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019

Cover Story

Trajes de Charro

멕시코 카우보이의 전통 의상
멕시코의 ‘차로’만큼 멋지게 차려입은 카우보이도 없을 것이다. 섬세한 자수 장식 재킷, 세선 세공의 벨트 버클,
정교한 문양이 들어간 모자 차림의 차로 덕분에 로데오 경기는 오페라 공연만큼이나 격식과 품위가 넘친다.

Suit Up, Saddle Up
You’ll never see a better-dressed cowboy than the Mexican charro. In exquisitely
embroidered jackets, finely filigreed belt buckles and intricately embellished
sombreros, they make going to the rodeo seem as refined as a trip to the opera.

When Hernán Cortés arrived in Mexico in 1519, he

1519년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에
입성한 이래 스페인의 다양한 풍습과 화려한 의상도 이 땅에

brought centuries of Spanish customs and ornate styles of

전해졌다. 300여 년의 식민 통치 기간 스페인 문화는 멕시코

dress with him. Over the next 300 years, these would form

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특히 오늘날 멕시코 중서부

the bedrock of Mexican society, exemplified by the rise of

할리스코주의 과달라하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wealthy Spanish landowners who were the ultimate tier of

스페인 제국의 통치 지역 누에바갈리시아에서는 스페인

cattle ranchers and farmers known as chinacos.
Throughout the 19th century, the Spanish-derived

출신의 기마병인 ‘치나코’가 목장과 농장을 소유하면서

chinaco slowly transformed into the uniquely Mexican

부유한 지배층으로 성장했다.
19세기에는 치나코에 영향을 받아 멕시코 고유의 카우보이

charro. While chinacos carried spears and wore flared

‘차로’가 탄생했다. 치나코가 창을 들고 다니며 무릎 높이에서

pants often left open up to the knee, charros carried ropes

양쪽으로 트이며 바지폭이 넓어지는 나팔바지를 입고 다녔다면,

and wore straight-legged pants fitted above ankle boots.
In 1920, a group of charros in Guadalajara founded

차로는 밧줄을 들고 다니며 일자바지를 입고 바지 끝자락이
발목 높이의 부츠를 덮는 스타일을 고수했다. 모자도 변했다.

Charros de Jalisco, Mexico’s first-ever competitive

치나코는 챙이 평평한 모자를 썼지만, 차로는 챙이 위로

charro horsemanship group. Today, charrería is a symbol

둥글게 말린 모자를 착용했다.

of Mexican pride and the country’s national sport. It’s

1900년대 초, 크고 작은 사회의 변화를 맞은 할리스코주의

practiced at rodeo-style competitions that take place

지주들은 ‘에라데로’의 전통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했다.

in lienzos, or arenas, and include riding and roping

에라데로는 해당 지역의 차로가 모여 일주일간 가축에 낙인을

challenges both on foot and on horseback. Both the sport

찍어 소유자를 표시하는 중요한 행사로, 이 자리에서 그들은

and related traditional livestock herding practices remain

서로 계약을 맺고 우정과 신뢰를 쌓았으며 혼담이 오가기도

popular, and charros’ social values are passed down to

했다. 이 전통이 전승되다 1920년 실바노 바르바 곤살레스와

younger generations. In 2016, UNESCO declared charrería

동료 차로는 과달라하라에 멕시코 최초의 차로 마상(馬上)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경기 협회 ‘차로스 데 할리스코’를 설립했다.
멕시코식 로데오 경기인 ‘차레리아’는 ‘차레아다’라고도
여성은 ‘에스카라무사’ 의상을, 남성은 ‘차로’ 의상을 입는다(왼쪽 페이지).

불리며, 오늘날 멕시코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국민 스포츠로

‘리엔소 차로 할리스코’ 경기장에서 차로 의상을 차려입은 소년의 모습(아래).

자리매김했다. 경기장에서 다양한 경기가 펼쳐지는데, 마상

Alejandra Barroso Sánchez and Jesús Mora model trajes de
escaramuza and de charro , traditional women’s and men’s ensembles
(opposite). A young charro at Lienzo Charro Jalisco stadium (below).

시합도 있고 말을 타거나 타지 않은 상태에서 밧줄을 던지는
시합도 열린다. 스포츠인 동시에 전통 목축 기술이며, 젊은
세대에 차로 역사와 문화를 전수하는 장(場)인 차레리아는
대중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16년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차로 문화와 의상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멕시코시티를
떠나 과달라하라로 갔다. 그곳에서 차로스 데 할리스코의
회원이자 차로 체험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헤수스 모라를 만났다. 모라는 내게 “차로가 되는 것은 멕시코의
전통과 가치를 믿는 사람들과 형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라의 설명에 따르면 차로 의상 한 벌을 완성하는 데는
4개월이 걸리며, 각 분야 장인과 공예가 20명의 전문 기술이
투입된다. 차로 의상은 셔츠와 보타이, 금색이나 은색 또는
가죽 단추로 장식한 조끼로 구성된다. 여기에 짧은 재킷을
걸치며 재킷과 동일한 색상의 바지를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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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동체의 전통 ‘에스카라무사’라 불리는 여성 기수들은

FAMILY AFFAIRS To learn about charro culture and

‘차로스 데 할리스코’ 회원인 리카르도 산체스의 벨트 버클은 세선 세공 기법을

별도로 경기를 진행하는데, 목둘레선이 높은 드레스, 혹은

clothing, I travel to Guadalajara, where I meet Jesús Mora,

활용한 정교한 장식이 특징이다(왼쪽 페이지). 재봉사 카를로스 곤살레스가 자신이

블라우스와 주름치마를 착용한다. 액세서리로는 머리를 뒤로

a member of Charros de Jalisco and the CEO of Andares

묶을 때 쓰는 리본과 허리 뒤에 나비매듭으로 묶는 허리끈,

de México, a tour operator that offers charro experiences.

허리끈 위에 두른 뒤 왼쪽으로 매듭지어 묶는 스카프 등이 있다.

“To be a charro is to be in a brotherhood of people who

차로와 에스카라무사 모두 모자를 쓰며, 각각 격식의 정도에

believe in the tradition and values of Mexico,” he tells me.

따라 최소 세 종류의 의상이 있다.

만든 차로 의상을 들어 보이고 있다(오른쪽).

Charros de Jalisco member Ricardo Sánchez displays his belt buckle.
Charros’ buckles often feature intricate filigree designs (opposite).
Tailor Carlos González displays one of his trajes . Both jackets and
pants are decorated with leather cutouts (right).

Mora explains that a traje de charro, or charro suit,
typically takes four months to complete and requires the

갈색 가죽 조각을 이어 붙인 정교한 선 장식이 특징이다.

디자이너인 알레한드로 루발카바 리바스의 자택으로 갔다.

expertise of 20 artisans and craftspeople. The suit features

차로 의상 중 격식을 갖춘 의상인 ‘그란 갈라’는 여러 개의

그는 26년 넘게 차로 의상을 만들어 온 베테랑 재봉사다. 모라는

a button-up shirt worn with a bow tie beneath a vest, which

은색 단추로 장식된다.

과달라하라에 차로 전문 재봉사가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며, 남아

is often adorned with gold, silver or leather buttons. A

있는 사람 중 리바스가 단연 최고라고 말했다.

short matching jacket is worn on top.

차로 의상 제작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모라의 단골

리바스의 집 입구에는 멕시코의 혁명가이자 전설적

Women, who have separate competitions and are

“15년간 제 작업실은 차로스 데 할리스코에 있었어요. 매주
일요일 경기가 펼쳐질 때면 제가 만든 옷을 입은 최고의 차로가
경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뿌듯해했죠.” 리바스의 자부심은

차로인 에밀리아노 사파타의 액자가 걸려 있다. 집에서 리바스

known as escaramuzas, wear a high-neck dress or a

과달라하라에서 매년 9월 열리는 ‘디아 델 차로’ 때면 특히 더

부부와 자녀들을 만났다. 리바스는 청소년용 차로 바지를 만들기

blouse with a pleated skirt. Accessories include a bow tied

커진다. 과달루페 성모 대성당에서 ‘리엔소 차로 할리스코’

위해 옷감을 재단하는 중이었다. 다리에 딱 들어맞는 바지를

around hair that’s been pulled back, a waistband tied at

경기장까지 3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는 행사에 참여한 2000

만드는 데는 다섯 부위의 치수가, 차로 의상 한 벌 완성하는 데는

the back in a butterfly knot and a scarf wrapped around the

명의 차로 중 대략 500명이 그가 제작한 의상을 입기 때문이다.

총 열아홉 부위의 신체 치수가 필요하다. 바지와 재킷 모두

waistband and tied in a knot on the left. Both charros and

다음 날 ‘리엔소 차로 이그나시오 세르메뇨 파디야’
경기장으로 향했다. 모래 경기장 주변으로 특별실이 있고, 그
위에 일반 관객석이 마련돼 있다. 특별실은 현재 차로 작업실로
쓰이는데, 차로는 이 작업실에서 의상을 주문할 수 있다. 의상
작업실과 모자 작업실을 지나서 카를로스 다비드 에르난데스
레예스의 작업실에 도착했다. 그는 최고의 차로가 착용하는
벨트와 버클을 16년 넘게 제작해 온 은세공 전문가다.
레예스는 주문받은 물건을 제작하기 위해 우선 금속판에
도안을 붙였다. 그런 다음 세공용 톱으로 금속판을 도안대로

escaramuzas wear sombreros, and each has at least three

깎아 제품을 만든 뒤 광을 내어 완성했다. 차로 의상업계에서

tiers of trajes of different levels of formality.
To discover the true art of making a traje de charro, I go

그는 빈티지한 느낌의 금속과 섬세한 금·은 세선 세공으로
세련된 제품을 만들기로 유명하다. “제가 디자인한 작품은 모두

to the home of Mora’s own designer, Alejandro Ruvalcaba

수작업으로 제작되죠. 똑같은 단추나 버클은 하나도 없어요.”

Rivas, who has been designing trajes for over 26 years.

경기장에서 남쪽으로 20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At the entrance to his home — beneath a framed portrait

틀라호물코데수니가는 차로 의상 제작의 마지막 단계가

of Mexican revolutionary and legendary charro Emiliano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곳에 전설적인 모자 제작자 하비에르

Zapata — I join Rivas and his wife, daughter and son as

타피아의 작업실이 있다. 타피아는 토끼털을 압착한 펠트로

they huddle around a trio of sewing machines. I arrive just

모자의 틀을 만드는데, 모자 하나를 완성하는 데 펠트 약 45

as he’s cutting the pattern for a young charro’s pants, a

장이 쓰인다. 그는 차로의 머리 치수에 맞춰 모자 모양을 잡는다.

piece that requires five measurements to ensure the fabric

작업실 옆 선반에는 중요 고객들의 머리 본을 뜬 목제 모형이

hugs each part of the leg just right. To make an entire traje,

쌓여 있다. 타피아는 알코올과 접착제를 섞은 혼합물을 표면에

Rivas takes 19 measurements. Both pants and jacket are

여러 차례 발라 휘지 않고 튼튼한 모자의 틀을 만든다. 또

always decorated with lines of intricate brown leather

알코올로 모자 안쪽을 씻어 접착제를 단단히 굳히는

cutouts. A more formal variation known as gran gala is

동시에 모자 표면이 매끄러워지도록 한다.

adorned with an abundance of silver but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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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타피아는 틀라호물코데수니가에 위치한 자택에서 토끼털 펠트로 모자를
만든다(왼쪽). 모자는 멕시코 지역별로 스타일이 다른데, 할리스코 지역의 모자는
높은 챙이 특징이다(오른쪽 페이지).

Javier Tapia makes sombreros from rabbit fur at his home in
Tlajomulco de Zúñiga. It takes roughly 45 pelts to make one sombrero
(left). Sombrero styles vary by region; those from Jalisco are distinct
for their high brims, which have a nearly 8cm rise (opposite).

차로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차레리아 경기는 오전 미사가 끝난

Hidalgo charros wear a flat-brim sombrero, similar to

뒤 정오에 시작된다고 했다.

chinacos of the past; sombreros from San Luis Potosí have

산체스는 일요일 경기를 놓치는 법이 없으며, 그에게는
차로로 살아가는 일이 가업이나 다름없다. 산체스의 아버지

highest brim, with a nearly 8cm rise. The back of the brim

살바도르 산체스 산체스는 차로스 데 할리스코의 회장인 동시에

is always molded in a nearly 15cm rise, a functional design

멕시코 차레리아 연맹 이사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차레리아를

meant to protect a charro’s head if he falls from his horse.

알리는 역할을 한다. 그의 형인 살바도르 산체스 오로스코는
“For 15 years, my workshop was at Charros de Jalisco,”

all: Lienzo Charro Jalisco. Every Sunday, the arena hosts

says Rivas. “Every Sunday at the charreada [rodeo], I

위원이다. “차로는 열정이에요. 세계 무대에서 멕시코를 대표하는

a charreada. Today, junior teams are competing in events

felt honored to see the best charros wearing my trajes.”

스포츠로서 전통, 위상, 자부심을 상징하죠.” 산체스의 말이다.

including floreo de soga, rope tricks, and cala de caballo,
gallop and stop on command. “Welcome to the cathedral

charros parade 3km from Guadalajara’s Shrine of Our

시작했다. 열여섯 살이 된 지금은 일명 ‘라 비고토나’라는 올가미

of charrería,” Mora says before introducing me to Ricardo

Lady of Guadalupe to the Lienzo Charro Jalisco stadium

던지기 기술을 배우는 중인데, 이 기술은 그녀의 할아버지

Sánchez, another member of Charros de Jalisco.

downtown. Out of 2,000 charros who participate, he can

카를로스 산체스 야구노가 1940년대에 처음 개발했다.

Zermeño Padilla, where the dirt ring is framed by suites
that now serve as talleres, or workshops, where charros
can go to order an entire outfit. I arrive at the taller of
Carlos David Hernández Reyes, a silversmith who has
been crafting belts and buckles for over 16 years. To
make his pieces, Reyes begins by gluing a design to a
slab of metal. Then he uses a piercing saw to carve the
details. In charro circles, he’s known for his modern style
of distressed metal and intricate silver and gold filigree.

모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달고주의 차로는 과거 스페인

“Every piece I design is completely artisanal,” says Reyes.

출신 치나코가 쓰던 모자처럼 챙이 평평한 모자를 착용한다.

“No two buttons or buckles are the same.”
To learn about the final step in the charro outfit, I travel

할리스코 출신 차로는 챙이 8센티미터 가까이 위로 솟은 모자를

20km south, to Tlajomulco de Zúñiga and the home of

쓴다. 모자는 챙 끝에서부터 모자 윗부분까지 가죽 조각 또는

legendary sombrero maker Javier Tapia. He starts every

금사나 은사를 이용한 화려한 꽃무늬로 장식한다. 모자 뒤쪽 챙은

sombrero with a mold made from compressed rabbit fur.

공통적으로 15센티미터 가까이 위로 솟는데, 이는 낙마 사고가

From there, he forms the shape according to each charro’s

발생할 경우 차로의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specific measurements; wooden molds of his top clients
are stacked on a shelf. He applies a mixture of alcohol

차로 할리스코 경기장에 섰다. 이곳에서는 일요일마다 차레리아

and glue to the sombrero to create the hat’s unbendable

경기가 열린다. 오늘은 청소년 팀이 말을 달리고 서게 하는 등의

frame, rinsing the base with alcohol to ensure the glue

승마술과 올가미 던지기 기술을 겨룬다. 모라는 “차레리아의

fully sets while the outer layer remains soft and silky.

성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차로스 데 할리스코의 또 다른

“Charro is the fire of vanity,” he says.

회원인 리카르도 산체스를 소개했다. 그들을 따라 경기장 위쪽에
있는 트로피 전시실로 갔다. 전시실의 민트색 벽에는 전설적인

horsemanship challenges, like directing the horse to

바로소 산체스도 만났다. 그녀는 아홉 살에 차레리아 훈련을

The next day, I head to the Lienzo Charro Ignacio

과달라하라에서의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의 중심인 리엔소

에스카라무사 의상을 차려입은 산체스의 사촌, 알레한드라

Charro, held on September 14, when past and present

usually count 500 who are donning his trajes.

반면 산루이스포토시주의 차로는 챙 끝이 살짝 둥근 모자를,

On my last day in Guadalajara, I arrive at the center of it

차로스 데 할리스코의 주장이자 멕시코 차레리아 연맹의 스포츠

Rivas feels especially proud during the annual Día del

차로 의상은 멕시코 어느 지역을 가든 대부분 비슷하지만,

a slightly cupped brim and those from Jalisco have the

Unlike trajes de charro, which are more or less uniform
across Mexico, sombreros vary from region to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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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가 다양한 차레리아 선수들 옆에 앉아 소년 차로가

Sánchez is a Sunday regular, as charrería is the
family business. His father, Salvador Sánchez Sánchez, is

열심히 밧줄을 던지고 고삐를 죄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차로

the president of Charros de Jalisco and in charge of the

문화가 단순한 스포츠나 복식사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sport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Mexican Federation of

깨달았다. 이곳에서 차로는 가족의 전통이자 유산이며,

Charrería, while his brother, Salvador Sánchez Orozco,

열성적인 애호가에게는 거의 종교에 가까웠다.

is the rodeo captain of Charros de Jalisco and the
federation’s sports commissioner. “Charro is passion,” he

다시 멕시코시티로 돌아와 집안의 차로 역사를 현대적
패션으로 재해석하는 여러 젊은 디자이너를 만났다. 파트리시오

says. “It’s the tradition, respect and pride of a sport that

캄피요 타라세나가 이끄는 브랜드 ‘더 팩’은 남녀 공용 차로

represents Mexico.”
We’re joined by Sánchez’s cousin, Alejandra Barroso

의상을 만든다. 그는 자기 가문의 문화적 유산을 담아내는
동시에 역사적으로 특정 계층과 인종에게는 금지되었던 이

Sánchez, who’s dressed in a full traje de escaramuza.

의상을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제안하고

She was only nine when she began practicing charrería;

있다. 그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는 의상은 공감을 얻을 수

now 16, she’s learning rope tricks, namely a move called

없다”고 말한다. ‘토로네로’의 공동 소유주 다비드 에르난데스

la bigotona that was invented by her grandfather, Carlos

마르틴과 에밀리오 데 안다도 같은 생각이다. 그들은 남녀가

Sánchez Llaguno, in the 1940s and named after some

모두 착용할 수 있는 가죽 제품을 디자인한다. 밧줄로 가방끈을

of the original founders of Charros de Jalisco, who were

만든다거나 가죽 벨트에 황소 머리 모양 버클을 부착하는 등

known as los bigotones — the ones with big mustaches. As

각각의 제품에는 차로 의상의 고유한 요소가 녹아 있다.

I sit alongside generations of charrería masters, watching
young charros vie for the top mark in each competition, I

세 자매인 안드레아, 파울라, 마그달레나 데 라 토레
수아레스 역시 ‘아우렐리아’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마구(馬具)

realize that charro culture in Jalisco is much more than a

디자인을 응용한 가방끈을 단 나무 소재 가방을 선보인다.

sport or style of dress — it’s a family affair with deep roots,

차로 문화는 멕시코인의 자부심이자 정체성이다. 현대의

and it verges on a religion to devotees of the craft.
In Mexico City, several young designers are interpreting

디자이너들은 남녀 구분 없이 모두를 포용하는 차로 디자인을
통해 선조의 유구한 문화를 재해석하는 동시에 현대화함으로써

their families’ own charro history through contemporary

멕시코의 차로 전통을 후대에 전하려 노력하고 있다.

fashion. Among them are sisters Andrea, Paula and
Magdalena de la Torre Suárez, who created Aurelia, a line

글 사진 미케일라 트림블

of wooden bags made with interchangeable charro straps.
Taking charro clothing genderless is The Pack, a
브랜드 ‘토로네로’는 차로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을 내놓는다(아래).
멕시코식 로데오 경기 ‘차레아다’에 참가한 소년 차로(오른쪽 페이지).

David Hernández Martin and Emilio de Anda create contemporary
trajes de charro for their label Toronero (below). A young charro
competes in a charreada (rodeo) at Lienzo Charro Jalisco (opposite).

label by Patricio Campillo Taracena. His designs honor
the cultural heritage of his family while simultaneously
taking a form of dress that, historically, was sometimes
used to exclude people of certain social or racial groups
and making it accessible to all, regardless of gender,
sexual orientation or background. “If it’s not inclusive, it’s
not relevant,” he says. Joining him are David Hernández
Martin and Emilio de Anda, co-owners of Toronero, who
design a brand of specialty leather goods in genderneutral styles; each piece incorporates unique aspects of
charro dress, from bucket bags with ropes as handles to
leather belts adorned with bull-head buckles.
While ancestral charro culture remains emblematic
of Mexican pride, its interpretation into sport and the
modernization of its dress through contemporary genderinclusive designs ensure that the tradition is translated for
the next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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