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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필리핀의 국민영웅 형성과정 연구

- 호세 리살(Jose Rizal)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필리핀의 국민영웅 호세 리살을 주제로 그가 어떻게 해서 국

민영웅이 되었는지 그 형성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리핀 사회

내에서 호세 리살은 역사적 위인을 넘어서서 필리핀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

종의 문화이며, 필리핀의 민족의식을 보여주는 심벌이자 민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리살이 국민 영웅으로서 필리핀을 대표한다면 필

리핀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리살이 어떠한 인물이었고 그 영향력이 당시의 시

대적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필리핀연구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리살에 관한 연구는 그를 성인(聖人)으로 묘사하여 신격화하는 연구부터

그가 외세에 의해 영웅이 되었다는 연구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의 국민영웅 형성과정을 균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리

살의 업적과 국민영웅의 구성적인 측면을 둘 다 인정하는 관점을 택하여 호세

리살이 국민영웅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인 호세 리살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고 그의 영웅

화 과정을 시대별로 ①형성배경(스페인 식민지배 말기), ②제도화(미국의 식민

지배 시기), ③공고화(자치령정부부터 완전한 독립정부를 이루는 시기)로 단계

적으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시대상황과 통치세력은 누구였는가, 또 리살의 행

적이 이들의 통치방향과 어떻게 결합되었으며 그들은 리살을 영웅화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들을 마련해왔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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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웅의 형성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 호세 리살이 국민영웅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리살의 사후 각 지배세력들이 통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호세 리살을 국민적 영웅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그의 사상을 기리는 여러

제도들을 시행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리살의 가지고 있던 영웅적 가

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리살의 개혁운동은 비록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그의 소설과

글들은 필리핀인들에게 민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고 독립의 필요성을 일깨

워 주었으며 그가 조직한 라 리가 필리피나라는 시민단체는 훗날 카티푸난 혁

명을 일으킨 보니파시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리살은 살아있을 당시부터 카

티푸난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있어왔고 스페인으

로부터 독립을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그는 이미 영웅으로 존재했다.

이후에 미국 식민정부는 스페인의 식민지배 유산을 없애고 그들의 통치

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리살을 ‘국민영웅’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

들을 마련했다. 그리고 필리핀의 토착엘리트들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 이후와

일본 식민지를 거쳐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시기까지 필리핀 정부는 지속적으

로 리살을 국민영웅으로 공고화하는 제도들을 마련해왔다. 따라서 민족주의의

아버지로서의 리살은 실제 선구적이고 개혁적이었던 그의 업적을 바탕으로,

다양한 힘과 요인들로 인해 문화적으로 구성된 결과인 것이다.

핵심이 되는 말: 필리핀 국민영웅, 호세 리살, 스페인 식민지, 미국 식민지, 개

혁운동,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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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필리핀의 국민 영웅(National Hero)1) 호세 리살(Jose Rizal, 1861-1896)

은 ‘최초의 필리핀인’(Guerrero, 1963)이라 불리며 필리핀 민족주의의 아버지라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날 보통의 필리핀 사람이라면 그들 역사를 대표하

는 국민영웅으로 당연히 호세 리살을 꼽는다(Fernandez, 2009: 462). 필리핀

각지에는 그의 이름인 ‘Rizal’을 딴 지명이나 자녀의 이름을 쉽게 볼 수 있으

며(Duka Pila, 2010: 1), 호세 리살 학교, 교과목, 공휴일 등 어디에서든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지난 1996년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리살을

‘말레이인의 영웅’으로 묘사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Vatikiotis, 1999),

지난해에는 리살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필리핀 상원, 필리핀 국립대학, 그리

고 그의 모교인 산토토마스 대학에서 국제규모의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또

한 리살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며 신격화하는 리살리스타(Rizalista)라는 단체도

활동하고 있다(Iya, 2012: 109).

특히 리살이 국민영웅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리살 법(Rizal Law,

Republic Act 1425)이다. 필리핀 정부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인가를 받은 필리핀의 모든 정규 대학에서 호세 리살(Jose Rizal)이라는 과목

을 필수로 가르칠 것을 법으로 제정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의 여러 위인들에

대한 과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를 대학에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

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 실제 필리핀에는 호세 리살을 ‘국민영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사회

적으로 리살은 국민영웅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어있으며, 교과서나 언론매체 등에서도 그를

국민영웅이라고 묘사한다.



- 2 -

대학교육이 활성화 되어있다. 2011-2012 학년도를 기준으로 약 2,282개의 고등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은 2,770,965명에 달한다(김동엽·정법모, 2012: 87-88). 대학교육이 전문 인

력을 양성하고, 국가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기능

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모든 대학에서 리살의 생애와 사상을 교육한

다는 사실은 필리핀 사회 내에서 리살의 엄청난 영향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필리핀 사회 내에서 호세 리살은 역사적 위인을 넘어서서 필리핀

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문화이며, 필리핀의 민족의식을 보여주는 심벌

이자 민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각 국가마다 많은 위인들이 존

재하고 그들을 숭배(worship)하는 일은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한 명의 위인이

그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영웅’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을 부여받는 일은 사회주

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흔히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호세 리살은 이러한 영웅적 위상에 부합할 만큼 민족 역

사에서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를 대

표하는 영웅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은 혁명을 이끈 지도자들이다. 미국의 워싱

턴, 소련의 레닌, 라틴 아메리카의 볼리바르, 중국의 마오쩌둥, 베트남의 호치

민이 그 예이다(Constantino 1970). 필리핀의 경우 대표적인 혁명으로 스페인

으로부터 독립을 외쳤던 아시아 최초의 대규모 독립혁명인 카티푸난

(Katipunan)이 있다. 하지만 카티푸난 혁명은 안드레스 보니파시오(Andres

Bonifacio)2)의 지도하에 이루어졌고, 실질적 혁명 발생의 시기는 리살이 스페

2) 필리핀 내에서 보니파시오 역시 리살과 비슷할 정도로 훌륭한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

만 리살은 그의 생애가 독립된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리살데이

라는 공휴일이 1898년부터 100년이 넘도록 지켜지고 있는 반면 보니파시오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리살의 위상에는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 정부는 보니파시오가 태어난 11월

30일을 보니파시오데이라는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념하고 있지만, 원래 이 날의 공식적인 명

칭은 National Heroes' Day였고, 최근에 Bonifacio Day로 변경되었다.



- 3 -

인에 의해 처형되던 해인 1896년이었다. 이처럼 리살은 필리핀의 대표적 독립

운동을 이끈 수장도 아니었고, 에밀리오 아기날도(Emilio Aguinaldo)와 같이

필리핀 최초의 대통령도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영웅들과 구별되는 리살의 행적은 분명 존재한다. 그는 뛰

어난 교육자였으며 그가 펼쳤던 개혁운동(Propaganda Movement)은 필리핀

민족정체성 형성과 독립정신 함양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호세 리살은 민족주의

자이면서 의사, 시인, 소설가, 교육자였으며 스페인 식민통치 말기인 1861년

루손 섬의 마닐라 근교 칼람바(Calamba)에서 태어났다. 이 시기에 스페인이

펼친 자유주의 정책으로 필리핀인들의 상업농과 광산업이 허용되면서 수출작

물을 생산하는 부농들이 양산되었다. 이렇게 축적된 자본을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하고 유럽이나 일본에 유학을 보내는 계층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의 자

녀들은 돌아와서 선진국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 사회에서

지도층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형성된 농업기반 신흥엘리트계층을 일루스트라

도(Ilustrado, the enlightened)라고 부른다.

리살 역시 일루스트라도 계층이었고, 그는 필리핀이 스페인에게 식민지

배를 받을 당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깨닫고 필리핀인들의 권리를 보장

할 것을 주장하는 개혁운동을 벌였다. 유럽 유학시절 그는 신문 라 솔리다리

다드 (La Solidaridad)를 창간하고 스페인 성직자들의 부정을 고발하는 소설

『놀리 메 탕헤레』(Noli Me Tangere)와 『엘 필리부스테리스모』(El

F ilibusterismo)를 출간했다. 그의 소설은 필리핀의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반향

을 일으켰다. 그는 소설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강조했는데, 필리핀인이 핍박받

는 존재가 아닌 평등하게 대우받아야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상업, 농업장려, 교육을 위한 시민단체인 라 리가 필리피나(La Liga Filipina)

를 창설하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1896년에 스페인 당국

에게 카티푸난(Katipunan)의 주동자로 몰려 서른다섯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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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그의 활동은 필리핀 민족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이른 나이

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후에도 그의 사상과 가르침은 남아있었다.

호세 리살이 공식적인 국민영웅으로 설정된 것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

기 시작한 1901년이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무려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는

한 국가의 국민영웅으로서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스페인의 식민지가 끝

난 후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때에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때에도, 그

리고 독립정부가 세워진 후에도 리살은 변함없이 국민영웅으로 남아있었다.

그렇다면 리살은 과연 어떻게 국민영웅이 되었고 그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

까? 리살이 국민 영웅으로서 필리핀을 대표한다면 필리핀의 역사적 과정 속에

서 리살이 어떠한 인물이었고 그 영향력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되짚어보아야 마땅하다.

실제 리살이 영웅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각 시대별로 필리핀을 지배하던

세력이 이를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주목하여 리살의

영웅적 행위가 그 실제 영향력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

배세력의 통치방향과 부합했기 때문에 그가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고 본

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스페인 통치 시기 후반부터 미국과 일본의 식

민 지배를 거쳐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까지 필리핀의 역사를 세 단계의 시기로

구분하여 당시의 지배세력의 통치 방향과 정책들이 리살의 영웅적 행위와 어

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리살이 어떻게 필리핀의 국민영웅으로 자

리 잡게 되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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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존문헌 검토

호세 리살은 한 세기가 넘도록 한 국가의 국민영웅으로 있어왔던 만큼,

그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으며 ‘국민영웅으로서의 호세 리살’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다양하다. 리살이 어떻게 해서 국민영웅이 되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내

포한 기존 문헌을 크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리살

의 영웅적인 행위들을 통해 그를 이상화시켜서 국민들의 영웅이 되었다는 관

점의 전기연구들이 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제국주의적 목적을 위하여 리살

을 영웅화 했고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주의자들의 업적을 축소시켰다는 비판적

인 연구들이 있다. 끝으로 리살의 영웅적 행위와 지배세력의 목적에 의한 영

웅화가 리살을 국민영웅으로 만들었다는 비교적 균형적인 관점의 연구들이 있

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리살에 관한 기존문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리살의 영웅적 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이상화시킨 첫 번째 관점은

호세 리살이 필리핀 사회의 국민영웅인 것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자연스

러운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미국 식민지 시대부터 1960년대까

지 진행되었는데, 주로 리살의 일대기를 담은 전기연구나 문학작품에 주목하

였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들은 오스틴 크레이그(Austin Craig), 라

파엘 팔마(Rafael Palma), 카를로스 키리노(Carlos Quirino), 그리고 레온 게레

로(Leon Ma. Guerrero)이다.

먼저 크레이그는 1913년에 최초로 리살의 전기를 썼으며 미국인의 시각

으로 ‘미국화(Americanized)'된 리살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Fernandez, 2009: 464). 그는 리살을 이상적인 인물로 묘사했으며, 그의 전기

는 객관적인 리살의 생애사라기보다는 주인공을 이상화하는 성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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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iography)에 가까웠다. 그의 연구 이후에 리살을 성인화하는 생애사 연구

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 지배하에 세워진 필리핀의 독립과도정부인 자치령(Commonwealth)

정부는 1938년에 국민 영웅인 리살의 전기 공모전을 열었고 팔마와 키리노의

전기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그들의 연구는 리살을 위인화 했으며, 그가 말

레이인임을 강조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팔마의 The Pride of the

Malay Race는 처음으로 리살의 감성과 열망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 해석했다

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Fernandez, 2009: 487), 그의 연구 역시 리살

을 이상화하는 것에 치우쳤다. 키리노의 The Great Malayan을 리살의 다른

전기들 보다는 그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했지만 그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

보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까지도 가장 많이 읽히며, 대표적인 생애사연구로 손꼽히는 리살의

전기는 게레로의 The F irst F ilipino(1963)이다. 게레로는 리살의 생애와 문학

작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특히 그의 문학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감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전기 출판 이전에도 리살의

대표적인 소설 Noli Me Tangere를 비롯해 여러 스페인어로 된 리살의 문학

작품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 그의 리살 연구는 이전에 성인전과

같은 생애사 연구에서 벗어나 그를 인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무장독립투쟁단체인 카티푸난(Katipunan)이 혁명을 일으켰던 1896

년, 유렵으로 향하고 있던 리살의 모습과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혁명의 주모자

로 몰렸을 때 자신의 결백을 외치던 모습을 묘사한 부분에서 그가 완벽하지

않은 인물임을 보여주며, 그를 정말로 ‘영웅’으로 볼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

다. 그렇지만 그는 그가 속했던 중산층 지식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의 민

족주의 계몽운동이 없었다면 훗날 무장투쟁도 없었을 것임을 역설한다. 또한

Guerrero는 이전의 팔마와 키리노가 ‘말레이인으로서의 리살’을 강조한 것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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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그가 ‘필리핀인’임을 강조한다. 책의 제목 The F irst F ilipino에서 알 수

있듯 그는 현재의 민다나오 남쪽의 술루(Sulu)인들까지 포함하는 ‘필리핀인’이

라는 개념을 리살이 처음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게레로 역시 리살의 업적을 과장시킨 측면이 있다. 그의 Noli

Me Tangere 영문 번역본은 필리핀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이 글에는 역

자의 사견에 의해 상당히 왜곡되었다는 평가(Anderson, 1991: 13)가 존재한다.

결국 게레로도 리살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관점의 연구들은 앞서 살펴본 성인전기식 리살의 생애사 연구

흐름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자들은 미국 식민지 정부가 혁

명에 가담하지 않은 리살의 온건적 성향을 부각하고, 혁명주의자들의 업적을

낮추어 필리핀인들의 자주독립정신을 억누르려했다고 주장하며 리살의 영웅화

는 미국 식민통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리살을 평가하는

논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레나토 콘스탄티노(Renato Constantino)

의 “Veneration without Understanding”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대부분의 경우, 혁명의 지도자가 제 1의 영웅이 된다.”고 언급하였고,

무장독립투쟁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리살이 국민영웅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영웅’(American-sponsored hero)이라고

언급하면서 리살을 전면적으로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리살이 민족주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기여했다는 의견에 있

어서도 그는 독립주의자가 아니라 개혁주의자라고 강조하는데, “자유가 없는

데 독립된 국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 리살이 ‘국민영웅’인 것에

대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콘스탄티노는 리살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리살이 독립혁명의 지도자가 아님에도 국민의 영웅으로까지 추앙받

는 것은 미국이 식민지배 당시 고의적으로 혁명의 지도자가 아닌 리살을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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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리살 한 명만을 영웅화하는 것에

서 벗어나야 하며, 영웅은 국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있다.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팔모 이야(Palmo Iya)는 “Jove Rex Al: The Making of Filipino

Christ(2012)"에서 리살이 신 혹은 그리스도라고 믿는 리살리스타(Rizalista)

단체가 형성된 문화적 배경을 분석했다. 그는 필리핀인들의 조상을 섬기는 토

착 종교와 미국의 리살 영웅화가 결합되어 ‘리살을 그리스도화’ 혹은 ‘그리스

도를 리살화’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의 주장 역시 리살 영웅화의 원인은 미국

의 제국주의적 목적에 의해서였다고 보는 점에서 콘스탄티노의 시각과 같은

입장에 있다.

세 번째 관점은 리살이 필리핀인들이 존경할만한 영웅적 측면이 있었지

만 동시에 지배세력의 영웅화가 이루어져서 리살이 국민영웅이 되었다는 것이

다. 이들은 리살이 국민영웅이 될 만한 위인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이

아니라 개혁을 주장한 점이나 식민지 세력에 의해 공식 국민영웅으로 칭해진

점 등 각 시대의 지배세력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리살을 영웅화했다는 사실은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리살을 국민영웅으로 지정하기 전

에 이미 필리핀 국민들과 토착엘리트들 사이에서 리살을 존경하고 따랐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역사학자 암베스 오캄포(Ambeth R. Ocampo)는 여러 차례 리살에 관련

된 강연을 했는데, 이를 Meaning and H istory: The Rizal Lecture이라는 책

으로 엮었다. 리살의 온건적인 민족주의 운동을 비판하는 세력은 리살을 대신

하여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외쳤던 카티푸난(Katipunan)혁명의 수장인 안드

레스 보니파시오(Andrés Bonifacio)가 국민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

지만 Ocampo는 이에 대해 리살이 보니파시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으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독립정신을 일깨워 준 인물이라며 리살이 혁명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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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리살이 스페인으로부터 처

형당하기 전에 민다나오 섬의 다피탄 지역에 추방당했을 때에도 카티푸난은

리살을 ‘명예 대통령’(honorary president) 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을 들어 리살

의 영웅화는 미국 식민지 시대부터 일어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어윈 페르난데스(Erwin S. Fernandez)의 “The Originary Filipino Rizal

and the Making of Leon Ma. Guerrero as Biographer(2009)”는 리살의 대표

적 전기인 The F irst F ilipino의 작가 게레로에 대한 연구로 그의 삶이 리살

을 연구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리살이 어떻게 국민영웅으

로 제도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미국에 의한 제도화를 살펴보기보다는

토착엘리트 계층이 시대별로 리살을 어떻게 영웅화하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유

지되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미국이 통치하기 이전인 1898년부터 필리핀 최

초의 독립정부 대통령이었던 아기날도가 리살의 영웅화를 시작했음을 알리며,

“엘리트와 국민들의 리살 영웅화는 애초에 존재했으며 그에 대한 숭배는 전혀

논쟁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침입과 이에 동조했던 필리핀인들로

인해 리살은 변형되었고, 여러 가지로 재현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연구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리살 영웅화에 대한 주체를 다양하게 보

고 시대별로 그를 어떻게 제도화했는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논문의 주제가 원래 리살의 영웅화에 대한 시대별 분석이 아닌 게레로

의 삶과 리살을 연구하게 된 배경인 관계로, 각 시대별로 어떠한 목적에 의해

서 리살 영웅화에 대해 제도화를 했는지 시대상황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

한편 호세 리살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이는 대부분 그의 문학작

품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연점숙은 리살의 시인 ‘My Last Farewell'을 분석

(1998)했으며, 한국과 필리핀의 식민 저항시를 비교한 연구(2001)와, 필리핀 문

학의 식민현실 대응기록에 대한 연구(2006)에서 호세 리살의 민족주의적 문학

작품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혜순(2003)은 새로운 시점에서 비교문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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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명한 단행본에서 호세 리살의 작품을 다루고 있다. 이 외에 김대용(2008)

은 한국의 안창호와 호세 리살의 교육사상에 대한 비교연구를 했다. 하지만

국내연구의 경우, 문학가로서의 호세 리살, 혹은 민족주의자로서의 호세 리살

과 같이 그의 단편적인 면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는 각 시

대에 걸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를 대표하는 영웅이므로 그가 활동

했던 당시뿐만 아니라 사후의 영웅화 과정과 이것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

떻게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으로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호세 리살에 관한 국내외연구는 적지 않다. 정리하자면, 리살

이 어떻게 해서 국민영웅이 되었는가 보는 관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이 호세 리살이 필리핀 사회의 국민 영웅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관점

은 그가 ‘만들어진 영웅’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두 관점의 차이점은 콘스탄티

노와 이야의 경우 리살의 업적이 국민영웅이 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데 제국

주의 정책에 의해 국민영웅이 되었다는 관점이라면, 오캄포와 페르난데스는

미국 제국주의에 의해 리살의 영웅화가 이용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의

영웅화의 요인에 있어서 제국주의 정책이나 국가의 제도화 외에도 리살이 살

아있을 때부터 있었던 대중들의 지지 역시 강조한다.

첫 번째나 두 번째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의 한계점은 리살의 업적이나

영웅화 과정을 편향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리살을 이상화된 영웅

으로 보는 관점의 경우는 실제로 그를 영웅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제도적 장

치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리살 영웅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

인 역사학자들은 리살이 살아있을 때에도 대중들의 리살에 대한 존경과 숭배

는 있어왔고,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그가 국민영웅으

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로 그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영웅이라며

비판에 치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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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세 번째 관점은 리살의 영웅화 과정을 비교적 균형적으로 바

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배집단의 리살 영웅화를 인정하면서도 리살의

영웅적 업적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균형적인 관점을 고수함과 동시에 주

목해야 할 것은 리살을 국민영웅을 만들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여러 시대에

걸쳐 봐야한다는 사실이다. 실제 미국 식민지 중에 리살 영웅화는 필리핀인

대통령 하의 자치령(Commonwealth)정부 때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미국

의 식민지배가 끝난 이후에도 정부차원의 리살 영웅화 작업은 계속되었다. 이

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리살의 영웅화에 대한 연구에서 이와 같은 관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제3절 이론적 논의

앤소니 스미스(Anthony D. Smith)는 종족(ethnies)을 “적어도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공통의 조상에 대한 신화, 역사적 기억, 공유된 문화요소, 역사적

영토와 어느 정도 연관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결속력의 요소를 가진 집단의

단위”라고 정의하고 이 종족이 근대 민족 형성에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민족형성에 있어서 종교, 신화, 역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즉, 공통의

역사적 기억과 연관성을 가진 집단인 종족이라는 것을 토대로 공통된 종교,

신화, 역사 등의 근대적 요소가 결합되어 ‘민족’이라는 것이 탄생한다는 것이

다.

국민영웅(National Hero)이라는 개념은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공유된

국가적 가치이다. 국민들이 한 영웅을 공통적으로 존경하고 숭배한다는 것은

그들이 ‘국민영웅’이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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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과 같이 민족이라는 것이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라면 호세 리

살이 국민들의 공유하는 가치인 ‘국민영웅’이 되는 과정은 민족주의의 형성이

라는 범주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근대에 이르러서 형성된 것이라고 받아들여져 왔

는데, 이처럼 민족주의가 근대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학자들은 대표적으로 어

네스트 겔너(Ernest Gellner),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 베네딕트 앤더슨

(Benedict Anderson)이 있다. 이들은 민족주의를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민족

은 정치, 역사적 기억, 그리고 문화적 구성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된 앤소니 스미스의 경우, 민족이 온전히 근대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

한다. 그는 민족주의 자체는 근대적인 이데올로기이지만 이전부터 있어왔던

종족(ethnies)이 근대 민족 형성에 토대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근대

적인 현상으로서의 민족주의’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

겔너는 Nations and Nationalism(1983)에서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를 구분

하면서 농업사회에서는 민족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농업사회에서

는 권력이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확실하게 나누어져있었고, 교육의 기회가

지배층에게 몰리면서 그 경계가 무너질 일이 거의 없었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상위문화와 하위문화를 아우르는 공통된 문화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상위문화가 대중에게 확산되거나 혹은 하위문화가 상위문화로 상승하

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민

족’(nation)과 ‘민족주의’(nationalism)가 엘리트와 일반 대중을 아우르는 하나

의 문화가 된 것이다. 겔너에 따르면, 민족에 의해서 민족주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에 의해서 민족이 발명된 것이다.

앤더슨은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라고 칭하며 학

교, 미디어, 지도, 박물관과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생겨나는 문화적 구성물

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민족이 상상되었다(imagined)고 해서 허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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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ary)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인쇄자본주의

(print-capitalism)의 발달로 인해 신문과 소설이 보급되고, 이것이 “민족을 재

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했다고 설명한다. 그의 책 Imagined

Community(1983)는 1991년 개정판이 발표되었는데, 이 책에서 그는 이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제3세계 민족주의 확산과정에서 식민지 정부의 역할

과 센서스, 지도, 박물관이 어떻게 민족주의적 상상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서술

하고 있다. 그는 ‘관주도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이라는 개념을 통해 민

족주의를 교육을 통해 주입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식민지의 민족주의자들이

19세기 유럽의 대중 민족주의(popular nationlaism)에 기반 한 민족주의적 시

민, 군사교육을 하게 되고 이것이 후발근대화국가들의 민족주의 형성에 영향

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홉스봄 등이 편집한 The Invention of Tradition(1983)은 민족주의 형성

에 있어서 정치적 개입을 역설했다. 대중들은 선거권이 생기고 그들의 동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엘리트들은 그들을 통제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이

‘민족’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회통제의 기제가 되었고, 지배층은 국가의 역사,

상징, 신화와 같은 ‘만들어진 전통(invented tradition)'을 통해 민중들을 새로

운 공동체로 인도했다. 그는 관습(custom)과 인습(convention)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전통은 그대로 보존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자체가 인위적이라고

말한다. 전통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근대성과 거리가 있어보지만 실상 전

통은 근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실제 19세기 후반 이후, 유럽 등지에서는 민족의 전통들이 발명되었다.

엘리트들은 민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상징하는 국기

와 국가를 비롯하여 기념물과 의상, 그리고 신화와 영웅들을 탄생시켰다. 프랑

스의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 마리안(Marianne), 잔 다르크, 수탉과

같은 것들이, 독일에서는 게르마니아와 아르미니우스(Arminius)와 비스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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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민족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프랑스 혁명 이후 민중은 주권적 실체로 등

장하였고, 과거에 왕을 숭배했던 것과는 달리 스스로를 숭배하게 되면서 민족

이라는 것이 일종의 세속종교화 되었다. 하지만 민족은 추상적이고 세속적인

존재였고, 이를 숭배하기 위해서는 신화적, 상징적 전통이 필요해진 것이다(장

문석, 2011: 31∼33).

이처럼 민족주의와 민족이 형성이 될 때에 전통, 그리고 공통된 역사적

기억이 필수적이다. 필리핀의 국민영웅 호세 리살은 홉스봄이 말하는 지배층

이 ‘만들어낸 전통’과 앤더슨의 ‘관주도 민족주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호세

리살이라는 인물은 ‘국민영웅’이라는 하나의 국가적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고,

현재 필리핀의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그를 ‘국민영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가 공식적인 국민영웅으로 작용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제도화와 노력이 있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로만 리살의 영웅화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

다. 국가가 주도하였다고 해서 국가만이 역할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

가가 주도하여 민족주의를 주입하지만 그것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져야만 작

용을 하게 된다. ‘상상의 공동체’ 는 허구의 상상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만

들어진’ 전통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듯 호세 리

살이 실제 가지고 있었던 리살 자체의 대중을 끌어들이는 카리스마와 영웅적

행적이 분명히 있었다. 즉 호세 리살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영웅적 자질과

당시 지도층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주의 고취, 국가의 상징을 만드는 작업의

목적에 리살이 부합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 영웅으로 있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족주의와 민족 정체성이 근대적 산물이라는 논의를 바

탕으로 하고, 호세 리살이 필리핀인의 아이콘이 된 데에는 지배집단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배집단의 역할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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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리살이 원래 가지고 있던 영웅적 면모와 업적이 있었기에 국민영웅이

된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당시의 민족주의자들은 많았지만

그들이 다 국민영웅이 되지는 않았고, 리살을 숭배하거나 지도자로 모시는 행

위는 이미 그가 활동하던 시기부터 있어왔다. 온전히 지배집단의 리살의 사후

영웅화가 그를 국민영웅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리살이 필리핀인들이 존경할만한 가치와 그에 상응하는 업적을 세운 영웅이라

고 보고, 이러한 바탕 안에서 제도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국민영웅

이 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제4절 연구 설계 및 방법

본 연구는 필리핀의 역사적 인물인 호세 리살이 국가의 공식적인 ‘국민

영웅’이 된 배경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호세 리살의 영웅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단순히 그가 가진 업적 때문에 그가 국민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상주의적인 시각과, 그의 영웅화는 미국이 식민통치를 원

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양 극단의 논점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시선으

로 보려고 한다.

기존문헌들을 검토해본 결과, 리살이 영웅화가 된 배경에는 그의 업적에

따른 국민들의 지지와 시대별로 필리핀을 지배하던 세력의 제도화가 있었다.

미국의 식민지 이전에도 이후에도 리살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과 숭배가 존재

했고, 그를 영웅으로 만드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살의 영웅적 행위가 그 실제 영향력과 의

미를 가지고 있었고, 사후에는 필리핀 지배세력의 통치방향과 부합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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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국민영웅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만큼의 호세 리살의

영웅적 행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그의 업적이 실제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리살 사후의 지배세력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리살의 어떠한 측면이 지배세력의 통치방향과 부합했는지, 또 그들이 호세 리

살을 국민영웅으로 만드는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본 연

구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필리핀의 역사를 시기별 단계를 나눈 후, 각각

의 시기에서 지배층은 누구이고 이들이 필리핀을 지배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

지 제시하고 그리고 리살의 행적이 이들의 통치방향과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 규명해야 할 것은 1) 리살의 영웅적 행적이

실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2) 이후 필리핀을 지배하던 세력의 목적

에 리살의 업적이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들이 제도화를 통해서 원래 영

웅이었던 리살을 ‘국민영웅’으로 만들고 이를 공고화시켰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본 논문의 주제인 호세

리살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의 출신배경과 어린 시절, 그

리고 유럽으로 떠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 사상과 그에 따른 그의

업적들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리살의 영웅화 단계에 따라 19세기 말부터

필리핀이 완전한 독립을 이루는 1946년까지를 세 단계로 나누었다. 시대별 단

계는 ①형성배경, ②제도화, ③공고화의 시기로 나누었다. 각 시기별 분석내용

및 분석목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3장인 형성배경(1872-1901)은 실제 호세 리살이 활동했던 스페인

식민지 말기의 개혁운동(Propaganda Movement) 시기부터 그의 영향이 직접

적으로 있었던 미국 식민지배 직전까지의 시기로 설정했다. 이 시기는 1896년

까지는 리살이 살아있던 시기이며 그 이후 1901년까지는 리살의 사후이다. 이

시기에는 스페인 식민지배 하에 토착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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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고 독립을 이루게 되는 과정이 존재했다. 또한 훗날 호세 리살을 국민

영웅으로 만드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한 토착지배엘리트가 생겨난 시기이기도

하다. 리살이 활동하던 시기와 그의 사후 5년인 만큼 이 단계에서는 스페인시

대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독립운동과 그 심화과정에서 리살이 끼친

영향, 리살의 사후에도 독립운동세력이 그를 존경했고 그것이 당시 시대에 어

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즉 이때부터 리살을 영웅으로 숭배했

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제2장이 리살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내용적인 부

분이라면 제3장에서는 리살이 활동했던 스페인 시대 말기의 시대적 배경 안에

서 리살의 업적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볼 것이다.

제3장에서 리살이 실제 영향력을 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영웅이었

다는 사실을 알아본 다음 제4장과 제5장에서 리살이 실제 영향력을 가진 인물

이었을 뿐만 아니라 리살의 업적이 지배세력의 목적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

고, 이에 따라 그들이 리살을 국민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보여

줄 것이다. 제4장인 제도화 시기(1901-1935)는 필리핀-미국 전쟁이 끝나고 미

국의 식민지배가 시작한 시점이자 필리핀사령부가 공식적으로 호세 리살을 민

족영웅으로 설정한 1901년부터 자치령정부인 커먼웰스 정부가 수립된 1935년

까지로 설정했다. 스페인 식민지가 끝나고 미국의 식민지 시대가 열리면서 미

국이 처했던 상황과 배경, 그리고 리살의 어떠한 업적 때문에 그의 영웅화를

추진했고, 또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지 알아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 공고화단계는 1935년 자치령정부인 커먼웰스 정부 출범부터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쳐 1946년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까지를 칭한다. 아래

<그림 1>에서의 시기구분년도는 독립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인 로하스 정부가

지속되었던 1948년까지로 하였다. 이시기에는 이전부터 있어왔던 토착지배엘

리트의 정치참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때 지배세력이 처했던 상황과

리살의 어떠한 업적이 그들의 상황과 부합했는지, 따라서 이미 국민영웅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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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살의 위상이 이어지도록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내용

을 담은 연구 설계가 아래 <그림 1>에 제시되어있다.

<그림 1> 연구 설계

제3장 형성 배경 제4장 제도화 제5장 공고화

시기

개혁운동의 시기

~ 미국 식민통치 이전

(1872- 1901)

미국 식민지 시기~ 자치령 정

부수립 (1901-1935)

자치령 정부~완전한 독립

(1936- 1948)

분석

내용

1) 지배세력과 시대적 배경

2) 리살의 활동과 영향

3) 리살의 영향력

1) 지배세력과 시대적 배경

2) 리살과 통치방향

3) 영웅화를 위한 제도화

1) 지배세력과 시대적 배경

2) 리살과 통치방향

3) 제도의 공고화

분석

목표

리살의 업적이 실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

지배세력의 통치방향과 리살의 업적이 부합했음.

리살을 국민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함.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연구방법으로 삼는다. 국내연구를 비롯해 필리핀

및 타국 학자들의 관련 영문 및 필리핀어 문헌도 적극 활용하였고, 필리핀 정

부에서 운영하는 Presidential Museum and Library와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및 필리핀 현지의 각종 신문기사들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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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호세 리살(Jose Rizal)의 생애와 업적

제1절 출신과 교육적 배경

호세 리살은 1861년 6월 19일 라구나(Laguna) 지방의 칼람바(Calamba)

농촌에서 2남 9녀 중 일곱 번째로 태어났다. 그는 니그리토, 말레이, 중국, 일

본, 스페인계 혼혈이었다. 리살 집안의 원래 성씨는 상인이었던 그의 고조부로

부터 비롯된 메르카도(Mercado) 였으나 1731년 그의 집안과 친분이 깊었던

라구나의 관찰사(provincial governor)로부터 리살(Rizal)이라는 성을 부여받았

다. 그의 아버지 Francisco Mercado는 라구나의 비냔(Biñan)농촌 출신으로 상

인집안 출신이었고, 어머니 Doña Teodora는 스페인 의회의 필리핀 대의원이

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대학교육까지 받은 당시 여성으로서는 상당한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다.

스페인 식민시절 필리핀에는 식민 본국으로부터 이주해온 스페인 지배

층이 많지 않았다. 또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 대규모 플랜테이션 육성과 무

역의 활성화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필리핀의 토착엘리트계층이 생겨났다.

당시 필리핀인 엘리트계층에는 전통적인 다투(datu)3)계급과 그 후예, 그리고

각 지방의 관료인 프린시팔리아(principalia) 및 그 가족이 속한 원주민 상층

엘리트계급과 부를 축적한 중국계 메스티소가 주를 이루는 경제엘리트계급이

있었다(박승우, 2006: 211).

하지만 원주민 엘리트 계급과 경제엘리트계급이 상호배타적인 개념은 아

니었다. 주로 전통적인 사회적 영향력이 있던 가문이 관료가 되거나 경제적

3) 필리핀의 전통적인 거주단위인 바랑가이(barangay)의 우두머리를 일컫음. 다투는 정치, 행정

지도자이면서 종교의 주재자이기도 했다 (최병욱 2006.『동남아시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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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계급 

∘ 원주민 상층 엘리트 계급

- 전통적인 다투계급과 그 후예

- 각 지방의 프린시팔리아 및 그 가족

∘ 중국계 스페인계 메스티소 경제엘리트

계급

- 상인, 대금업자, 지주

- 농업자본가 

∘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 일루스트라도

하층계급

∘ 저지대 토착 농민계급

- 자작소농

- 소작농민

- 토지 없는 농업노동자

∘ 소수 종족집단

- 주로 고지대 거주

- 영세농민

- 주로 화전경작 

부를 축적하고 혹은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한 가문이 관료가 되고 사회적 영향

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린시팔리아임과 동시에 경제적 부를 획득

한 메스티소 가문이 많았고 리살의 가문 역시 이에 해당했다. 스페인 식민시

절 필리핀인들의 계층 구분은 아래 <그림 2>에 제시되어있다.

<그림 2> 스페인 식민지 시절 필리핀인 계층

출처: 박승우. 2006. 「국가, 계급, 민족―그 역동적 상호작용: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비교연구」를 바탕으로 작성.

19세기 말에는 이러한 엘리트 계층이 발전하여 사회경제적 배경을 기반

으로 서구식 교육을 받은 일루스트라도 계층이 생겨났다. 필리핀 토착엘리트

들은 그들의 자녀를 마닐라나 유럽, 일본, 홍콩 등으로 유학을 보내 선진교육

을 받도록 하였다. ‘계몽된 자’라는 뜻을 가진 일루스트라도는 유럽의 자유주

의와 민족주의 담론을 접하여(앤더슨, 2009: 52) 필리핀의 민족주의 운동에 많

은 영향을 끼쳤다. 호세 리살은 19세기 초에 형성된 필리핀 토착엘리트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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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태어나 서구식 고등교육을 받은 일루스트라도였다.

그가 태어난 칼람바 농촌은 리살이 살았던 당시에 500명 이하가 거주하

는 작은 농촌이었지만 쌀, 사탕수수, 커피 등을 경작하는 비옥한 지역이었다.

그의 가족은 도미니칸 수도회로부터 임대한 땅에 쌀, 옥수수, 사탕수수를 농사

를 지었고 돼지, 닭, 타조를 길렀고 그의 어머니인 도냐 테오도라(Doña

Teodora)는 식료품 가게와 작은 방앗간을 운영했다. 일루스트라도의 상징이었

던 마차를 소유하고 칼람바에서 가장 큰 1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개인 도

서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리살의 집안이 부유한 생활을 했음을 보여준

다.

칼람바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부유한 집안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 리살

은 여러 가지 재능에 눈 뜰 수 있었다. 그는 5세 때부터 그림과 찰흙 빗기를

했으며 그의 어머니에게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여 5세 때 스페인어로 된 성경

을 읽었고 8세 때 시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양질의 교

육으로 훗날 리살은 소설, 시, 그림, 조각, 과학, 의학, 외국어 등 다양한 분야

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리살이 9살이 되던 해인 1869년에 리살의 아버지는 그를 비냔에 있는 학

교에 입학시켰다. 당시 일루스트라도의 기본적인 교육은 읽기, 쓰기, 산술, 신

학이었다. 그곳에서 리살은 일 년 반 동안 라틴어와 스페인어 등을 교육받았

다. 그리고 그는 고향에서 머물다 2년 뒤인 1872년, 11살이 되던 해에 스페인

의 예수회 수사가 운영하던 마닐라의 아테네오 중등학교(Ateneo Municipal,

훗날 Ateneo de Manila가 됨)에 진학하게 되었다.

리살은 아테네오에서 5학년을 마치고 1877년에 인문학 학사학위를 우수

한 성적으로 취득하였고, 1878년에는 산토토마스 대학에 진학해 의학과, 철학,

문학을 수학했다. 그가 18세 때 마닐라예술문화학회의 시 경연대회에 필리핀

젊은이들에게 조국을 위해 일할 것을 당부한 시 “To the Philippine Yout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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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하여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그가 상당한 문학적 소질이 있었다는 것을 보

여준다. 그의 시는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스페인어로 지어진 시로서 스페인

문학가들로부터 인정받은 수준급의 시였고, ‘필리피노’를 ‘조국의 희망’이라고

표현하는 민족주의적 개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Zaide, 2008: 51).

산토토마스 대학에서 리살은 필리핀의 교육수준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대

학 내에서 빈번하게 있었던 필리핀인에 대한 차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의과대학 과정을 마친 1882년, 더 높은 수준을 교육을 받고, 유럽의 본토

로 가서 필리핀의 권리를 찾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유럽으로 떠났다.

리살은 싱가포르, 콜롬보, 수에즈 운하, 나폴리, 마르세유, 바르셀로나를

거쳐 마드리드로 가서 의학과 철학, 문학 공부를 계속했다. 이와 동시에

Academy of Fine Arts of San Fernando에서 미술과 조각을 배웠고, 개인교

사에게 불어, 독일어, 영어를 공부했다. 이후 그는 선진 안과의학을 배우기 위

해 파리로 건너가 안과수술을 익히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의사생활을 했다. 유

학 도중 그는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며 유럽의 문화와 정치체제를 경험

하였고, 필리핀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것들이 필요

하다는 것을 느꼈다(Zaide, 2008: 78; Duka·Pila, 2010: 45).

제 2절 리살의 업적

(1)　리살의 소설들

리살은 유럽에 머물면서 현재까지 필리핀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두 편의 소설을 썼다. 그의 소설 『놀리 메 탕헤레』(Noli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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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gere)와 『엘 필리부스테리스모』(El F ilibusterismo)는 필리핀의 대학교

육과정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법으로 제정되어있으며, 초등학교 및 중·고등

학교 교과서 지문에도 그의 소설이 쓰인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일정수준 이상

의 정규교육을 받은 필리핀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의 소설을 읽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필리핀 내에서 그의 소설이 범국민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84년 리살은 마드리드 유학 중 스페인의 식민지배의 부조리함을 고발

하는 소설을 쓰겠다고 결심하고 집필에 들어간다. 그의 첫 번째 소설 『놀리

메 탕헤레』는 1887년 완성되었고 베를린에서 출판되었다. 『놀리 메 탕 헤

레』의 제목은 라틴어로 ‘내게 손대지 말라(Touch me not)'라는 뜻으로 성경

의 요한복음에 나온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검을 지키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가 부활할 때 한 말이라고 한다. 스페인어로 쓰인 이 소

설은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영어로는 사회암과 잃어버린 낙원 등

의 제목으로 번역되었고 필리핀어로도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놀리 메 탕헤레』는 총 63챕터와 에필로그로 이루어져있으며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 크리소스토모 이바라는 부유한 스페인계 메스티소 출신

으로 유럽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 유럽에서 필리핀으로 돌아온 그는 교

육을 통해 조국의 국민들을 계몽시키고자 어린 시절 연인이었던 마리아 클라

라와 함께 학교를 세우고자 했다. 하지만 스페인 당국의 계략으로 이는 실패

로 돌아가고 그의 약혼녀였던 마리아 클라라 역시 부패한 스페인 수사의 딸이

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혼 역시 좌절되게 된다. 리살은 이 소설 속에서 이

바라는 인물을 통해 식민지배의 만연한 부패와 부조리를 고발한다.

리살은 원래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였던 프랑스어로 소

설을 쓰려고 했으나 필리핀인들을 위해 스페인어로 썼다고 한다. 실제 『놀리

메 탕헤레』에서 그는 개혁을 스페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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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요구한다. 스페인의 개혁의지와 상관없이 필리핀 국민들이 개혁을 이

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페인 식민시대의 부조리에 대한 그의 고발은 스페인

과 다른 유럽국가와 같은 외부에게 하는 고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필리

핀 국민들이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에

있었다(Schumacher, 1991: 93).

리살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소설은 출판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고 유

럽 각지에 있던 필리핀 지식인들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읽혀지자 필리핀 내부

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록 그의 첫 번째 소설은 필리핀의 독립을 외치

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민족주의적 감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호세 리살이 유럽에서 생활할 당시 서신을 교환하는 벗이었던 블루멘트리트

박사는 『놀리 메 탕헤레』에 대해, “이 글은 당신의 가슴의 피로 쓰여졌음

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조국은 당신과 같은 충성심 깊은 애국자인 아들을

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된다면, 당신은 조국의 이런 변화의 움

직임을 함께하는 영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 바 있다(Duka·Pila, 2010: 3).

『놀리 메 탕헤레』는 필리핀인이 쓴 거의 최초의 소설이기도 하고, 이

전의 소설들과 달리 리살은 소설 곳곳에 필리핀인들이 ‘민족주의적 상상’을 하

게끔 하는 요소들을 만들어두었다. 먼저 그는 소설 중간 중간에 타갈로그 단

어들과 일로카노어와 같은 필리핀의 지방어를 사용했다. 또한 소설은 카피탄

티아고(Capitan Tiago)라는 인물이 친구의 아들인 이바라의 귀국을 축하하는

저녁만찬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리살은 마닐라의 저녁만찬을 묘사할

때 독자와 작가가 ‘마닐라의 풍경’에 대해 알고 있다고 전제하는 친숙한 말투

를 사용한다. 리살은 이러한 서술 방식을 사용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코드를 가진 “우리”, 즉 “필리핀인”이라는 공동체를 상상하게

끔 하였다(Anders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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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소설은 저항소설이며 민족주의를 고취시켰다는 의미도 있지만 문학

적으로도 우수한 소설이었다. 소설의 등장하는 인물들과 배경은 현실을 바탕

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그의 표현은 매우 비유적이었고 풍자, 해학이 깃들여져

있었다. 『놀리 메 탕헤레』는 식민주의의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음과 동시에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창조성과 허를 찌르는 유머가 있는 소설이다. 베

네딕트 앤더슨은 『놀리 메 탕헤레』를 “19세기 아시아인에 의해 창작된” 거

의 최초의 “세계적인 수준의 소설”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소설이 소설의 기본

적인 규범인 독창성에서 돋보이며 리살이 읽은 “수수께끼 같은 속담의 세계로

부터,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라틴어, 심지어 히브리어”까지도 “바꾸어 쓰고, 엮

고, 변형하는 방식”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소설이라고 평했다(앤더슨, 2009:

98).

1887년 유럽에서 첫 번째 소설을 발표하고 리살은 고향 칼람바로 돌아와

더 많은 고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지만 그의 가족과 친척들은 수사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그의 친척들은 그에게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민족주의 이념은 더 적극적이 되었다. 리

살은 1888년 홍콩, 마카오, 일본과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돌아갔다. 그는 런던,

마드리드, 벨기에에 머물며 두 번째 소설 『엘 필리부스테리스모』를 집필했

고 1891년 벨기에의 겐트(Ghent)에서 그의 두 번째 소설이 출간되었다.

『엘 필리부스테리스모』는 이전의 소설 놀리 메 탕헤레와 이어지는 이

야기이다. 죽은 줄 알았던 『놀리 메 탕헤레』의 주인공인 이바라는 사실 살

아있었는데, 그는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부를 축척하여 보석상인 시모운

(Simoun)이라는 신분으로 13년만에 필리핀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다. 이 소설

에서 시모운은 필리핀의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는데, 이 점으로 비추어볼 때

리살이 더욱 적극적인 독립운동의 의지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이상주

의적이었던 이전의 사상을 버리고 그를 비참하게 만든 스페인 식민체제를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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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통해 망가뜨리려는 결심을 한다. 또한 그의 연인이었던 마리아 클라라를

수녀원으로부터 구출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리아 클라라가

이미 죽은 것으로 밝혀지자 그는 크게 실망하게 되고, 또한 램프에 폭탄을 숨

겨 총독을 비롯해 마닐라의 관료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터트리려는 계획

역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소설 속에서 시모운은 산으로 은신하고 그

곳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다.

리살은 그의 두 번째 소설을 1872년 스페인 식민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처형당한 세 명의 성직자 고메스(Gomez), 부르고스(Burgos), 사모라(Zamora)

에게 바친다고 밝힌다.4) 이는 Gom-Bur-Za라고 불리는 당시의 사건에 리살이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준다. 그는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예수회

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그의 이러한 행동은 이전에 비해

더욱 과격해진 그의 식민당국에 대한 원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

도 있다(Guerrero, 1963: 15).

이처럼 『엘 필리부스테리스모』는 『놀리 메 탕헤레』에 비해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표면적으로 『놀리 메 탕헤레』는 이바라와 마리

아 클라라의 사랑을 전면적으로 내세운 로맨스 소설이고 그 안에 부조리한 식

민지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이라면, ‘해적 행위’ 혹은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는 스페인어인 그의 소설 제목 Filibusterismo에도 알 수 있듯이 『엘 필

리부스테리스모』의 분위기는 한층 어둡고 폭력적이다.

또한 『놀리 메 탕헤레』에서는 교육을 통한 개혁을 강조했다면, 그의

두 번째 소설에서는 주인공 시모운을 통해 무력투쟁에 대한 가능성을 암시하

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소설을 출판하면서 리살이 갑자기 평화주의적인 사

4) 식민본국에서 파송된 성직자와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던 세 명의 크리올 성직자들이 처형된

사건으로 필리핀 민족주의 운동의 시발점이자 개혁운동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다 (Ilet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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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버리고 다른 민족주의 운동 노선을 취한 것은 아니다. 리살이 『엘 필리

부스테리스모』에서 무장투쟁의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해도, 시모운의 혁명을

실패로 이끌고 가면서 혁명보다는 평화적인 개혁을 강조했던 그의 사상을 보

여준다(Agoncillo, 1990: 141). 시모운이 혁명에 실패하고 산으로 은신했을 때

함께 지냈던 플로렌티노(Florentino) 신부의 대사를 통해 무력투쟁에 대한 리

살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자유는 칼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의 역할도 있지

만 근대사회에선 아주 작은 것이지요. 정의, 올바름, 대의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그것 들을 사랑하며 개인의 지식과 긍지를 높임으로써 우리의

가치를 높여서 자유를 수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수준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어 부조리는 부서지고 폭정은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는 마치 첫 새벽처럼 우

리를 비출 것입니다.5) (출처:Agoncillo 1990: 141/ 필자 번역)

이처럼 그는 『엘 필리부스테리스모』에도 교육을 통한 자유를 이룩한다

는 이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리살이 두 번째 소설을 통해서

더욱 강화된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는 점과 스페인 식민 당

국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점은 이전에 평화적인 개혁만을 외쳤던 다

소 소극적일 수 있는 그의 개혁운동이 더욱 적극적인 국면을 향해 가고 있음

을 보여준다.

5) I don not mean to say that our liberty will be secured at the sword's point, for the
sword plays but little part in modern affairs, but that we must secure it by making

ourselves worthy of it, by exalting the intelligence and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by

loving justice, right and greatness, even to the extent of dying for them,―and when a

people reaches that height God will provide a weapon, the idea will be shattered, the

tyranny will crumble like a house of cards and liberty will shine out like the first d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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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문: 라 솔리다리다드

베네딕트 앤더슨(1991)은 18세기 유럽에서 꽃핀 소설과 신문이라는 매체

가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

공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소설과 신문같은 매체가 인쇄매체를 통해 결코 만날

가능성이 없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같은 민족의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리살의 『놀리 메 탕헤레』를 비롯한 민족주의 소설들을 예로

든다. 신문에 대해서는 신문은 소설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이 팔리고 빨리 소비

가 되는 매체라고 설명하면서 더욱더 생생하게 공동체를 상상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일루스트라도가 스페인에서 활발하게 개혁운동을 펼치던 시절에 그들

의 ‘투쟁의 터전’이 되었던 『라 솔리다리다드』(La Solidaridad)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라 솔리다리다드』는 필리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록 개혁주의자들이 『라 솔리다리다드』를 통해 개혁을 이루는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창간부터 폐간까지 6년간 개혁주의자들의 투쟁의 도구가 되어주었

고, 유럽에서 활동하던 필리핀의 개혁주의자들이 이 매체를 통해서 그들의 목

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개인이 아닌 집단이 만들어낸 최초의 영향력 있는 독립

운동 투쟁도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바란테스(Vincente Barrantes), 레타나

(Wenceslao E. Retana), Pablo Feced와 같은 친스페인 문인들이 필리핀은 스

페인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문명이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도 하였다. 바렌테스가 필리핀에는 극장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리살

이 기고문을 통해 이것을 바로잡아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라 솔리다리다

드』는 1895년 11월 15일 폐간이 될 때 까지 당시 유럽에 있던 개혁파 민족주

의자들의 사상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필리핀을 홍보하는 역할까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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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Agoncillo, 1990: 143).

1889년, 로페스 하에나(López Jaena), 델 필라르(del Pilar), 리살과 같은

개혁주의자들은 개혁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스페인에서 『라 솔리다리다드』

(La Solidaridad)라는 격주로 발행하는 신문을 발간한다. 스페인의 식민통치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 발행된 이 신문에 많은 필리핀 민족주의자들이 경제적

으로 후원하였다. 『라 솔리다리다드』의 첫 회는 1889년 2월 15일에 바르셀

로나에서 발행되었다. 이 신문의 목적은 필리핀이라는 나라와 그의 열악한 상

황에 대해서 알리고 스페인의 식민주의를 옹호하는 글을 쓰는 사람들을 비판

하는 것이었다. 이는 개혁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의 개

혁을 요구하는 수단이 되었다.

『라 솔리다리다드』의 첫 번째 편집장은 로페스 하에나로 선출되었으나

곧 델 필라르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겨주었다. 이 신문의 개간 소식이 필리핀

에 알려졌고 스페인 당국은 필리핀 내에서 라 솔리다리다드의 구독을 금지시

켰지만 유럽을 오가는 필리피노들에 의해서 많이 유입이 되었다.

호세 리살은 『라 솔리다리다드』의 발행을 담당했던 동명의 개혁주의자

들의 모임인 Asociacion La Solidaridad의 명예회장으로 선출되었다(Duka

Pila, 2010). 리살은 라 솔리다리다드 단체의 명예회장으로만 있었고 신문사에

서 특별하게 맡은 직책은 없었지만 『라 솔리다리다드』에 많은 기고문을 쓰

며 활발히 활동하였다.

리살의 첫 번째 글은 1889년 3월 3일 제 3호에 실린 「필리핀의 농민

들」(The Filipino Farmer)이라는 글이었다. 이 글에서 필리핀의 농민들을 핍

박하던 스페인 식민당국을 비판했다. 또한 1889년 6월 9호와 10호에 실은

「바란테스와 타갈로그 극장」(Barrantes and Tagalog Theatre)라는 글에서

타갈로그 극장예술에 대한 바란테스의 무지를 비판했다. 1889년 11월 30일호

에 실은 「눈물과 웃음」(Llanto y Risas)이라는 글은 토착 필리핀인(인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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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스페인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해 꼬집었다. 1889년 9월 15일호에 실

린 「차이점들」(Diferencias)라는 글에서는 La Patria라는 신문에 실린 개혁

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글인 「오래된 진실」(Old Truths)을 반박하였다

(Duka·Pila, 2010: 68-69).

리살이 『라 솔리다리다드』에 기고한 글 중에 가장 높이 평가되는 글은

스페인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삼세기 동안 필리핀의 수탈과 착취

의 역사를 쓴 「한 세기 동안의 필리핀」(Filipinas dentro de cien años)이

다. 이 글은 1889년 당시 리살의 정치적 사상을 보여주며 훗날 미국에 의해

독립하는 필리핀을 어느 정도 예견하기도 했다(Duka·Pila, 2010: 68-69;

Ocampo 2011: 117).

(3) 시민단체: 라 리가 필리피나

엘 필리부스테리스모를 출판한 이후 리살은 유럽을 떠나고 홍콩으로 갔

다. 그곳에서 1892년 6월 경 까지 약 7개월 동안 안과의사 생활을 했다. 그리

고 188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그의 고향인 필리핀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와 일

루스트라도가 펼친 지난했던 개혁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야 함을 깨

달았다. 그는 스페인에서가 아니라 필리핀 본토에서 필리핀의 자유를 위해 싸

워야 한다고 믿었다(Zaide, 2008: 213).

리살은 고향에 돌아오고 열흘도 안 되었던 1892년 7월 3일 라 리가 필

리피나(La Liga Filipina)라는 단체를 창설했다. 이는 필리피노들의 계몽과 필

리핀사회 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였다. 당시 개혁주의자들은 유럽에서 주로 활

동했고, 그들의 활동은 개혁을 요구하는 단계에 그친 반면 라 리가 필리피나

는 필리핀 내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은 변화를 꾀하기 위한 단체

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단체의 모토는 “모두를 위한 하나” (U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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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r Omnium) 였다. 리살이 홍콩에서 만들었다는 라 리가 필리피나의 헌법

에 명시된 단체의 목표는 당시 리살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1) 치밀하고 강건하며 동질적인 전 군도의 연합체를 구성할 것

(2) 위급할 시, 필요할 시에는 언제나 서로 보호할 것

(3) 모든 폭력과 불의에 대항하여 방어할 것

(4) 교육·농업·상업을 증진할 것

(5) 개혁을 연구하고 적용할 것

(출처: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역. 2009,『세 깃발 아래에서』, p. 200)

위의 목표를 보면 리살이 밝히고 있는 이 단체의 목적도 식민지의 프레

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우선적으로 식민지 상황에서 필리핀 국민들이

국가에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하고 생활수준

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1)의 항목에 나와 있듯이 혈통이나

경제력에 따라 위계적으로 나뉘어 있는 필리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

합하려는 목적이 보인다(앤더슨, 2009: 200).

라 리가 필리피나의 조직은 최고 평의회와 상급평의회, 그리고 지방평의

회로 구성되어있다. “공식적으로 조직은 지방 평의회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

지도자들이 지역 수준에서 상급평의회를 꾸린다. 그리고 지역 지부의 지도자

들은 리가 전체에 통제권을 가진 최고 평의회를 구성하게 된다(앤더슨, 2009:

201).” 또한 이 조직의 구성원은 입회비 2페소를 납부하고 매달 회비로 10센

타보를 납부하게 되어있었다(Zaide, 2008: 216). 라 리가 필리피나의 조직원들

의 의무는 다음과 같았다.

(1) 조직원들은 최고 평의회의 명령에 복종해야함

(2) 새로운 조직원을 모집하는데 협력해야 함

(3) 리가의 평의회에서 결정된 것들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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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호명을 사용하며 이것은 최고 평의회의 의장이 될 때까지 바꿀 수 없음

(5) 리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에 대해 그 어떤 것이라도 들었을 시에는 평의

회 집행부에게 보고해야 함

(6) 모범적인 필리피노로서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 함

(7) 동료 조직원들을 항상 도와야 함

(출처: Zaide, Gregorio and Sonia Zaide, 1997, Jose Rizal: Life, Works and Writings

of a Genius, Writer, Scientist and National Hero, p.216)

위의 내용들은 프리메이슨6)의 전승과 거의 흡사하며 라 리가 필리피나의 조

직은 비공개적으로 설계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앤더슨, 2009: 201).

라 리가 필리피나는 무장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상업, 농업장려, 개

혁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1892년 7월 6일 리살이 이 단체를

창설한지 불과 삼일 뒤에 리살은 스페인 당국에게 체포되어 필리핀의 남부

민다나오 섬의 다피탄(Dapitan)지역으로 추방당했다(Steinberg et al., 1985:

270). 리살이 추방당하자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라 리가 필리피나는 곧 붕

괴되었다. 당시에 카티푸난(Katipunan)이라는 농민들을 비롯한 중하층 계급의

필리핀인들이 중심되어 만들어진 비밀결사조직이 출범되었는데 라 리가 필리

피나의 활동가들은 카티푸난으로 라 리가 필리피나가 대체되었다고 결정했다

(앤더슨, 2009: 225).

카티푸난은 1896년 8월 30일 무장투쟁을 시작했고, 리살은 주모자라는

누명을 쓰고 12월 30일 처형당했다. 리살은 실제 무장투쟁에 가담하지 않았고

투쟁이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처형당했지만 독립운동의 아버지 같은 역할

을 했었기에 그의 처형은 필리핀의 민족주의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권

6) 18세기초 영국에 창설되고, 이후 세계에 퍼진 박애주의 단체로 단순히 메이슨(Mason)이라고

도 한다. 비밀결사는 아니지만 입사식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부외자에게는 전모가 파악되기

어렵다. 한편 세계시민적 박애, 자유, 평등의 실현을 지향하고, 정치적 전체주의, 배타주의,

광신을 물리쳤다. 회원은 서로 <형제>라고 부르며, 입사식에서도 성서에 서약하듯이 기본적

으로는 그리스도교와 대립하지 않지만, 신을 <전세계의 지고의 건축사>라고 하듯이 이신론

적(理神論的) 경향을 가진다(한국사전연구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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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 2009: 59-60).

제3절 리살의 민족주의 사상

리살의 정치적 사상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의

경험과 교육, 그리고 아시아, 미주, 유럽을 오가며 생활했던 경험들이 민족의

식을 형성하였다(Romero et al., 1978). 리살을 비롯한 일루스트라도들은 유럽

에서 유학할 당시 그 영향을 받아 인종(ehtinicity), 민족(nation), 민족정체성

(national identity)에 관한 고민이 있었다. 스페인 식민시대 말기 ‘필리피노’라

는 표현은 필리핀에 사는 스페인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필리핀의 현지인들

은 ‘인디오(Indio)’라고 불리었다. 스페인은 피지배층이었던 인디오를 열등한

민족으로 표현했고 일루스트라도들은 과연 인디오는 어떤 민족인가에 대해 고

민했다.

특히 리살은 블루멘트리트(Bluementritt) 박사의 영향을 받아 민족학

(racial science)에 심취해있었다. 그는 유럽인들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

서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충격을 받은 터였다. 또한 인도차이나반도의

캄보디아나 베트남, 말라야, 인도나 버마는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이지만 식민

지배 이전의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필리핀의 경우 전혀 그런 것

이 없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앤더슨, 2009: 154-155).

리살은 필리핀의 조상에는 두 분류가 있다고 나누었는데 하나는 “문명화

된 필리피노(las filipinos civilizados)” 이고 다른 하나는 “산에 사는 부족(las

tribus montanesas)”이다. 그들은 말레이족이 이동해 온 것이 필리피노의 조상

이며 그들은 “문명화된” 부류에 속한다고 믿었다(Aguila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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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스트라도는 유럽의 인종주의 영향을 받아 다수종족과 소수종족에 대

한 담론을 펼쳤다. 대부분의 일루스트라도는 무슬림, 니그리토, 그리고 산악지

대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소수종족이라고 보았고 그들이 말하는 필리피노의 개

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리살의 경우, 순수 인디오 혈통을 다수종족, 혼혈인

을 소수종족이라고 보았다고 한다. 사실 리살은 여러 인종의 메스티소이지만

본인은 타갈로그계7) 말레이인(Tagalog-Malay)이라고 인식했다. 이처럼 일루

스트라도는 혼혈보다는 순수혈통을 선호하였는데, 대부분의 일루스트라도 계

층은 중국계 메스티소였다. 따라서 그들은 본인들의 혈통에 대해서 더욱 고민

스러울 수밖에 없었다(Aguilar, 2005).

일루스트라도는 이러한 민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근대주의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리살 역시 인종적으로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규정짓기 힘든 메스티

소였고 다른 일루스트라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민족을 인종의 구분으

로 나누기 보다는 ‘함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공동체로 구분한 것이다. 필리

핀에 있을 때는 크리올인 필리피노와 토착민인 인디오를 구분 지었지만 유럽

에서는 필리핀 땅에서 온 사람들은 모두 ‘필리피노’였다(앤더슨, 2009: 114). 유

럽에서 공부한 일루스트라도를 통해 자유주의 사상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전까지는 그저 인디오로만 불렸던 사람들이 ‘필리피노’의 범주에 서서히 포함

되어 갔다. 리살 역시 스스로를 ‘말레이계’, 또는 ‘필리피노’라고 칭하였고 문학

작품이나 신문의 기고문들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민족의식이 높아지면서 일루스트라도들은 자신들이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과 스페인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식민지의 프레임 안에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개혁운동(Propaganda Movement)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리

살은 개혁운동의 시기에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이다(Ileto, 1997:

7) 필리핀의 다수 종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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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리살이 유럽 여러 국가에서 유학할 당시, 리살을 비롯한 일루스트라도 계

층의 유학생들은 스페인의 프리메이슨 운동의 지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

이 주체가 된 개혁운동 역시 프리메이슨의 세계시민주의적 의식과 자유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적 정신이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었다(Steinberg et al.,

1985: 270).

당시 유럽(주로 스페인)에서 활동하던 일루스트라도 출신 민족주의자들

은 필리핀의 완전한 독립보다는 개혁을 통한 필리핀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찾

는 것을 주장했다. 당시 개혁주의자들이 원하는 개혁의 자세한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1) 스페인 의회에 필리핀 대표를 보내게 해줄 것

(2) 필리피노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줄 것

(3) 필리피노들에게 결사의 자유, 생각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줄 것

(4) 필리피노들에게 참정권을 줄 것

(5) 필리핀을 스페인으로 동화시켜서 필리핀을 스페인의 한 지방으로 인정해

줄 것 (출처: Duka·Pila, 2010: 68/ 필자 번역)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장 영향력

이 있었던 인물인 리살은 위와 같은 내용의 개혁에 한 뜻을 품고 있었다. 특

히 그는 근대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반(反)교권주의와 개혁을 주창했다. 식

민지배라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의사표현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

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특히 법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칠 자유 같은 개인

의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려면 개혁이 필수적이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

한 식민지배 하의 필리핀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결과 수사들이 조국의 발전과

자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Schumache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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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3-34).

그는 조국의 정치, 경제,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정부는 서로 관련이 있는 존재다. 올바른 국민들의 정부가 어리석을 수 없듯

올바른 지배자와 법 아래에 부도덕한 국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며 정부의 중

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은 ‘위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아

래로부터의 개혁은 규칙에 따르지 않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Duka·Pila, 2010: 149-150).

리살은 특히 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다. 그는 “교육이 없이는 개혁

이 불가능”하며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이 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이룩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omero et al., 1978). 그의 소설 Noli Me Tangere에

서 “학교는 사회의 기본이다; 학교는 국가의 미래가 써진 책이다”라고 언급하

기도 했다. 그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주장한 만큼 정부가 학교 건설과 유지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수사들이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학교에

대한 장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중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Duka·Pila, 2010: 150-151).

리살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교육만으로 필리핀의 자유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사회경제적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이

농경국가였던 만큼 농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무역과 산

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경제적 발전 역시 교육을 통

해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리살은 정부가 숙련된 농부를 양성하고, 정당

한 세금을 걷고, 번거로운 형식주의를 지양하며, 소작인들에게는 정당한 양의

작물을 제공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리살은 위와 같은 민족정체성에 대한 사상을 가졌고, 혁명이 아니라 개

혁을 추구하는 온건적인 민족주의운동 노선을 택하여 필리핀 국내와 유럽 등

지에서 많은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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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살펴본 리살의 생애와 업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호세 리

살은 19세기 말 중부 루손 지역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다. 스페인 식민 지배 말기에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필리핀인들

이 무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부를 축적하는 계층이 생겼고, 이들은 경제

력을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였다. 그들이 신흥 엘리트

세력인 일루스트라도였다. 일루스트라도는 주로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유학을

했으며 호세 리살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의 자유주의 사상과 합리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일루스트라도들은 필리핀이 스페인에게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느끼며 필리핀을 스페인의 한 지방으로 인정하고

필리핀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개혁운동을 펼쳤다.

리살은 당시 활동하던 개혁주의자들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었다. 다중언어 능통자이기도 하면서 소설가, 시인, 예술가, 학자, 그리고 안과

의사였는데, 당시에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전체에서 유일한 안과의사

였다(Ocampo, 2011: 3-4). 하지만 그를 가장 유명한 민족주의자로 만든 것은

그의 문학작품이었다. 그의 민족주의 소설 『놀리 메 탕헤레』와 『엘 필리부

스테리스모』는 당시 필리핀인이 쓴 소설 중 가장 뛰어난 세계적인 수준의

작품이었다. 또한 그는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창간된 신문 『라 솔리다리다

드』에 민족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글들을 기고하기도 했다. 오랜 유럽생활 뒤

에 필리핀에 돌아와서는 라 리가 필리피나라는 시민단체를 통해 현지에서 개

혁운동의 사상을 실현하고자했다. 하지만 단체 창설 며칠 뒤에 리살이 체포되

었고 이 단체는 곧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실제 독립을 이루어냈는가 아닌가를 독립운동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개혁운동은 실패했다. 하지만 리살의 개혁운동은 국민들에게 민족의

식을 가지게 했고 자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한 측면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개혁운동을 통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필리피노라는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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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켰고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시켰기 때문이다. 필리핀 최초의 범국

민적인 무장독립투쟁이었던 카티푸난 투쟁도 리살의 민족주의 정신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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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민영웅의 형성배경

제1절 스페인 식민지배 말기의 독립운동

스페인 통치 하에 필리피노(Filipino)라는 민족적 자각은 18세기 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현재의 필리핀인 이라는 하나의 민족적인 개념

이 없었고, 지리적으로 ‘라스 라스 필리피나스(Las Las Filipinas)’라는 구분만

있었을 뿐이었다. 필리핀인을 지칭하는 ‘필리피노(Filipino)’라는 표현은 원래

필리핀에서 태어난 스페인인을 부르는 표현이었고, 토착 원주민들은 ‘인디

오’(Indio)라고 불리었다(Agoncillo, 1990: 115).

스페인정부는 식민지배 당시 18세기 말 까지만 하더라도 필리핀의 식민

통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들의 식민지배는 마닐라가 위치한 루손섬

지역과 세부 등 몇몇 핵심적인 도시에만 집중되어있었다(박승우, 2006: 207).

식민 본국인 스페인은 필리핀과 너무 멀리 떨어져있어 뉴스페인(멕시코)이나

페루 같은 스페인의 다른 식민지들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높지 않았다. 한편

필리핀에서 스페인인들은 갈레온(Galleon)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겼다.

먼 거리, 그리고 무역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스

페인은 필리핀의 식민통치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필리핀 식민지 경영은 매우 느린 속도로 이루어졌다(박승우,

2003: 5∼8). 또한 ‘종족 간 분리통치정책’(divide et impera, divide and rule)을

펼쳐 식민지 정부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막고자했다(Agoncillo, 1990: 116).

필리핀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사상이 확산된 19세기에 이르러서 형성되

기 시작했다. 18세기 말, 필리핀국민들의 상업농과 광산업을 금지하던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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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수출액 
(단위: 페소)

수입액
(단위: 페소)

무역총액
(단위: 페소)

1825 1,000,000 1,800,000 2,800,000
1875 18,900,000 12,200,000 31,100,000
1895 36,600,000 25,400,000 62,000,000

폐지하고 담배, 쪽(indigo), 대마, 설탕 같은 돈이 되는 작물들의 재배를 장려

하기 시작하고 마닐라가 외항선들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수출을 기반으로 한

필리피노 엘리트계층인 일루스트라도(ilustrado)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

일루스트라도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구식 교육을 받아 훗날 19세기 말 민족

주의 운동을 이끈 계층이 되었다.

먼저 경제적인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1834년 필리핀의 자유무역정책

으로 인해 유럽―특히 영국―과 미국의 어부와 상인들과 필리피노 신흥 상업

계층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1869년 열린 수에즈 운하로 무역이 더욱 활발해

졌다. 민족주의 움직임은 이 때 해외무역을 통해 들어온 외국 상품, 외국 책

들, 외국의 이념 등에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스페인에서 들여오

지 못했던 기계류나 공산품들은 이 때부터 필리핀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

다. 특히 일루스트라도를 주축으로 한 19세기 필리핀의 민족주의 움직임은 무

역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경제적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19세기 초

반, 중반, 후반의 필리핀의 무역성장에 관한 수치가 아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19세기 필리핀의 무역성장

(출처: John Schumacher, 1991, The making of a nation : essays on nineteenth-century
F ilipino nationalism, p.17)

외국과 무역을 한 상품들의 대부분은 농산품이었다. 필리핀의 인구가 급

격히 늘어나면서 식량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무역으로 돈을 번 사람

들은 대부분 쌀, 설탕, 아바카(abaca)8)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바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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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angas), 비콜(Bikol), 네그로스(Negros), 파나이(Panay) 지역을 포함하는

중부루손지방의 농장들이었다. 아시엔다9)를 소유한 수사들을 비롯해 팜팡가

(Pampanga), 바탕가스, 서부 비사야(Visaya)지역의 필리핀인 아시엔다 경영인

들과 불라간(Bulacan), 라구나(Laguna), 카비테(Cavite) 지역의 인킬리노

(inquilino)10)가 여기에 해당된다(Schumacher, 1991: 17).

당시 무역에 의한 일부계층의 부의 증대는 리살 집안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리살의 친가쪽 조상인 Domingo Lam-co가 18세기 중반의 비냔의 아

시엔다로 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인킬리노가 관리하는 땅은 2.9 헥타르 정도였

다. 하지만 리살의 아버지가 칼람바의 아시엔다로 옮기고 리살의 가족이 1890

년대에 관리하던 아시엔다는 390 헥타르에 이르렀다(Schumacher, 1991: 18).

또한 1855-1872년 사이 식민정부가 펼친 자유주의 정책 역시 기여했는

데, 1863년 발효한 Educational Code는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했으며 한 푸에블

8) (마닐라산(産)) 파초의 일종,마닐라 삼.

9) 필리핀에서 스페인의 식민지배 이전에는 팜팡가(Pampanga)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의

사적소유’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땅은 바랑가이(barangay)와 같은 지역 공동체

의 소유였고 이에 따르는 부산물은 공동 혹은 개인의 소유였다. 1571년부터 1610년 사이 스

페인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바랑가이 소유의 토지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워낙 토지소유에

대한 인식이 미약해서 많은 바랑가이 우두머리들은 토지를 판매조차 하지 못하고 토지를 넘

겨주었다. 또한 미개척 농지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의 땅은 모조리 스페인 왕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스페인 왕에게 귀속된 토지는 ‘엔코미엔다(encomienda)' 시스템 하에 스페인

의 수사들과 군인들에게 분배되었다. 엔코미엔다는 스페인 국왕이 식민화에 앞장 선 스페인

교회의 수사와 군인들에게 사법권과 토지를 하사하는 제도인데 이 시스템 하에 엔코멘데로

(encomendero)들은 필리핀 소작인들에게 공물을 수취하였다. 공물들은 농작물이나 가금, 그

리고 직물이나 면사 같은 수공품들이었다. 18세기에 필리핀이 스페인을 통해 해외 무역에

참여하면서 농업은 국내 소비를 위한 농작물 생산에서 현금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것으로 바

뀌었다. 스페인의 수사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중국의 상인들이 현금 작물 재배를 위해 필리

핀으로 모여들었다. 이에 따라 엔코미엔다는 아시엔다(hacienda)로 대체되었다. 아시엔다는

설탕, 커피, 담배, 아바카, 코프라와 같은 현금작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주로 분익소작

(sharecropping)을 주어 농산품을 생산하였다. 대부분의 아시엔다는 수사들이 소유했으며 이

들이 지주들과 같은 역할을 해서 소작인들에게 고정적인 소작료를 받았다. 이러한 제도 인

해 스페인의 수사들은 대토지를 소유한 대지주가 되었고, 농민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하거나

미점유 토지를 개간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했다(Agoncillo, 1990: 79; Dolan, 1993: 12-15;

IBON Databank Phils., 1988: 25-26).

10) 지주와 소작 사이를 매개하는 임대차농. 이들은 지주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후 그것을 농민

들에게 재임대했다(최병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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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pueblo, 행정단위)당 적어도 하나의 학교를 세우도록 했다. 이때 농업학교,

신문, 도서관, 토론회 등이 활성화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1868년 세

워진 Spanish Republic이 1871년에 끝나버리고 필리핀에 권위적인 국방장관을

파견하면서 급격히 후퇴했다. 그것은 스페인 당국의 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이

미 교육을 받은 많은 젊은이들은 바깥 세상에 대한 열망을 품기 시작했고 유

럽―특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으로 떠난 뒤였다.

리살을 비롯한 이들 일루스트라도는 유럽에서 유학을 하며 스페인 식민

지배하의 부조리에 대해서 더욱 반감을 가졌다. 당시 스페인 지배하의 필리핀

은 불안정한 식민지 정부, 부패한 관료, 인권 침해, 스페인 수사들의 대토지

소유로 인한 농민들의 생계곤란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Zaide, 2008:

17). 그들은 이런 필리핀 사회의 문제점들을 개혁해야 한다며 민족주의 운동

으로서의 개혁운동(Propaganda Movement)를 벌였다. 이들은 필리핀의 모순

된 식민지 사회를 유럽 등지에 알리는 활동을 주로 했고 스페인으로부터 완전

한 독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의 한 지방으로 필리핀을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필리핀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찾고자 했다.

개혁주의자들은 민족주의 신문 라 솔리다리다드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개혁운동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 사실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

민지들 중에 그다지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고 식민모국인 스페인은 그 당시

수많은 국내문제들에 직시하고 있었다.11) 또한 스페인 수사들의 영향력이 굉

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대한 뾰족한 실천방향이 없었고 주로 혼자

활동하며 결집력이 부족했던 개혁주의자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 당시 스페인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전과 종족- 지역 간의 맹렬한 경쟁, 계급 갈등, 여러

종류의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카리브 해로부터 북아프리카를 거쳐 태평

양 연안까지 뻗어 있는 멀리 흩뿌려진 식민지들에서는 쿠바의 운동이 이끄는 반식민지 운동

이 격렬함에서도, 사회적 지지에서도 꾸준히 팽창하고 있었고, 동시에 서로 진지한 접촉을

시작했다.” (앤더슨, 2009: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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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ncillo, 1990: 148).

1892년 리살이 다피탄으로 유배당할 당시 이미 개혁운동은 쇠퇴의 조짐

을 보였다. 이후에도 몇몇 일루스트라도들이 개혁운동을 지속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나타

나듯이 통상적으로 식민지의 독립운동은 개혁운동으로 시작해서 분리 독립운

동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필리핀도 예외는 아니었다(권오신, 2009:

58). 1892년 7월 7일, 안드레스 보니파시오(Andres Bonifacio)를 비롯해 디아

즈(Valentin Diaz), 플라타(Teodoro Plata), 디와(Ladislao Diwa), 아렐라노

(Deodato Arellano) 및 그 외 몇 명이 비밀결사 조직인 카티푸난(Katipuna

n)12)을 조직했다. 훗날 무장독립투쟁을 벌였던 이들은 필리핀 독립운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Agoncillo, 1990: 149; 권오신, 2009: 61).

카티푸난은 마닐라 외곽 지역과 중부 루손지역의 지방들에서 세력을 무

섭게 확장해나갔다. 카티푸난은 조직원들의 레벨을 세단계로 나누고 비밀암호

를 써가며 비밀결사체로 유지되고 있었지만 조직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스페

인당국은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1896년 8월 19일, 카티푸난

의 한 조직원이었던 Patino은 스페인 성직자에게 카티푸난의 비밀에 대해 털

어놓았고, 그 일로 카티푸난의 존재가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다. 500여명의 카

티푸난 조직원들이 스페인당국에게 불법조직 활동과 반역죄의 명목으로 체포

되었고 보니파시오는 비록 완전히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었지만 며칠 뒤인 8

월 23일 무장투쟁을 선포했다(Agoncillo, 1990: 167∼171).

카티푸난 투쟁세력은 쿠바혁명의 진압으로 스페인의 병력이 지쳤기를 바

라면서 투쟁을 해나갔지만 실제 스페인과의 무력충돌에서 승리를 거둔 지역은

12) Katipunan의 필리핀식 원래 이름은 Kataastaasan Kagalanggalang na Katipunan nang

manga Anak nang Bayan(The Highest and Most Honorable Society of the Sons of the

Country)이며, 카티푸난은 이의 약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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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비테(Cavite)뿐이었다(Owen et al., 2005: 284). 비록 카티푸난은 스페인군과

의 무력충돌에서 이기진 못했지만, 이 당시 독립의 움직임은 필리핀 전역으로

파급되었고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화되었고 혁명을 통한 해방쟁취 열기가 확

대되었다(권오신, 2009: 62). 한편 카비테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카비테 지역의

카티푸네로(Katipunero, 카티푸난의 조직원) 에밀리오 아기날도(Emilio

Aguinaldo)가 카티푸난 내에서 새로운 지도자로 떠올랐으며, 보니파시오의 자

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Owen et al., 284). 그는 부유한 중국계 메스티소 출

신이었고, 일루스트라도들 만큼 교육을 많이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엘리트로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다(Owen et al. 2005 284; 권오

신 2009, 68) 그는 카리스마가 있었고 특히 연설에 능했다고 알려졌다(Ileto

1997, 115-116).

카비테에서의 승리로 카비테가 카티푸난 독립운동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카비테지역의 카티푸난은 혁명 전에도 이미 막달로(Magdalo)와 막디

왕(Magdiwang)이라는 두 파벌로 나뉘어져있었다. 막달로는 에밀리오 아기날

도의 삼촌인 발도메로 아기날도(Baldomero Aguinaldo)가 이끌고 있었고, 막디

왕은 보니파시오의 처삼촌인 마리아노 알바레스(Mariano Alvarez)가 이끌고

있었다.

이들 사이에 갈등은 계속되었고 혁명을 위해서는 이들의 통합이 필수적

이었다. 이에 따라 막디왕 측은 보니파시오에게 개입을 요구했고 보니파시오

와 몇몇 인사들은 1897년 12월 31일, 이무스(Imus)에서 의회를 개최해 카티푸

난을 지금의 체제로 지속할 것인가 다른 형태의 정부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아기날도의 세력이었던 막달로 측은 카티푸난이 더 이상

비밀조직일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공개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을 요구했고,

보니파시오측 세력이었던 막디왕은 카티푸난은 이미 자체 헌법을 갖춘 조직이

기 때문에 지금처럼 혁명의 정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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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났다(Agoncillo, 1990: 175-177). 이후 1897

년 3월 22일, 카티푸난의 두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핵심 세력들이 테헤로스

(Tejeros)에 모였다. 회의 결과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새로운 독립정부의 대통

령으로 지목되었다(Agoncillo, 1990: 178). 최초로 무장투쟁 노선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보니파시오는 반대세력에게 반역 음모에 말려들어 처형당했다(Owen

et al., 2005: 284).

한편 스페인 당국이 카티푸난의 혁명정부의 본거지인 까비떼 지역으로

침입하였고, 아기날도가 이끌던 카티푸난 군은 마닐라 북쪽에 위치한 비약나

바토(Biyak-na-bato)지역으로 후퇴했다. 이어 아기날도는 말로로스(Malolos)

라는 정부를 중부루손지역에 수립하였다. 또한 1897년 11월 1일에는 말롤로스

헌법을 승인해 혁명정부는 공식적인 공화국으로 재탄생했다(Agoncillo, 1990:

182-183).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말로로스헌법을 필리핀 최초의

헌법으로, 아기날도를 제1대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다.13)

스페인군과의 교전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스페인의 총독은 아기날도에게

휴전을 제의했다(Owen et al, 2005: 284). 실제 아기날도의 군대는 10분의 1정

도만 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빈약했고 스페인정부의 상대가 되지 못하였다.

결국 아기날도의 망명비용을 대주고14) 투쟁 중 고통 받은 사람들의 가족들에

게 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고 아기날도는 홍콩으로 망명을 갔다

(Sardesai, 2010: 140-142). 이듬해 1월 스페인은 긴 교전을 끝낸 기념으로 마

닐라 성당에서 Te Deum 축제를 벌였다(Owen et al, 2005: 284).

13) Presidential Museum and Library(http://malacanang.gov.ph/presidents/,

검색일: 2013년 6월 12일),

National library of the Philippines(http://web.nlp.gov.ph/nlp/?q=node/694, 검색일: 2013년 4월 18일).

14) 스페인이 망명비용으로 80만 페소를 세 번에 나누어서 주기로 하는 조건이었으나 결국 세

번째는 돈을 받지 못했다(Owen et al., 2005: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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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필리핀의 독립운동과 리살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리살은 주로 유럽에서 활동했었고, 다른 개혁주

의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개혁주의자들은 유럽을 주 무대로 스페인을 상대

로 한 캠페인을 했었고, 주로 신문이나 소설 같은 인쇄매체가 그들의 투쟁도

구가 되었다. 따라서 스페인은 유럽에서 활동하는 개혁주의자들을 직접적으로

탄압하지 못하였고 리살도 마찬가지였다. 『라 솔리다리다드』와 리살의 두

소설들이 모두 금서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통제되었던 필리핀의 상황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활동에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리살은 1882년 유럽 땅을 밟은 이후에 1892년 귀국까지 중간에 단 한차

례만 고향을 방문했다. 1887년 소설 『놀리 메 탕헤레』를 발표한 뒤 고향에

돌아오자 리살은 도미니크회 성직자들에게 견제를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리

살의 소설이 반란음모를 위한 것이라고 고발하여 리살이 체포될 뻔했으나, 자

유주의자였던 에밀리오 테레로(Emilio Terrero) 총독의 도움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소설은 금서로 지정되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향한 음

모가 계속되자 가족들은 리살에게 유럽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다.

이처럼 리살은 필리핀에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혁운동 활동 중에

필리핀 내의 스페인 식민정부에게 직접적인 탄압을 받지는 않았다. 물론 결과

적으로 1892년에 리살이 귀국하여 시민단체인 라 리가 필리피나를 창설하였을

때는 스페인의 강력한 탄압을 받아 다피탄으로 유배당했고, 결국에는 처형당

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리살은 필리핀에서 머물 때에는 스페인 식민정부의

강력한 탄압을 받았고, 유럽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비록 리살이 필리핀이 아니라 유럽에서 활동하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리

살이 필리핀의 민족주의 운동에 끼친 영향을 매우 컸다. 리살이 개혁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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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19세기는 서로 분리되어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필리핀의 여러 부족들이

‘필리피노(Filipino)'라는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고, 서구의 자유주의 영향을 받

아 반제국주의 독립운동과 민족주의 이념이 동시에 유입되었던 시기였다. 이

와 같이 반제국주의, 민족정체성, 민족주의가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받아들

여진 상황에서 이 시기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호세 리살은 필리핀 국민들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주의의 심벌로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

다. 또한 그는 소설 『놀리 메 탕헤레』와 『엘 필리부스테리스모』를 통해

‘필리피노’로서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의 단결, 통합을 역설했다. 이 같은 사상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후 분열되어 있던 필리핀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리살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지 않았고 무력투쟁을 반대했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 무력투쟁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리살은 카티푸난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 개혁운동을 통해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일깨워 주었다는

사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카티푸난을 조직한 안드레스 보니파시오는 직접적

으로 리살의 영향을 받은 인물이었다.

보니파시오는 도시에 거주하는 중하층계급의 사무원이었다. 그는 일루스

트라도와 같이 정규교육을 받은 계층이 아니었고, 독학으로 리살의 문학과 프

랑스 혁명, 미국 대통령 전기 등을 읽으며 독립에 대한 꿈을 키운 인물이었다

(Ileto, 1997: 79). 그는 리살이 조직한 라 리가 필리피나의 단원이었다. 이때

보니파시오는 프리메이슨 사상에 기초한 라 리가 필리피나의 헌법이나 조직구

성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라 리가 필리피나와 카티푸난은 서로 연결

된 조직이라고 항상 이야기해왔다(앤더슨, 2009: 203).

보니파시오는 호세 리살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으나 혁명에 대한 조언

을 듣기 위해 1896년 6월에 그가 추방당해 있던 다피탄으로 찾아가 만남을 시

도 했었다. 그는 카티푸난의 조직과 스페인 식민정부를 무찌를 것이라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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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리살은 직접적으로 무력투쟁을 찬성하지 않

았다. 그는 쿠바에서 있었던 첫 번째 독립운동이 충분한 병력이 확보되지 않

아서 실패했던 것을 떠올리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고 모든 계층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무력투쟁은 실패를 부른다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Agoncillo, 1990: 167-168).

이러한 리살의 반응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엇갈린다. 리살이 무력투

쟁 자체에 부정적이었다는 시각과 리살이 단지 ‘1896년 8월 당시의’ 무력투쟁

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시각이다. 후자는 리살이 무력투쟁 자체에 대해 반대

하는 것은 아니나 보니파시오가 리살에게 조언을 얻을 당시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고 그들이 더 준비된 투쟁을 하기 원했다는 것이다. 리살의 본심을 알

순 없지만 이 대목에서 그가 당시 무력투쟁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

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하지만 리살의 그러한 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그가 카티푸난의 ‘정신적 지주’였다는 점이다.

혁명을 일으키기 얼마 전인 1896년 7월 23일 카티푸난의 지도자들이었던

에밀리오 하신토(Emilio Jacinto)와 호세 산티아고(Jose Turiano Santiago)의

연설을 보면 리살이 카티푸난에게 어떠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이 눈물의 투쟁을 위해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필리핀 만세! 독립 만세! 리살 만세! 단결!

모두 한 목소리로 외치자. 필리핀 만세! 독립 만세! 리살 만세! 단결!"15)

(스페인어 출처: dela Costa, 1964: 8/ 영문 출처: Ocampo, 2011: 26)

리살이 혁명이 일어난 해 12월에 스페인 당국으로부터 혁명의 배후 인물

15) "In the meantime, let us keep our spirits up with these battle cries:
Long live the Philippines! Long live Liberty! Long live Dr. Rizal! Unity!

Let us all shout with one voice: Long live the Philippines!

Long live Liberty! Long live the great Dr.Rizal! 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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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목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카티푸난은 직접

적인 참여가 없었던 리살을 굉장히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다. 리살의 이름이

그들의 구호였고, 리살의 사진이 카티푸난 회관에 보란 듯이 전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Jose Rizal은 비밀조직이었던 카티푸난의 암호이기도 했다(Ocampo,

2011: 31). dela Costa는 리살의 조사관이었던 라파엘 도밍게스(Rafael

Dominguez)의 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체포된 호세 리살 메르카도는 필리핀 반란의 주모자이자 정신적 지주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단체의 창시자이며 사람들에게 반란과 폭동을 야

기하고 촉진시키는 간행물과 책을 썼다. 그리고 전국적인 혁명의 궁극적

지도자이다.”16) (출처: dela Costa 1964, p. 94)

이렇게 카티푸난 혁명의 주모자로 몰려 리살이 처형당한 후에, 카티푸난

은 리살의 정신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특히 이것은 아기날도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는데, 그는 스페인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키기 위해

애국 연설, 홍보물, 신문 등에 리살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이처럼 리살은 카

티푸난의 조직부터 영향을 미쳤고 실제 그가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혁명의 심

화과정에 있어서도 조직원들을 선동하고 혁명정신을 고취하는 상징적인 역할

을 했다.

16) “It appears that the accused Jose Rizal Mercado is the principal organizer and the very
soul of the Philippine insurrection; the author of associations, periodicals and books

dedicated to the cultivation and dissemination of ideas instigating the people to rebellion

and sedition; and supreme head of the national revolutionary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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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독립영웅 리살의 탄생

국민영웅 리살의 탄생을 미국의 식민지배가 시작된 1901년으로 보는 의

견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리살을 기리는 행위는 카티푸난

혁명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영웅이라는 호칭을 직접 붙인 것은 1901년이

지만 보니파시오가 카티푸난 혁명을 이끌었을 당시부터, 리살은 카티푸난 공

화국의 ‘명예대통령’(honorary president)으로 인정되었다. 독립을 이끈 카티푸

난의 영웅이었던 리살은 이때부터 ‘독립영웅’으로 추앙받았던 것이다. 리살이

죽고 몇 해 뒤에 세워진 말로로스 공화국의 대통령 아기날도는 리살이 살아있

던 카티푸난 시절부터 있었던 리살에 대한 숭배를 법제화하였다. 그는 1898년,

12월 30일을 리살과 다른 우국지사들을 애도하는 날로 정하는 법령을 발표 했

고 La Indepencia나 El Heraldo de la Revolucion과 같은 신문에 리살데이를

기념하여 그의 인용구를 실은 특별 호를 편찬하기도 했다. 또한 마닐라의

Club Filipino에서 리살데이를 기리는 큰 행사를 진행했었다.(Fernadez, 2009:

463; Ocampo, 2011: 16).

1898년 미국이 파리조약으로 스페인에게 필리핀의 주권을 이양 받으면서

아기날도의 말로로스 공화국은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여 제대로 실행하지는 못

했지만(김동엽, 2012: 322), 그들은 최초의 필리핀 독립정부로서 각종 민족적

심벌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국기와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운영하는 신문사

인 El Herald de la Revolucion17)와 국립대학인 Universidad Cientifica y

Literaria de Filipinas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리살을 기리는 행

사들을 진행했었으며, 1898년 12월 30일에는 Daet과 Camarine Northe지역에

리살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Fernadez, 2009:

463).

17) 훗날 Heraldo Filipino, Indice Official, 그리고 Gaceta de Filipinas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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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식민지배 말기에 일어난 필리핀의 독립운동에 대해 종합해보자

면, 이 시기에는 토착엘리트가 형성되고, 곧이어 민족주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운동으로 시작하여 무장독

립투쟁으로 변화하고, 마침내 필리핀 최초의 독립정부인 말로로스 공화국이

세워진 과정이 있었다. 이 장에서는 이 시기동안 필리핀이 스페인으로부터 독

립을 하는 과정과 그 안에서 독립운동 세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변화하였는지

알아봄으로써 리살이 활동했던 시대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했다.

스페인시대 필리핀의 대표적인 범국민적 독립운동은 카티푸난 혁명이다.

따라서 카티푸난의 창시자였던 보니파시오나 카티푸난을 계승한 최초의 독립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아기날도가 아닌 호세 리살이 왜 국민영웅인가 하는 의

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장을 통해 살펴본 이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우선 리

살이 소설과 여러 개혁운동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카티푸난이라는 조직이 만들어 지는데 사상적, 조직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또한 카티푸난은 리살을 명예대통령으로 받들

고 그를 조직의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했다. 리살이 실제 가담하지도 않은 카

티푸난이라는 전국적인 혁명의 ‘궁극적인 지도자’로 몰려 스페인에게 체포당했

던 이유는 그가 필리핀 독립운동에 그만큼 상징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준

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미국으로부터 또 다른 식민 지배를 받기 이

전에 이미 필리핀인들이 세운 국가에서는 자발적으로 리살을 영웅으로 추대하

였다. 중하층 농민들이 주축이 되었던 카티푸난에서 리살을 숭배했다는 사실

은 리살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외세에 의해서만 정해진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리살은 국가에 의해 국민영웅이라는 수식어를 부여받기 전에 스페

인으로부터 독립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이미 필리핀 국민들에게 ‘독립의 영

웅’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리살이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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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당했으며 국민영웅에 걸 맞는 영웅적 행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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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민영웅의 제도화

제1절 미국의 필리핀 지배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시작된 미국의 동남아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언

제나 제한적이고 간접적이었다. 이 시기에 상인들, 모험가들은 동남아로 왔지

만 미국 정부는 동남아시아 자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해

양부에서는 단지 ‘후추 항구(pepper port)'라고 불리던 아체(Aceh)와 북부 수

마트라(Sumatra), 그리고 잠비(Jambi), 보르네오(Borneo) 등지에서 무역활동을

하였고, 대륙부에서는 버마(Burma)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은 마닐라를 아시아를 무역을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마닐라 항에서 항선 교류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였고 미국의 중개

상인들도 1700년대 후반부터 이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였다. 영국과 미국

기업들은 대마밧줄, 설탕, 담배, 인디고 같은 필리핀 수출 상품의 주고객이 되

었고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 필리핀을 식민화하기 전에도 이미 지속

적인 통상 무역 관계가 유지되어 왔었다(Sardesai, 2010: 141; Tarling, 2010:

136∼138).

한편,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馬關) 조약으로

조선을 획득하였다. 일본이 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필리핀

의 민족주의자 라모스(Jose A. Ramos)와 코르테스(Doroteo Cortes)는 일본의

민족주의자 오이 켄타로(Oi Kentaro)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

한 1896년 필리핀혁명에 일본 사무라이들도 참여하기도 했다. 일본은 이를 통

해 동남아시아로 세력 확장을 꾀했으나 미국의 저지로 실패하였다(Tarling,

2010: 94). 러일전쟁(1904-05) 직후 1905년 일본과 미국은 태프트-가쓰라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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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t-Katsura Agreement)을 맺어 한국은 일본이, 필리핀은 미국이 통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Kim, 2001: 38; 박사명, 2005: 42).

1895년에 발생했던 쿠바 혁명에서 쿠바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한다

는 명분으로 미국은 1898년에 스페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였다. 미국은 이

전쟁을 통해 영토 확장 의욕이 없음을 공고히 하였지만 미국은 이 전쟁을 통

해 제국주의 국가 대열에 참가하였다(권오신, 2000: 32).

아기날도가 홍콩에 망명을 갔을 때 듀이(George Dewey)라는 미국 해군

제독은 그에게 스페인을 물리치고 그의 정부를 세우는데 도와주겠다고 약속했

다. 그 때 미국은 스페인과 캐리비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던 상황이었다. 아

기날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미국의 와일드만(Edwin Wildman) 영사와 함께 다

시 필리핀으로 돌아왔고 스페인과의 전투를 계획했다. 아기날도와 투쟁자들은

마닐라 근처에서 듀이(Dewey)의 공격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신호는

없었다.

결국 미군은 스페인 함대를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1898년 영국

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스페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

에 모였다. 독일은 직접적으로 필리핀의 술루(Sulu)지역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고 있는 상태였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필리핀의 통치권을 돈을 주고 이양 받

는 것이 못마땅했으나 결국 2천만 달러를 스페인에 지불하고 필리핀에 통치권

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조항이 명시된 파리조약(Treaty of Paris)에는 스페인

에게 10년 동안 미국과 동등한 가격으로 필리핀과의 무역을 허용한다는 항목

도 있었다(Sardesai, 2010: 142; Tarling, 2010: 138-139).

그렇다면 미국은 왜 신제국주의에 편승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 내부

적, 외부적 요인들을 꼽을 수 있는데 먼저 국제관계의 측면으로 유럽에 대한

견제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독일이 직접적으로 필리핀 남부 지역에 대해 관심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을 미국이 통치하지 않으면 독일이 동남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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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 세력을 확장하는 물꼬를 터주게 되기 때문이었다(Tarling 2010,

140-141). 또 내부적으로는 이념적인 이유와 경제적 이유가 작동했는데, 우선

이념적인 측면에서 1800년대 후반 미국 내에서는 사회다윈주의자들의(Social

Darwinist) 팽창주의가 크게 유행했다.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

과 헨리 로지(Henry Cabot Lodge)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존 피스크와

같은 팽창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백인의 부담(white man's burden)' 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다. 1893년 경제위기로

인한 유럽 국가들의 관세정책으로 미국 내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갑작스럽게

경제적 압박을 받았다(권오신, 2000: 46-48; Sardesai, 2010: 142-143). 따라서

이러한 이념적 이유와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필리핀을 식민지

로 취하게 되었다.

파리조약 체결 이후 필리핀 식민통치에 대해 미국 내에 엇갈리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식민통치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는데, 마크 트웨인(Mark Twain)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필리핀

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Sardesai, 2010: 144-145). 이에

대해 미국은 자신들이 필리핀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했는데 멕

킨리(William Mckinley) 대통령은 어차피 필리핀이 자력갱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필리피노들을 교육시키고, 문명화, 기독교화 시켜서

필리핀의 자치(self-governing)를 도와야한다고 주장했다(권오신, 2000: 22). 따

라서 ‘작은 황인종 동생들(little brown brothers)'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필리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미국과 필리핀의 전쟁은 1899년 2월에 시작되었다. 필리핀 병사들이 미

국 측 진영으로 넘어가 살해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필리핀의 전투가 시

작되었다(Wurfel, 1964: 685). 미군에 비해 병력이 취약했던 필리핀에게는 불

리한 싸움이었다. 전쟁은 3년 동안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미군 6천여 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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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명에 달하는 필리핀인이 희생당했다. 이는 동남아에서 일어난 첫 번째

반식민주의 독립투쟁이었다. 1901년 3월, 필리핀의 항복으로 전쟁은 막을 내렸

고 미국의 본격적인 식민지배가 시작되었다(Agoncillo, 1990: 213; Owen et

al., 2005: 285; 김동엽, 2003: 147).

1901년 아기날도가 미군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전쟁에서 패하면서 필리핀

이 미국의 공식적인 식민지가 되었지만 카티푸난의 정신을 이어받은 투쟁은

계속되었다. 1901년과 1913년 사이에 루손지역의 카비테(Cavite)와 바탕가스

(Batangas)에서 농민들에 의한 저항운동이 활발했으며, 1907년경에는 탈라크

(Tarlac), 누에바 에시하(Nueva Ecija), 불라칸(Bulakan), 팜팡가(Pampanga)지

역에서도 저항운동이 있었다(Agoncillo, 1990: 247-249).

제2절 미국의 식민지배와 리살

현재 필리핀인들이 가지고 있는 친미감정과는 달리, 초기 미국 식민시절

그들이 가졌던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군사정권의 이미지였다. 또한 이 시기에,

필리핀 내부적으로 중산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식민 통치자를 인정하고 그들의

가치체계에 결합하여 민족의 번영과 갈등을 이룩하자고 주장하는 부류가 생겼

다. 따라서 새로운 식민세력을 받아들이자는 부류와 기존의 혁명정신을 이어

받아 자주독립을 주장하는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김동엽, 2003: 147).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배 하게 되었을 당시 그들은 두 가지의 큰 과제

에 직면했다. 첫 번째 필리핀 식민지배의 정당화와 두 번째 스페인 식민지배

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었다. 필리핀은 미국·스페인 전쟁기간이 스페인으로

부터의 식민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미국이 그들의 독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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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가 될 것을 기대했지만 미국으로부터 또다시 식민통치를 받게 되자 국

민들은 이에 반발했다. 1899년에 발발한 미국-필리핀 전쟁은 그것의 일환이었

고, 1901년 아기날도의 항복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는 봉기가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의 식민지배에는 정당화가 필요했고 동시에 같은 식민 지배국이지

만 그들은 스페인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미국에 대한 우호감정을

높이려면 상대적으로 스페인의 식민지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야 했

다.

미국의 식민지배 정당화는 쉽지 않았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도와주

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온 미국은 필리핀과 3년 동안 총칼을 겨누었고 그로 인

해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선, 1900년 기준으로 이미 7천 6백

만의 인구 중 6천 9백만 명 가량이 이미 ‘문명화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식민지배 정당화에 종교적인 이유를 들 수는 없었다. 반면에 문맹률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10세 이상의 아동들 중 절반이 문맹이었고 필리핀 전역의 도

서관 수는 12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화적 동화정책(Policy of

Benevolent Assimilation)을 펼쳐, 근대적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식민지

정책을 펼쳤고 미군들은 필리핀인들의 ‘선생님’이 되었다(Jose and Arcilla,

1994: 103).

과거 3세기가 넘는 스페인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5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의 미국의 식민 지배를 통해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현재의 필리핀을 생

각하면 그들이 필리핀에서 ‘ABC’를 가르치는 것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

지 알 수 있다. ‘작은 황인종 동생들’(little brown brothers)을 가르치는 ‘샘 삼

촌’(Uncle Sam)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교육자로 굳혀갔던 미

국의 정책은 리살의 사상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자유를 찾고자 했던 그의 사상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스페

인이 필리핀에서 금서(禁書)로 지정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던 리살의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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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리 메 탕헤레』에서도 주인공 이바라의 꿈은 고향에 스페인 수사들에 의

해 세워진 학교가 아닌 비종교적인(secular)학교를 세우는 것이었다. 마을 곳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필리핀인들을 교육하려고 했던 미국의 모습은 리살이

외치던 ‘교육을 통한 계몽’이 떠오르게 했다.

같은 식민지이지만 자신들은 스페인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주고 싶어 했

던 미국에게 리살은 국민영웅이 되기에 충분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스페인

에게 처형당한 리살의 비극적인 죽음 역시 굉장히 드라마틱한 요소였다. 리살

이 미국과 필리핀의 전쟁 이전에 죽음을 당하면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이

룬 후에 또 다시 식민 지배를 하려고 나서는 미국에게 대항했던 일루스트라도

개혁주의자들 안토니오 루나(Antonio Luna)나 마르셀로 델 필라르(Marcelo

del Pilar) 와 같은 행보를 잇지 못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반(反)스페인 애국주

의자’였던 것이다.

교육을 강조했던 리살의 개혁주의 사상, 그리고 젊은 나이에 스페인 당

국에 처형당한 비극적인 그의 생애는 스페인 식민주의의 유산을 청산해야 했

던 새로운 식민 지배국인 미국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리살이 다른 민족주의자과 차별될 만큼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음으로써 이미 영웅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기에 그를 국민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

제3절 국민영웅 리살의 탄생

호세 리살이 공식적으로 ‘국민 영웅(National Hero)’의 칭호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이 시기이다. 초대 민정장관인 태프트(William Howard T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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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903재임)는 1901년 필리핀위원회(Philippine Commission)에 필리핀의

국민 영웅을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1946년 12월 28일자 Free Press는 당시

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Constantino, 1970: 128).

“이후에 있었던 토론 끝에, 혁명적 영웅들인 Marcelo H. del Pilar, 

Graciano Lopez-Jaena, Jose Rizal, General Antonio Luna, Emilio 

Jacinto, and Andres Bonifacio 중에 최후의 결정은 리살이었다. 그리고 

역사는 만들어졌다.”18)

아기날도는 너무 ‘군사적’이었고, 보니파시오는 너무 ‘급진적’이고, 마비

니19)는 너무 ‘완고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Friend 1965, 15). 물론 보니파시

오를 제외하고 하에나와 델 필라르, 루나는 일루스트라도 출신 개혁주의자들

로 상당한 업적을 세우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긴 했지만 리살에 비

해 인지도나 국민들의 지지가 낮은 것도 사실이었다. 태프트는 리살을 국민영

웅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몇 가지 법안을 만들었다. 첫째로 Act. No 137을

통해 모롱(Morong)이라는 군사행정지구를 만들고, “이 땅의 역사상 가장 훌륭

한 필리피노이자 가장 훌륭한 타갈로그인을 기리기 위해서”라며 이를 리살도

(Province of Rizal)라고 명명했다. 둘째로 Act No.243은 루네타(Luneta)지역

에 리살의 영광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울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다는 내용

을 담고 있다. 1902년 필리핀하원은 12월 30일을 '리살 데이(Rizal Day)'로 지

정했다. 이처럼 미국이 법적으로 리살을 ‘국민 영웅(National Hero)'로 설정하

면서 다른 독립투사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다.

18) “It was further reported that in the subsequent discussion in which the rival merits of

the revolutionary heroes(Marcelo H. del Pilar, Graciano Lopez-Jaena, Jose Rizal, General

Antonio Luna, Emilio Jacinto, and Andres Bonifacio) were considered, the final

choice-now universally acclaimed as a wise one-was Rizal. And so was history made”

19) Apolinario Mabini, 아기날도의 말로로스 정부의 총리이자 외무장관이었다. 아기날도와 독

립운동 당시 미국과 협상에 실패하자 미국에 대항하는 운동을 지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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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이 리살을 ‘국민영웅’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

다고 해서 리살의 영웅화가 미국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리

살에 대한 존경과 그를 국민의 영웅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스페인으로부터 독

립한 뒤 잠시 동안 독립정부의 역할을 했던 아기날도의 말로로스 공화국 때부

터 존재해왔다. 이는 제도화 시기 이전인 과거 카티푸난 내에서 존재했던 리

살을 기리는 정신이 반영된 것이었다. 리살 데이의 기원은 아기날도의 말로로

스 공화국이었고, 카티푸난의 명예회장이었던 리살을 기리는 것은 카티푸난

정신을 이어받은 말로로스 공화국에게 당연한 것이었다.

일루스트라도의 개혁운동 시기뿐만 아니라 카티푸난 혁명이 일어난 다음

에도 리살에 대한 숭배가 있었다는 사실은 리살에게 사상적 영향을 받은 카티

푸난의 수장 보니파시오 말고도 미국 식민지 시대 초기에 성행했던 천년왕국

운동(millenarian movement)20)으로도 알 수 있다. 이는 카티푸난의 정신을 이

어받은 운동으로, 기존의 리살에 대한 숭배와 리살의 영웅화로 만들어진 그의

완벽한 이미지가 그를 종교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했으며, 이 운동이 이전부터

있어왔던 하층민들의 종교적 성격을 띤 투쟁21)이라는 점에서 그의 사상이나

이미지가 메시아적인 존재로 사용되었다. 예수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가 죽음

을 당한 사실과 죽음으로써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리살은 예수

의 이미지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Ileto, 1997: 50).

루손지역에서는 애국지사들을 ‘메시아’로 모시는 종교적인 요소가 결합된

반식민지투쟁이 성행했다(Tan, 1987: 81). 1901년 이후 대부분의 투쟁 세력들

20)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재림 후에 지상에 메시아의 왕국을 구축하여 최후

의 심판까지 천년간을 통치한다는 기독교 종말론의 유사한 형태의 운동을 가리킨다. (출처: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21세기 정치학대사전』)

21) Ileto(1997)는 필리핀 민족주의 운동의 선구자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1841년 타야바스

(Tayabas)지역에서 발생한 반스페인 운동단체인 Cofradia의 의식과 기도문에서 찾을 수 있

는 종교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이러한 종교적 특징이 이 반란에 강점으로 작용했

다고 주장한다. 카티푸난 또한 그들의 의식과 기도문 선동의 방식 등에서 토착종교와 기독

교가 결합된 형태의 종교적 특징이 나타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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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층계급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화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방법

이 매우 쉽고 효과적이었다. 종교는 신의 계획에 의해 주어진 그들의 현실을

체념하고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고난과 죽음, 부

활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반응할 가능성을 부여하기도 하기 때문이다(Ileto

1997, 30). 종교운동과 정치운동이 결합된 형태를 보였던 콜로럼 단체(Colorum

Society)가 그 예이다. 이들은 미국의 식민통치와 이에 협력하는 일루스트라도

세력에 반대하는 무장투쟁 세력이었는데, 리살과 그들 단체의 수장을 종교적

으로 숭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Halili, 2004: 194).

특히 탈라크 지역에서 활발했던 Santa Iglesia가 대표적이다. 1910년까지

지속된 Santa Iglesia의 창시자 필립 살바도르(Felipe Salvador)는 스스로를 "

필리피노 그리스도(Filipino Christ)"이자 "필리핀의 왕(King of the

Philippines)"이라고 칭했다(Iya 2012, 110). 그는 매우 종교적인 인물이었으며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신성화시켰다. 그는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인들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도록 하고 정교한 의식을 치르도록 했다. 미군들

은 그들의 활동이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살바도르를 1902

년 누에바 에시하 지역에서 체포했다. 하지만 그는 감옥으로 가던 중 탈출해

서 독립의 도래를 선언하면서 여러 경찰대 캠프를 급습했고 중부 루손 농민들

은 열광적으로 그의 투쟁에 가담했다. 하지만 그는 1910년 7월 24일에 체포되

었고 1896년 바굼바얀에서 총살당한 리살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미국의 식민지

정부에 의해 처형당했다(Ileto, 1997: 211; 221-222; 250-251).

1907년에 들어섰을 때 콜로럼 단체가 상당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종교적 색채가 강하긴 했지만, 이 단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한 것

은 독립이었다. 1907년에 우드(Wood)총독은 “라구나 지역에 카티푸난이 광범

위하게 부활” 했다며 대대적인 경계태세를 갖추었다. 라구나 지역의 칼람바는

리살의 고향으로서, 특히 리살을 이용한 선동이 자주 일어났다. 칼람바의 마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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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Makiling)산은 신성한 산으로 여겨졌는데 이 지역에서 세 명의 농민들이

“타갈로그 그리스도” 리살의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왔다. 그

내용은 리살이 마킬링 산꼭대기에서 그들을 비행물체로 데려가 “마음이 순수

한 사람들에게 파라다이스가 올 것이다”고 하며 그 파라다이스는 누군가가 리

살이 걸어온 길을 재현해야만 올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리살의 죽음을 “죽음

을 담보로 하여 독립을 얻는 것”으로 재현한 예이다(Ileto, 1997: 207).

수리가오(Surigao) 지역에서는 리살을 예수성심(Sacred Heart of Jesus),

성모신심(Immaculate Heart of Mary)과 함께 믿는 콜로럼 단체가 활성화되었

다. 그들은 언젠가 리살이 부활하여 필리핀을 다스릴 것이라고 믿었다. 이 단

체는 수리가오에서 시작해서 아구산(Agusan), 코타바토(Cotabato), 사마르

(Samar), 레이테(Leyte) 지역으로 퍼졌다. 이들의 투쟁은 1923년 다섯 명의 경

찰보안관을 죽이면서 시작했다. 이후 경찰대를 급습해서 사령관과 열두 명의

군인들을 죽였는데 이 사건으로 정부는 대대적인 진압에 들어갔고 수리가오의

콜로럼 항쟁은 1924년 10월 막을 내렸다(Halili 2004, 194).

이처럼 미국의 식민 지배 시기부터 리살의 사상과 그의 민족주의적 활동

은 국가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미국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따라 필리핀인들에게

주입되었고 각광받기 시작했다. 급진적인 혁명주의자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민족의 자유를 쟁취하고자 한 리살의 사상은 교육을 통한 동화적 유화정책을

펼쳤던 미국의 정책과 통하는 측면이 있었다. 리살은 개혁운동을 시작할 당시

에 식민통치 자체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스페인의 지배는 인정하되, 그 안에

서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을 펼쳤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식민체제는 인정하

되 그 안에서 자유를 외쳤던 리살의 사상이 미국의 식민통치 정당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리살 국민영웅 만들기’는 온전히 미국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이미 훗날 독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카티푸난 혁명의 정신적 아버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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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카티푸난 출신 지도자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세운 최초의 독립정부에서도

독립의 아버지이자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그 정부에는 리살데

이와 같은 공휴일을 지정하기도 했었다. 그는 이미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영

웅이었기에 미국의 행동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리살을 신

격화했던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반미투쟁단체인 콜로럼 단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리살이 미국에 의해서만 영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전부터 리

살은 그의 업적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독립영웅’으로 지지를 받았고, 단지

미국 식민지배 시기에 이것이 제도화가 된 것이다. 이렇게 ‘독립영웅’ 호세 리

살은 ‘국민영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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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국민영웅의 공고화

제 1절 완전한 독립국가로 가는 길

미국의 식민화가 진행되면서 필리핀의 토착지배엘리트는 관료가 되었다.

그들은 필리핀위원회(Philippine Commission)의 일원이 되었고 정부의 입법부

와 행정부의 역할을 수행했다. 1913년에는 70%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필리핀

인으로 채워졌으며 그들은 식민지 정부의 공무원을 일종의 신분으로 인식했다

(Tan, 1987: 82).

이런 식으로 미국이 지방단위 정부기관에서 필리핀인의 참여를 허용하면

서 필리핀은 다른 식민지 국가들에 비해 빠른 정치적 발전을 경험했다. 1907

년에 있었던 정치적 개혁으로 필리핀 하원(Philippine Assembly)이 설립되면

서면서 변호사 출신의 필리핀 정치인의 참여가 늘어났다. 이 때 대표적인 인

물로는 다수당인 국민당(Nacionalista Party, NP)의 초대 당수가 된 마누엘 케

손(Manuel Quezon)과 하원 의장으로 선출 된 세르지오 오스메냐(Sergio

Osmeña)를 꼽을 수 있다. 이 두 인물은 1907년 의회의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에 권력의 분배에 대해서 요구해왔다(Sardesai, 2010).

1912년 미국의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고 우드로우 윌슨이 대통

령에 당선되자 필리핀의 정치적 진보는 더욱 빨라졌다. 민정장관 해리슨

(Francis Burton Harrison, 1913-1921) 하의 필리핀자치법(Philippine

Autonomy Act of 1916, Jones Act)은 미국의 부분적인 간섭아래 필리핀의 정

치적 자율성을 인정해주었다. 필리핀의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도 필리핀인의

참여를 허용해서 최고 행정부의 거부권(veto power)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법

권한을 필리핀인이 가지게 되었다. 필리핀이 독립하기에 준비가 되었다고 판



- 65 -

단한 마누엘 로하스(Manuel Roxas)와 케손은 1919년-1934년 사이 여러 차례

워싱턴에서 필리핀의 독립을 요구했다(Agoncillo, 1990).

하지만 필리핀의 독립은 예상치 못한 이유에 의해 현실이 되었다. 1930

년대 미국의 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이 필리핀산 값싼 자원, 노동력의 유입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정보다 조금 이른 1934년, 미 의회는

필리핀독립법 (The Philippine Commonwealth and Independence Act of

1934)을 통과시키고 필리핀의 자치를 허용하였다. 필리핀독립법에 따라 필리

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 받았다. 첫째, 1946년까지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필리핀을 독립시키는 것. 둘째, 필리핀 입법부에게 제헌위원회를 결성하

고 헌법 초안을 작성할 권리를 준 것. 셋째, 10년의 과도정부 기간 동안 외교,

통화, 관세 부문에서 미국이 통제권을 갖는 것이다. 1935년 11월 15일 각각 대

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된 케손과 오스메냐 하에 자치령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Jose Arcilla, 1994: 116).

커먼웰스 정부는 비록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외교, 통화, 관세를 제외

하고는 정부의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헌법적인 독

립’(constitutional liberation)을 의미했다. 미 식민지 초기부터 정치에 참여했던

필리핀의 토착지배엘리트들이 하원, 상원을 거쳐 이제 국가의 수장이 된 것이

다.

1930년대 미국의 불간섭은 일본에게 틈을 내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

시 일본에서 필리핀의 목재, 대마, 코프라 무역과 철, 망간, 구리와 같은 천연

자원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었고 이들은 법으로 허용된 전체 무역의 35%를 장

악했다. 하지만 퀘손 대통령은 일본의 팽창주의를 과소평가했고 오히려 일본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조했다. 1941년 7월 일본의 군대가 인도차이

나 반도를 점령하자 미국은 맥아더장군을 필리핀에 배치했다. 1941년 12월 7

일 진주만 공격 며칠 뒤에 일본은 필리핀을 공격했다. 저항 끝에 194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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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에 케손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망명하고 일본이 필리핀을 점령하게 되었다

(Sardesai, 2010).

1942년 1월 2일 일본이 마닐라를 점령하였고 1943년 9월, 필리핀에 제 2

공화국이 설립되었다. 이 정부는 동경의 대동아성(Great East Asia Ministry)

행정 지배하에 운영되었으며 호세 라우렐(Jose Laurel)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

다. 일군정의 봉사대 역할을 하기 위해 ‘신필리핀 봉사대(Kapisanan sa

Paglilingkod sa Bagong Philipinas: KALIBAPI)’가 조직되었는데, 호세 라우

렐을 비롯해 내각책임자였던 바르가스(Jorge B. Vargas) 등이 소속되어 있었

다(권오신, 2000: 265-266; 김민정, 2003: 47-48). 이처럼 일본의 지배를 받을

당시에도 토착엘리트들은 식민 당국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식민

지 시절 독립사절단 역할을 하였고 1946년에 제3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로하스, 커먼웰스 자치헌법의 제헌위원회 의장이었던 클라로 렉토(Claro

Recto), 그리고 스페인, 미국과의 독립전쟁을 이끌고 첫 번째 독립정부의 대통

령이 된 아기날도 등이 제2공화국에 협력한 대표적인 정치인들이다(Agoncillo,

1990: 432).

일본의 패전이 확실시 되었던 1944년 10월, 맥아더 장군의 지휘 하에 필

리핀은 레이테(Leyte)에서 독립을 얻었다.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과 토착

엘리트들은 커먼웰스 정부를 재조직했다. 하지만 케손대통령은 레이테의 독립

두 달 전에 사망하여 부통령이었던 오스메냐를 대통령으로 하여 커먼웰스 정

부가 다시 설립되었다. 1946년 미국은 필리핀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고, 4월

23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다. 의욕적이고 유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로

하스는 맥아더와 케손 대통령의 부인인 오로라 케손의 지지를 받아 필리핀의

완전한 독립 이후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Dolan, 1993: 45-46). 1946년 7월

4일, 서구열강의 지배를 받던 필리핀은 아시아국가들 중에는 최초로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냈다.



- 67 -

제 2절 자치령부터 독립까지의 정부와 리살

자치령정부는 비록 완벽히 독립된 정부는 아니었지만 외교와 군사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권한을 가진 정부였다. 오랜 기간 외세의 지배에서 벗

어나 필리핀인이 국가의 수장이 된 것이다. 자치령 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 케

손은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힘썼다. 그는 필리핀이 미국에서 독립하는데 상당

한 역할을 한 인물로, 미국 식민지배 시절 미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필리핀의

독립을 외쳤다. 케손과 오스메냐, 로하스로 대표되는 당시 독립운동인사들이

펼쳤던 투쟁의 방법은 리살의 그것과 닮아있었다. 그들은 주로 언론과 외교를

이용한 독립운동을 펼쳤고 필리핀인들이 서서히 정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점

진적인 독립을 이루어냈다.

자치령정부 출범 이후 케손대통령은 “다가오는 독립을 대비해 국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필리핀인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위한 일환”으로 민족주

의 고취를 위해 힘썼다. 그는 1936년에 Commonwealth Act No. 184 법안을

통해 '국어연구소'(Institute of National Language)를 만들어 여러 지방 언어

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적인 필리핀어를 채택하고자 했다. 이듬해 11

월 타갈로그어를 기반으로 하는 ‘필리핀어’를 국어로 채택하고 12월에 케손은

타갈로그어를 필리핀의 국어로 선포했다. 1940년에는 필리핀어 사전을 만들고

모든 학교 기관에서 가르치도록 하였다(Agoncillo, 1990: 361). 또한 그는 교육

부문에서 민족정신 함양에 힘썼는데, 모든 학교의 교과서를 검정하고 “시민으

로서의 의무”와 “국민의 도덕”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처럼 자치령 정부의 민

족주의 정신 고취와 이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강조는 리살의 정신과 일치했

다.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 운영되었던 라우렐 정부는 권위주의적 개혁을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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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는 일본의 규율, 애국심, 그리고 희생정신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했다(Owen et al, 2005: 290). 리살의 평화적인 정신, 비폭력주의, 혁명에 대한

반대를 강조했다. 또한 리살이 조직한 계몽운동 단체인 ‘라 리가 필리피나’(La

Liga Filipina) 와 ‘신필리핀 봉사대’(Kapisanan sa Paglilingkod sa Bagong

Philipinas: KALIBAPI)의 유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Fernandez, 2009: 470).

일본의 토착문화부흥은 피식민지배 민족의 열등함을 강조하기 위한 제국

주의 정책이었다. 인종적 차원을 넘어 ‘필리피노’라는 정체성의 확립하는데 기

여했던 리살의 사상이 이러한 그들의 목적과 부합했다. 이 시기동안 일본은

그동안 문명화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던 ‘부족들’의 문화육성을 지원하고 그들

역시 ‘필리피노’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정에서 당시만

해도 ‘필리피노’의 개념에서 소수민족을 포함시키는 인식이 낮았는데, 일본의

식민지배 이후 소수민족들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다(Owen et al,

2005: 291). 결과적으로 리살은 더 많은 소수 민족들을 포함하는 ‘필리피노’의

정체성을 심어준 심벌로 인식되었다.

평화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개혁을 요구했던 리살

은, 식민지 시절 미국과 일본 하의 정치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로하스의

정치적 행보와도 통하는 면이 있었다. 또한 그는 공산주의 세력과 대립했었기

에 리살의 자유주의 사상과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공산주의

세력인 훅(Huk: HUKBALAHAP, Hukbong Bayan Laban sa mga Hapon 항

일인민군)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었다.

훅은 중부 루손지역의 농민들을 기반으로 한 반정부 게릴라 저항 세력에

서 발전된 것으로 1941년 일본이 진주만 공격 며칠 뒤에 필리핀을 공격하자

반일본군 게릴라 저항운동으로 발전되었다22)(Dolan, 1993: 45). 반일 투쟁으로

22) 1942년 3월 29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이듬해에 탈라크, 팜팡가, 누에바에시하 지역의 농

민대표들과 필리핀공산당(Philippine Communist Party: PKP)이 HUKBALAHAP(Hu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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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 훗날 공산주의 세력이 된 훅의 발생은 19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0년대는 반미, 반토착엘리트 농민운동과 함께 공산주의 운동이 발전한 시

기였다. 1930년, 필리핀농민연합(Confederacion de Aparceros y Obrero

Agricolas de Filipinas: Philippine Confederation of Tenants and Agricultural

Workers)의 대표였던 마나한(Jacinto Manahan)과 필리핀노당자협의회

(Katipunan ng mga Anak-pawis ng Pilipinas: Congress of Philippine

Workingmen) 대표 에반젤리스타(Crisanto Evangelista)가 손을 잡고 공산당

(Communist Party)를 결성했다. 하지만 곧 이들은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그

와중에 팜팡가의 대지주 산토스(Abad Santos)가 결성한 사회당(Socialist

Party)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 1938년에 공산당과 사회당이 통합되어

필리핀공산당(Philippine Communist Party: PKP)를 결성했다. 그리고 1942년

에 결성된 반일본군 게릴라 저항세력인 훅은 PKP와 중부 루손 지역의 농민들

로 구성되었다(Agoncillo, 1990: 444-446; Dolan, 1993: 45).

가난한 농민들이 주를 이룬 항일인민군인 훅에게 전통적인 엘리트 출신

이며 일본의 식민 지배시절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했던 전적이 있는 로하스

는 달갑지 않은 존재였기에 그들은 반정부 시위를 계속했다. 로하스는 강경대

응과 협상을 반복하며 훅 농민반란의 진압에 힘썼다. 그는 그들을 공산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훅 군을 진압하고자했다. 그

런 그에게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리살정신의 고취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Dolan, 1993: 46; Fernandez, 2009: 470-471).

Bayan Laban sa mga Hapon: Huk)1)이라는 항일인민군을 결성했다. CPP의 리더였던 타룩

(Luis Taruc)과 팜팡가의 농민대표가 훅의 사령관으로 선출되고, 100개의 대대를 만들어 항

일운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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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국민영웅의 공고화

자치령 정부의 케손대통령은 교과서에 리살의 소설을 읽도록 권고하여

학생들이 리살의 국가관과 민족주의 정신을 배우도록 하였다. 국회는 모든 초

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애국선서를 하는 조회를 하도록 하

는 법안을 마련했다(Agoncillo, 1990: 359-360; Hau, 2000). 그의 이러한 민족

주의 고취방식은 교육을 통한 민족정신함양을 강조하는 리살의 사상과 일치했

다.

이때 마련된 법안이 기초가 되어 필리핀 정부는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의 인가를 받은 필리핀의 모든 정규 대학에서 호세 리살(Jose

Rizal)이라는 과목을 필수로 가르칠 것을 의무로 하는 법안인 Republic Act

1425를 1956년에 제정했다. 이 법은 리살 법(Rizal Law)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필리핀의 여러 위인들에 대한 과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를 대학에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리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는 교육부를 비롯한 국가의 모든 교육기관들에게 모든 국공립 정규대학

에 우리의 국민 영웅의 생애에 대한 교육과 리살의 소설 Noli Me Tangere

와 El F ilibusterismo의 원문 혹은 삭제되지 않은 번역본을 커리큘럼에 포함

시킬 것을 지시한다.

(2) 이는 모든 학교와 대학의 도서관에 Noli Me Tangere와 El

F ilibusterismo를 비롯해 리살의 생애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을

것을 의무화한다.

(3) 이는 국립 교육 위원회에 리살의 소설을 번역, 편찬하는 것과 이에 흥미

를 가지는 당사자에게 purok23)기관과 바랑가이24)의회를 통해 무료로 제공할

23) 바랑가이보다 작은 지역 단위

24) 필리핀의 도시와 자치제를 구성하는 최소의 지방 자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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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한다.25) (출처: http://www.joserizal.ph/lw02.html, 검색

일: 2013년 6월 12일/ 필자 번역)

또한 자치령정부의 헌법은 말롤로스 헌법에서 리살 데이(Rizal Day)를

지정한 것을 계승하여 리살이 처형당한 12월 30일을 리살 데이라는 공휴일로

지정하고, 이를 대통령의 취임일로 정했다. 1946년 필리핀이 완전한 독립을 이

룬 해를 제외하고 1941년부터 이 날에 대통령의 취임식을 하고 매해 리살을

기리는 의식을 진행해왔다.26) 이날을 한 정부의 출범일로 지정한 것은 리살을

독립국가의 심벌로 보이게 하였다. 리살 데이는 리살이 스페인 당국에게 총살

을 당한 날인데, 이 날에 취임식은 한다는 것은 리살의 죽음이 필리핀이라는

국가의 탄생을 불렀다는 의미를 부여한다(Fernandez, 2009: 493). 더불어 이날

선서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를 위해 희생한’ 리살의 모습

을 떠오르게 한다.

자치령정부는 1938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리살의 전기 공모전을 개최

하기도 했다. 이전까지 있었던 리살의 전기는 모두 외국인들이 쓴 것이었기

25) (1) It directs educational agencies such as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to include in the curricula of all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public or private, the study of the life of our national hero, with emphasis

on the original or unexpurgated version of Rizal’s novels Noli Me Tangere and El

Filibusterismo.

(2) It obliges all the libraries of all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maintain an adequate number of copies of Noli Me Tangere and El

Filibusterismo in their collections, as well as other materials related to the

life of Rizal.

(3) It directs the Board of National Education to take charge of the

translation, re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rinted copies of Rizal’s novels

to interested parties through purok organizations and barangay councils,

free of charge.
26) GMA News 2010년 6월 29일자 “A brief history of presidential inaugurations”,

http://www.gmanetwork.com/news/story/194762/news/specialreports/a-brief-history-of-pre

sidential-inaugurations, 검색일: 2013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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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다. 이 대회에서 라파엘 팔마(Rafael Palma)와 카를로스 키리노

(Carlos Quirino)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의 전기 제

목에서 ‘필리피노’인 리살보다는 ‘말레이인’으로서의 리살을 더 강조하고 있다

는 것이다. 팔마의 제목은 The Pride of the Malay Race, 키리노의 제목은

The Great Malayan으로 리살을 ‘위대한 말레이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Fernandez 2009, 468-469). 이는 일루스트라도의 민족정체성 확립과정에서 그

들이 스스로 ‘말레이인’임을 강조했던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스페인계 메스티

소였던 퀘손대통령이 ‘말레이인’으로 묘사된 리살을 선호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리살과 일루스트라도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의 개념을 이어받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일본의 식민 지배 시대에도 리살의 재현은 계속되었다. 일본은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토착문화 발견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 리살은 이러한

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유명한 리살의 전기 작가인 게레로(Guerrero)

는 1943년에 “Rizal and the New Order”이라는 연설을 통해 리살의 폭력을

혐오하고 평화적인 민족주의 운동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 라우렐 정부는 필리

핀 여성이 전통의상을 입고 필리핀 국기를 들고 있고 리살의 동상이 멀리서

보이는 디자인의 우표를 비롯해 리살을 기리는 여러 가지 우표를 발행했고,

토착문화육성정책으로 필리핀 국가(國歌)를 타갈로그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또한 ‘Kabatang Pangarap ni Rizal(The Youth in Rizal's Dreams)’ 라는 청년

단체를 통해 리살정신을 부흥시켰다(Fernandez, 2009: 469-470).

독립이후 첫 대통령인 로하스 역시 취임 이후 리살의 정신을 기리는 의

미에서 리살 순교 50주년 기념 행사로 루네타(Luneta)에 있는 리살 동상을 방

문하고 리살의 85번째 생일이었던 1946년 6월 18일에도 그를 기리는 연설을

하여 국민영웅으로서 리살의 정신을 기리는 노력을 계속해갔다.27)

27) Presidential Communications Development and Strategic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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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긴 식민지배가 끝나고 필리핀인이 정권을 잡은 뒤에도, 국민영웅

으로서 리살을 재현하기 위한 제도는 계속해서 마련되었다. 즉, 제국주의 세력

에 의해 국가가 지배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인에 의해 국가가 통치될 때

도 리살을 국가를 대표하는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던 것이

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리살이 국민영웅으로 있을 수 있는 데에는 토착엘리트

들이 그의 영웅화를 공고화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통치를 받을 때도 필리핀 엘리트들은 꾸준히 정치에 참여해왔다.

그들은 입법과 행정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해갔다. 독립과도정부인

자치령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민족의

식 함양이나 반공의 목적으로 리살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한편,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고 필리핀에는 3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제 2공화국이 세워졌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리살의 영웅화는 계속되었다. 미

국지배 시기와 마찬가지로 비폭력 독립운동을 펼쳤던 리살의 정신을 강조하고

자 한 것이다. 이처럼 리살이 1901년에 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국민 영웅으

로 지정된 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필리핀인 토착엘리트에 의해서 이것은 더

욱더 공고화 되었다. 즉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이룬 후에 리살은 계

속해서 민족을 대표하는 영웅으로 존재해왔던 것이다.

지배세력의 리살 영웅화의 목적을 크게 평화적 투쟁을 강조하는 것과 민

족의식 강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필리핀이 외세의 지배를 받을 때와 토착엘

리트가 지배를 할 때 두 시기 모두 평화적 투쟁을 강조하는 목적이 있었다.

비록 그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지만 제국주의 세력은 반식민지 독

립운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토착엘리트의 경우 하층 농민들과 같이 자

신들의 반대세력의 투쟁을 억제하기 위해 리살의 평화적 성격을 강조했다. 하

Office(http://www.gov.ph/1946/06/18/statement-of-president-roxas-on-the-dr-jose-rizal-bi

rthday-june-18-1946/, 검색일: 2013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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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후자의 경우, 필리핀인에 의해 정부가 운영되던 시기였던 만큼 ‘필리피

노’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려고 했던 측면이 미 제국주의 시대에 비해 더 존재

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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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본 연구는 필리핀의 ‘국민영웅’ 호세 리살(Jose Rizal)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호세 리살은 누구이며 어떻게 해서 그가 필리핀의 ‘국민영웅’이 되

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영웅으로서 리살을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현재 필리핀 사회에서 호세 리살이라는 문화적 아이콘이 국민들이 공

유하는 하나의 가치가 되었고 필리피노라는 민족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중

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 리살의 관한 연구는 그를 성인(聖

人)으로 묘사하여 신격화하는 연구부터 외세에 의해 영웅이 되었다는 연구까

지 다양한 관점으로 있어왔다.

크레이그와 키리노, 게레로와 같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리살을 평가하

는 연구들은 그의 업적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

고, 반대로 호세 리살을 평가함에 있어서 ‘미국에 의한 국민영웅’(America

sponsored hero), 혹은 ‘만들어진 영웅’(made-to-order hero)이라는 비판을 하

는 콘스탄티노를 비롯한 몇몇 필리핀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미국시대 이전부터

있어왔던 리살에 대한 숭배와 필리핀 국민들이 열광할만한 그의 업적을 잘 다

루지 못하고 있다. 국민영웅이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만들어진’ 현상임은

맞지만, 그것의 만들어진 측면만을 바라보아서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할

것이다. 전통은 만들어졌다지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전통을 꾸며내어 주입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현상의 구성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면 그

고유의 의미와 가치를 간과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의 국민영웅 형성과정을 균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

고자 리살의 업적과 국민영웅의 구성적인 측면을 둘 다 인정하는 관점을 택했

다. 이는 리살의 영웅화에는 국민영웅에 상응하는 그의 영웅적인 업적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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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배세력의 목적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훗

날 제도화가 이루어져서 국민영웅이 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문헌 검토 부분에서 언급된 이와 같은 노선의 페르난데스와 오캄포의 연

구는 리살 영웅화에 대한 시대별 분석이나 당시 필리핀 시대상황을 포괄적으

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필리핀의 역사를 잘 숙지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국민영웅 형성에 대한 균형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위와 같은 점을 보완하

기 위해 본 연구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인 호세 리살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어떤 사람이고 민족주의자로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아본 다음, 그의 영웅화 과정을 시대별로 ①형성배경, ②제도화, ③

공고화로 단계적으로 나누어 각각 스페인 식민지배 말기, 미국의 식민지배 시

기, 그리고 자치령정부부터 완전한 독립정부를 이루기까지의 시기의 시대 상

황이 어떠했고 어떤 지배세력이 필리핀을 통치했으며 리살의 영웅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 살펴본 호세 리살의 생애는 19세기 말 필리핀인 토착 엘리트

계층이 생겨난 역사적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신흥엘리트인 일루스트라도였다. 유럽에서 유학을 하던 그

는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그의 모국 필리핀이 스페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필리핀인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개혁운

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리살은 조국의 독립을 끝내 보지 못하고 필리

핀 혁명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국민적 독립운동인 카티푸난 혁명이 일어났던

1896년 12월에 혁명에 배후로 몰려 스페인 당국에게 처형당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개혁운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리살이 펼친 개혁운

동이 비록 총칼을 든 독립투쟁은 아니었지만 필리핀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것은 사실이다. 그의 소설과 글들은 필리핀인들에게 민족에 대한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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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줬고 독립의 필요성을 일깨워주었으며, 그가 조직한 라 리가 필리피나라

는 시민단체는 카티푸난 혁명을 일으킨 보니파시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제3장에서는 형성배경 단계에서는 리살이 살았던 시대의 맥락에 대해서

조명하고 독립운동에 그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알아보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다. 앞 장에서는 리살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의 행적을 살펴보았다면,

이 장에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일이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

고 있었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스페인 식민 지배 말기에 개혁운동이 시작되

었고, 이것이 무력투쟁으로 발전되는 과정에 리살이 끼친 영향은 상당했다. 그

는 필리핀의 민족의식을 싹틔우고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사상적인

영향을 주었고, 리살은 카티푸난의 상징이 되었다. 이처럼 리살이 살아있을 당

시부터 리살은 카티푸난의 영웅이 되었고, 그가 스페인 식민 당국에 의해 처

형당한 이후에도 그를 영웅으로 숭배하는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이를 통해

리살이 외세에 의해 국민영웅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이미 필리핀인들에 의해

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가 국민영웅이라는 수식어를

받기 전부터 이미 독립운동 영웅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때의 리살을 ‘독립

영웅’이라고 표현했다.

다음 제도화와 공고화 단계는 리살의 사후 영웅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

아보았다. 형성배경 단계에서는 리살의 업적이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 즉 리살

의 업적이 국민영웅이 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면 제

도화와 공고화 단계에서는 국민영웅의 구성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배세력의 제도화는 리살의 업적이 그들의 통치방향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각 시대별로 지배세력이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들의 통치방향을 어땠고 리살의 어떤 측면이 그

들의 통치방향과 부합했는지, 그리고 지배세력이 어떠한 제도적 노력들을 했

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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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민지시대를 제도화 단계라고 명명한 것은 이 시기가 이전부터 있

어왔던 리살의 숭배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국민영웅’이라는 칭호를 부여한

시기였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식민지배의 정당화가 필요하고 스페인과 다른

이미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리살의 사상인 교육을 통해 얻는 자유와 평화와 일치하는 측

면이 있었다. 또한 스페인에 의해 총살당한 리살은 이전 식민 지배 국가인 스

페인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기에 적절한 인물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회의를 통해서 필리핀인들의 ‘국민영웅’을 지정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리살을

국민영웅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그를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웅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는 이미 이전부터 국민들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었고, 또 미

식민지배 기간에도 리살을 신격화하여 믿으며 카티푸난의 정신을 이어받아 반

미운동을 펼쳤던 콜로럼 단체들의 운동이 성행했기 때문이었다.

다음 공고화 단계는 국민영웅으로서의 리살을 공고화하는 시기였다. 미

국 식민지배 하에 토착엘리트는 점차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자치령

정부를 세울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해 리살에

대한 과목을 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영웅의 고착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무시당했던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육성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필리피노라는 민족정체성의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했다. 또한 평화적인 투쟁을 했던 리살의 행적은 적어도 식민지배자들에게는

급진적인 혁명지도자보다 리살이 국민의 영웅이 되어야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독립 이후의 첫 번째 대통령인 로하스는 역시 공산주의 세력과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리살의 자유주의 사상과 평화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

했다. 이 장에서는 토착엘리트세력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리살을 영웅화하

려는 노력을 계속했고 이를 공고화 시켰다는 사실을 살펴봄으로써 그가 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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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이 국민영웅의 형성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 호세 리살이

국민영웅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리살의 사후 각 지배세력들이 통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호세 리살을 국민적 영웅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그의 사상을

기리는 여러 제도들을 만들었기 때문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리살이 가지고

있던 영웅적 가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모든 이데올로기 중에서도 민족주의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큰 영

향력을 행사한다. 민족주의의 실제 내용은 사회마다 다른 면을 보이며 그 형

성과정은 근대국가 형성과정의 역사를 반영한다. 본 논문에서는 호세 리살이

라는 필리핀의 국민영웅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 필리핀의 민족주의 형성과정

과 근대국가 형성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호세 리살은 단지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

의 대화라는 에드워드 카(E.H. Carr)의 말처럼 현재와 과거는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며 역사는 그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다시 살아난다(윤택

림, 2004: 219). 때문에 과거에 대한 연구는 현재에도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특수성

은 과거의 역사적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동

반되어야 한다(윤택림, 2004: 232). 필리핀은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이지만 실제

필리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리핀의

‘역사적 영웅’이자 ‘현재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는 호세 리살에 대한 이 연구

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필리핀 역사를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필리핀에 대

한 인식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한다.

호세 리살의 영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룬 본 연구에는 자료수집 부

족에 의한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먼저 2차 자료를 바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연구에 쓰인 자료 속에 존재하던 기존 연구자들의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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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는 점이다.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문헌자료의 한계로 인해 독립 이후

부터 현재까지의 리살의 재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지 못한 점이다. 현재

국민영웅으로서의 리살을 구성한 구체적인 제도들이 독립 이후에도 만들어졌

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향후 이 시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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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Jose Rizal as a

National Hero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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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formation of Jose Rizal as a national

hero. Jose Rizal is not a normal hero in the Philippine society, but it is a

culture shared by Filipinos which represents its nationalism and nation

identity. Since Rizal, the national hero, can be told as a symbol of the

Philippines, understanding Rizal and his achievements in the context of

Philippine history is an important research subject.

Previous researches on Rizal see him with various viewpoints. Some

idealize or deify him that he is often described as a Christ-like figure and

some criticize him that he is an American-sponsored-hero. In order to

examine the formation of Filipino national hero with a balanced view, the

thesis took a viewpoint that acknowledges both his achievements and the

constructive side of making him as a national hero.

With this in mind, the thesis looks into the life and works of Rizal,

then divide the stages of forming national hero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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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is 'background' which covers the last years of Spanish period. The

second stage is 'institutionalization', the American period, and the third

stage is 'consolidation', the period from Commonwealth government to the

Independence. It identifies the followings of each period: who ruled the

country, how Rizal's achievement met the purpose of the government, and

what institutions are made to make Rizal a national hero.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ormation process of national hero, Jose

Rizal could be a national hero and remain as it not only because he had

heroic achievements that made him a hero but also the governments after

his death strategically institutionalized it.

Although the Propaganda Movement of Rizal did not bring immediate

independence of the country, it cultivated national identity and nationalism

in the Philippines. He was a mental pillar of Katipunan and became a

symbol of independence. So it can be said that Rizal was already a hero

even before the institutionalization. The American colonial government

assigned him as a 'national hero' and institutionalized it. Also, the local

elites of the Philippines did not stop institutionalize it after they became

the heads of the government and consolidate Rizal as a national hero.

Therefore, Rizal as a national hero is a result of his outstanding

achievements and cultural construction by various powers and factors.

Keywords: Filipino National Hero, National Hero in the Philippines, Jose

Rizal, Spanish period, American period, Propaganda Movement,

Campaign for independ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