답한 75명의 여성 정치인 가운데 정
치 입문 시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86년 이전까지 10 퍼센트를 밑돌던 것
이 아키노 대통령 집권 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2년에는 약 30퍼센트
에 이르게 된다.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원 의원이나 지방 정치 국면에서 비교적 여성들의 정치 진출이 활발했던 것
은 엘리트 친족 집단의 역할이나 필리핀 토착 사회가 지니고 있는 여성 지위
에 대한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1986년 여성 대통령 등장 이후 본격적으
로 여성 정치인의 진출이 활발해 졌다는 것은 여성 최고 권력자의 등장이 전
반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였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이 집권한 후 아로요 내각
에 임용된 여성 장관의 수가 증가한 것과 지방 선거 결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이 집권하고 예산부, 노동부, 정보
통신부 등 전통적으로 여성 장관이 맡았던 보건복지부 이외에 여성 장관이 임
명되어 전체 내각의 20퍼센트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고, 총 381석을 두
고 출마했던 119명의 여성 후보 가운데 26퍼센트에 해당하는 36석을 여성 출
마자가 차지했다. 이처럼 친족 중심 체제에서 산출된 사회 자본의 결과는 필리
핀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필리핀에서 여성 대통령을 두 차례나 배출할 수 있었
던 원인을 분석하면서 필리핀 토착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에 대해
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필리핀 사회에서 여성은 언제나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스
페인 점령 이전의 원주민 사회에서 아이들은 혈통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가
문 모두를 따를 수 있는 양변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들은 사회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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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각 바랑가이에서 카톨릭이 들어오기 전까지
최고의 종교 지도자는 바바일란(Babalyan) 또는 코탈로난(Katalonan) 이라 불리
는 여성들이었다. 이들의 역할은 주로 고대의 애니미즘적 의식을 관장하고 주
관하는 일이었다. 또한 재산 소유는 물론 자녀에게 이름을 물려줄 수 있었고,
활발한 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 내에서 여성들은 또한 전
통적으로 의사 결정자로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도맡아 처리했으며, 자녀의 결혼과 같은 중요한 가족사의 경우도 최종 결정자
는 어머니였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양변 친족 원리와 권력 개념, 그리고 여성의 지위간의
관계를 도서부 동남아의 토착 문화에서 성 구분이 상대적으로 확연하지 않다
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 지역에서 남녀의 대조가 존재하지 않거나, 성 구분은
고유한

자아

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신

체와 인간 정체성과의 관계에서 남녀는 보다 동일한 존재로 여겨지는 관점을
보는 데, 이 점에서 이 지역에서의 성 차이(Sex difference)는 서구와는 상당히
다른 인식론에 기반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는

바끌라 라고 부리는 동성애자

동성과 성행위를 하는 사람(Homosexual) 이라는 의미보다

음을 가진(Pusong babae)

,

여자 같은 남자(Effeminate man)

여자의 마
로 기질의

차이로 인식된다. 앤더슨(Anderson)이 자바의 토착 권력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도 보여주듯이 이 지역에서 권력은 잠재적 영향력으로 더 잘 정의되는데, 영향
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성보다는 지위의 차이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시된다.
양변 친족원리와 이와 관련된 성 평등적인 친족관계, 상대적으로 차별적이
지 않은 성 의식, 추종자를 모으기 위한 권력 개념은 현재 필리핀의 성과 권력
관계에 존재하는 애매함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토착적 문화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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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두 여성 대통령이 15년의 기간 차이를 두고 집권한 사실을
통해, 실제적으로 필리핀 정치 풍토에서 이들이 집권할 수 있었던 실질적인 이
유를 사회 자본 이론을 중심으로 필리핀의 친족 중심 정치 특성을 분석해 보
고자 시도했다.
필리핀 정치 문화는 친족 정치로 가장 빈번하게 설명되어 진다. 즉, 친족이
어떠한 제도나 정책보다도 더 가깝게 일상 생활에서부터 모든 사회 활동을 결
정 짓는 중요한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친족의 영향은 절대적인 것
이 된다. 그간 정치 영역에 있어 친족 중심 연구는 지역별로 남성 엘리트 정치
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필
리핀 여성들의 정치 진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친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사회 자본 이론의 시각에서 들여다보았다. 여성이기 이전에 지배
가문의 일원으로써 여성 정치인들은 친족 집단의 물적 자원과 지지를 받아 친
족이 점유하고 있는 권력을 재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고 그 결과
물을 누리게 된다.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내 이멜다 마르코스의 경우, 집안과 남편의 자원을 동
원하여 공식, 비공식 영역 모두에서 최고의 권력을 휘둘렀으며, 코라손 아키노
는 남편 집안과 자신의 집안의 도움으로 마르코스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필리
핀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그녀가 20년
간의 통치를 종식시킬 수 있었던 요인은 암살 당한 유망한 정치인의 아내라는
사실로 연민을 이끌어 내고,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써의 도덕성을 강조했기 때
문이기도 하지만 코라손 아키노는 아키노 집안과 코후앙코 집안 사이에 최대
한 사회 자본을 가진 행위자로써 두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었기에 전환기에 성공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01년 2월 전직 영화배우 출신의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탄핵
에 의해 하야하고 부통령으로써 자동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글로리아 아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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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또한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후광은 물론, 대농장을 기반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남편 아로요 집안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1992년 상원 의원을 시작
으로 재선과 부통령 당선, 대통령 취임 등 10년의 기간에 수직 상승했다.
미국 유학시절 조지타운 대학에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동급생으로도
잘 알려진 아로요 대통령은 국립필리핀대학의 경제학 교수와 92년 상원의원을
거쳐, 97년 역대 최고의 득표 율을 획득하며 부통령에 취임하였다.
두 여성 대통령의 집권 과정을 통해 본 필리핀 여성의 정치 진출 요인은
엘리트 친족 집단 출신이라는 것과, 이들이 속한 엘리트 친족 집단이 새로운
후원자로써 적합하다는 ‘평판’을 획득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또한 필리핀 토착 사회부터 지속되어 온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의 지위 때
문이었다는 것을 통해, 필리핀에서 여성 대통령은 물론 여성의 정치 진출이 활
발한 것은 단순히 우연의 연속은 아니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여성 대통령은 각각 민주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성과를 보여 주
어 필리핀의 친족 중심 정치 체계가 부정 부패와 불평등의 온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
특히 여성의 정치 진출과 관련하여 고무적인 사실은 1986년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집권 시점이 필리핀 여성의 정치 진출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사
실이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정치 진출이 늘어났음에도 라모스 대통령 집권
후에는 줄어들었던 여성 임명직 비율이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이
집권하고 예산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등 전통적으로 여성 장관이 맡았던 보건
복지부 이외에 여성 장관이 임명되어 전체 내각의 20퍼센트가 넘는 비율을 차
지하게 되었다. 사회 자본 이론의 시각에서 본 필리핀 두 여성 대통령은 엘리
트 친족의 일원으로써 일차적으로 정치 진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고, 정치
적 경쟁 관계에 있는 엘리트 집단 보다 도덕성과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더 높
은 ‘평판’을 사회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피플 파워라고 하는 정치적 변혁기를 거쳐 등장한 두 여성 대통령 집권
동력에 대한 연구는 필리핀 사회에서 여성들이 정치 진출의 기회를 보다 확대
하는 전략 마련의 차원에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필리핀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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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족과 같이 일차적인 집단이 공식적인 제도와 함께 작동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은 공식 정치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차적
관계에 내재된

사회 자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되, 국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

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경쟁적 관계에 있는 친족 집단 보다 비교 우위의 평
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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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nship Politics and Social Capital
-Comparative Analysis of Two Women Presidents in the Philippines-

Kang, Kyung Lan
Dept. of Area Studi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hilippines has been recorded to have two women presidents in 15
years through People Power Revolutions. What made Filippinas so active
particularly in politics? Above all, most of women politicians come from
well-known political families or are closely related with political celebrities.
Hence, Kinship relation is the most important social background in the
Philippines that explains the political sucess of women. Several scholars
have

tried

to

analyze

the

political

features

of

Philippine

based

on

patron-client relationship, political machine and kinship relations. However,
these theories hardly explain why kinship politics is still dominant in the
Philippines after all the drastic social revolutions such as People Power I
and II. Even though media is highly liberal enough to criticize the
government and NGOs are active in the Philippines, kinship politics
becomes stronger. That is, Kinship in the Philippines has been criticized
since it has been considered equivalently as an amoral familism and a
corrupted cronyism. Given this negative perception of kinship, why does
the kinship politics system last so far and become and effective tool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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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ians?
This study is a qualitative research that deals with the issue of kinship
politics in the Philippines particularly on the women presidents, namely,
Corazon

Aquino

and

Gloria

Macapagal

Arroyo.

Based

on

data

and

information collected from personal observations and interviews with local
politicains in the Philippines and in Singapore. Based on a qualitative
research, Social capital theory offers a better understanding to evaluate
Filipino politics that coexists with traditional kinship values and Western
system.
'Social capital', has been proposed as an investment and resources in
social relations with an expected return in the marketplace, is defined as
the resources embedded in a social structure that are accessed and
mobilized in purposive actions.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kinship
relation' as a social capital in the Philippines. Kinship members share
'norms' and 'reciprocity' to obey the kinship value system, create 'trust'
between them and finally can enjoy the benefits being a member of a
certain kinship.
In conclusion, there are two types of social capitals from kinship
network in the Philippines. One is 'kinship network' and another is
'reputation' between patrons and clients. These two social capitals helped
two women politicians to ouster the former leaders during People power I
and II. This research therefore, poses a kind of challenge to see the
Philippine society from a perspective different from the view we get used
to.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Social Capital, Patron-Client Relationship, Reputation, Kinship,
People Power, Women P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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