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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 서론 

이 민 지. 

많은 종교에서 여성은 주류에서 소외되었고 주변부에 위치 지어져 왔기 때·맨 

종교적 진리률 획득하거나 수행을 하는 데에 제약을 받아왔다 다〈양한 종교 경전 

에서는 여성은 부정적인 폰재로 그려졌고 교리에서는 남성을 죄로 이끄는 유혹자， 

남성보다 열퉁한 존재， 혹은 남성이나 종교 기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 대상으 

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은 종교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적극적 

인 종교 활동을 펼치는 데에도 많온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종교 교리와 활동을 

펼치는 데에 제약을 받는 중에도 여성은 수동적으로 대용하지 않았으며 중심을 

벗어난 야양한 방씩올 통해 종교 활통을 영위했고 종교 안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 

지하과했다 

서구 그리스도교 사회 역시 여성에게 억압적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처음에는 그 

리스도교가 여생에게 참여의 기회률 마련해 주기도 했다 여성 억압적이었던 로마 

사회에 비해 초기 그리스도교는 여성에게 어느 정도 호의척이었고 교회 안에서 

*서울대 종교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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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올 제공했다”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가부장적인 모습 

을 비판하였고 당시 사회에 비해 여성의 역할을 비교적 인정하는 편이었다 따라 

서 여성이 초기 그리스도교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로마제국의 

공인종교로 인정받은 이후 그리스도교는 정치적 • 문회적 일탈 요소들을 줄이면서 

당시 사회와 조화를 이루려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사회의 가부장적인 특정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여성의 종교 생활 제약은 기원후 70년부터 도시적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강화되었으며 여성의 토론 참여 퉁이 제한되는 형태로 나타났 

다}) 그 이후의 중세 여성들은 종교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없었으며 지배자나 아 

버지， 남편뿐만 아니라 사제에게 복종할 것이 강요되었다. 예를 들어， 1059년에 

열린 로마 회의(the Synod of Rome)에서는 교회에서 여성의 자리를 없애려고 했 

으며 일종의 평신도 지위를 부여하려고 했다，.4) 

하지만 중세 그리스도교 여성들이 교회의 제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전통척인 여성 역할올 부정함으로써 

종교 안에서 주체적인 역힐을 수행하려고 했다. 여성이 종교 안에서 적극적인 역 

할과 지위를 차지하고자 사용한 방식틀 중 여성 금욕수행-^}-들이 행했던 자기 부 

정(s터f-denial， self-negation)온 자신의 종교적 경험을 드러내고 종교 훨동을 수행 

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였다 여기에서 자기 부정은 X싸나 정체성올 부정하 

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올 억누르거나 희생하는 것을 말한다5)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여성들의 자기 부정을 가리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특 

히 여성이라는 열퉁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물론 서구 중 

세 그리스도교의 여성들이 극단적인 형태의 금욕을 통해 자신에게 부파된 육체적， 

사회적， 종교적 여성 역할을 거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이 스스로의 여 

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종교적 여성으로서의 새로운 정 

체성과 역할， 위치를 발전시켰고 여성이기 때문에 강조되었던 경험이나 수행에 집 

1) Rodney Stark, The Rise 01 Christianity,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pp. 95-99. 

2) 서원모 퉁 편역， r여성과 초대 기독교J，경기도， 현대지성샤 2002, pp. 15-16. 
3) 에케하르트 슈테게만 · 볼프강 슈테게만， r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J ， 손성현 · 김판 
임 옮김， 서울: 동연， 2008, pp. 628-639. (Stegemann Ekkegard W. and Wolfgang 
Stegemann, Urchristiliche Sozialgeschichte(W. Kohlhammer GmbH, 1997) 

4) Mary T. Malone, Women and Christianity, Vol. 2, NY: Orbis Boo~s， 2002, p. 41. 
S) “self-denial" Co/lins Essential English Dictionary 2nd Edition 2006 @ 

HarperCollins Publishers 2004, 2006, http:νwww.thefreedictionaη.com/self-de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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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했다. 이들이 금욕을 통해 획득한 종교적인 지위에서 다른 사랍인 체하려다가 

2낸을 모방해l 되는 웬디 도니거(Wendy Doniger)의 자기 모방을 발견할 수 있 

다6) 이는 이들이 자신에게 부과된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부정하면서도 오히려 

종교 안에서 이틀의 여성 정체성올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중세 여성의 금욕주의를 다룬 연구는 최근에 특히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많 

은 연구들은 중세 여성의 자기 부정이 여러 전통적인 여성 역할올 부정하면서도 

여전히 여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관점올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는 않 

았다. 이 분야의 권위자인 바。l넘(Caroline Walker Bynum)은 여성 수행자들의 자 

기 부정이 남성 수행지들의 그것과는 달리 자신을 전복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와 

더불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임을 언급하기는 했다7) 하지만 여성의 자기 부정과 

정체성 강화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지는 않다. 본 논문은 금욕 수행올 

통해 중세 여성들이 어떻게 자기 부정을 거쳐 종교직 여성이리는 위치와 정체성 

올 다시금 확인하는지를 다·루도록 하겠다 즉， 여성틀이 종교 안에서 수행한 자기 

부정은 여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교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올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주장 송써l 이들이 새로운 지위를 지니고 종교에서 주체 

적으로 행동핸 양뿔 육체적， 사회적， 종교적 맥락에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II . 여성들의 육체적 역할 부정 - 성적인 대상과 재생산의 

의무를 념어서 

α 5. 만약 여자가 특별히 。}이들율 낳기 위해 남자의 톱는 자가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면， 왜 여자가 “돕는 자’로 창조되었겠는가.1 ... (중혜 ... 나는 출산이라는 이유를 
배제하면 여자가 남자의 돕는 자로 만들어질 아무런 이유도 상상할 수 없다. 

- 아우구스티누스， r창세기의 문자적 주석J8) -

6) Wendy Doniger, The Women Who Prelended 10 Be Who She Was,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3. 

7) Caroline Walker Bynum, “Women’s Stories, W omen’s Symbols: A Critique of 
Victor Turner’s Theory of Liminality," Ronald L. Grimes eds., Readings in Rilllal 
Sl l1dies, Prentice Hall, 1995, p. 78. 

8) 아우구스티누스， F창세기의 문자적 주석J， 서원모 둥 편역， 위의 책， pp.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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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사회와 종교는 전통적으로 여성을 육체성과 결부시켜 이해하였다. 초기 그 

리스도교 사회에 이어 중세 사회 역시 여성의 육체성을 강조하되 이들올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했고 여성의 생물학적인 재생산 기능만올 강조했다 따라서 여성의 

독립성이나 자율성 대신 이들의 성적인 대상으로서의 역할과 재생산의 의무만이 

중시되었다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 결혼의 적합한 대상으로 자신을 가꾸고， 결 

혼한 후에는 남편의 의지에 따라 성관계를 갖고 합법적인 남편의 자식을 낳는 것 

이 중세 여성의 역할이었다 생산력， 성관계， 임신， 출산， 모성의 발현이라는 의무 

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도록 가로막았고 여성은 지신 

의 신체 경계가 침범 당하게 내버려 둘 수빽 없었다，.9) 중세의 여성들은 40세가 

될 때까지 일생의 절반 정도를 엄신한 상태로 있어야했으며 의료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당시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생명올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중세의 여성금욕수행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신체~올 거부했고 철저한 

금욕 생활과 결혼， 성관계， 재생산의 거부를 통해 자신들의 종교적 위치를 규정했 

다 표면적으로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이들이 여성의 의무였던 결혼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여성 금욕수행자들의 결혼 회피는 남편파의 성관계나 재생산올 근본적으 

로 차단하는 것이었고 여성이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버랄 수 있도록 했다 금욕 

은 중세 여성에게 개}와 출산의 책임이 없는， 일종의 자유공간올 제공했다;10) 결 

혼의 의무에서 벗어난 종교적 자유공간은 기족제도보다 종교를 더 우위에 놓는 

것이기도 했다 

극단적인 금식 수행으로 유명한 시에나의 가타리나{Catherine of Sienna, 

1 347-1380)는 일곱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통정올 서약했다고 알려져 있다. 열다섯 

살에는 부모님이 강요하는 결혼올 피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카락올 스스로 잘랐다. 

그리고 열여닮 살에는 도미니코회의 수도복을 입고 방에 틀어박혀 침묵의 생활에 

들어가 독거생활을 했다고 한다，.11) 빙겐의 힐데가르드(Hildegaard of Bingen, 

1098- 1179)는 라인랜드 베르메르셰임(Berrnersheim)의 귀족가문의 열 형제 중 막 

내로 태어났는데 그녀 역시 어랬을 때부터 종교적인 성향올 보였다. 힐데가르드는 

9) Rebecca J. Lester, “ Embodied Voice: Women’s F ood Asceticism and the 
Negotiation of Identity," Ethos, Vo l. 23 No. 2, Jun., 1995, pp. 192-195. 

10) 수잔 노프크1 r도입J ， 시에나의 가타리나， r대화'J ， 성찬성 옮김， 서울: 바오로 딸， 

2002, pp. 90-92. (Catherine of Siena, The Dialogue, trans. Suzanne Noffke and 
Gui1iana Cavallini, New Jersey: Pau1ist Press, 1980) 

11) 시에나의 가타리나， 위의 책， pp.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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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얹 살에 디시보덴베르크의 베네닥트 수녀원에 들어가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수도에 매진했다，.1 2) 또한 여성 수행자들은 원하지 않는 결혼올 피하기 위 

해 외모가 변하기를 바라거나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해치기까지 했는데， 이를 통 

해 육체척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온 신붓감으로 보이길 바란 것이다.13) 쉬담의 리드 

비니(Lidwina of Schiedam, 1380-1433)는 수려한 용모를 지녔지만 어머니가 그녀 

에게 결혼을 강제로 시키려 하자 하나님에게 자신의 미모를 없얘달라고 기도했다. 

리드비나의 이 기도는 이루어졌고 그녀는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변했다.14) 

이러한 결혼 거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지 않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욕주 

의 여성이 속한 가족에게 갈등을 양산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딸이나 아내의 금욕 

수행은 귀족 가문이나 신흉 상인 가정에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었다. 여성들의 

수련이 가족의 물질과 명예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5) 귀족 

가문의 가타리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막교부의 수행올 모범으혹 삼아 금식을 수행 

했는데 금욕과 결혼 거부는 그녀와 가족， 특히 어머니와의 마찰올 일으켰다. 이런 

갈퉁의 정점에서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잘랐고 몸을 뜨거운 물에 담가 스스로에 

게 화AJ-올 입혔다 또한 가타리나는 가족과의 갈퉁이 있을 때에 옴식올 먹지 않았 

고 잠도 자지 없t다)6) 이처럼 중세의 여성수련자들은 결혼이나 가족보다는 금욕 

생활을 통해 종교 활동을 영위하는 것올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가타리나의 환 

상 중에 나타난 신의 발화률 통해서도 드러났다. 

나는 그녀가 보흰척인 영척 사랑을 넘어서서 특정한 사랍틀을 향한 특 

별한 사량을 배태하도록 만든다. 이런 방법올 통해서 그녀는 성덕을 실천 

하고 -^t신의 불완전성에서 벗어나고 X낸의 n않에서 피조뚫에 대한 온 

갖 육청적인 사량을심지어 아버지나 어머니 형채와 자매들에 대한 이기 

적인 사랑까지도?떨쳐내고， 마첨내 오직 나만을 위해 그돌을 사량하기에 

이른다. 내가 부여한 이련 질서정연한 사랑 덕분에 그녀는 애당초 피조물 

12) 거다 러너，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J ， 김인성 옮김， 서율: 명민사， 2007, p. 83. 
(Gerda Lemer, The Crealion 0/ Feminisl Consciollsness: /rom Ihe Middle Ages 10 

Eighleen - Sevenly, N.Y.: Oxford Uiversity Press, 1993) 
13) Caroline Walker Bynum, Holy Feasl and Holy Fasl: The Religious Sign까cance 0/ 

Food 10 Medieval Women, Califomia: University of Califomia Press, 1988, p. 222. 
14) 가훌릭출판사 편집부 엮옴， f교회사률 빛낸 10인의 성녀J， 서울 가톨릭출판샤 pp. 

192-197. 
IS) Caroline Walker Bynum, Ho’ Feasl and Hoψ Fast, p. 220. 
16) 위의 책， pp. 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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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사랑했던 그 무질서한 사랑을 몰아낸다'， 17) 

한편， 이러한 결혼의 거부는 순결을 보존하고자 하는 금욕수행자들의 맥락과도 

일치한다. 중세의 금욕수행자들은 순결을 종교적인 이상향으로 여겨 이를 지키려 

고 노력 했다 특히 여성 금욕수행자들은 어혔을 때부터 동정을 서약했고 어느 정 

도 나이가 들어서는 결혼을 거부하여 세속 남편과의 성적인 접촉올 피하고자 했 

다. 마르세이유의 두셀린(Douceline of Marseilles, 12 1 5-1274)은 남성과의 접촉올 

극단적으로 피하기도 했다)8) 중세에는 남장올 해서 아버지가 강요하는 결혼을 피 

했던 초기 그리스도교의 마리내Marina ， 3세기) 퉁 순결을 지킨 여성의 이야기가 

인기를 끌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운 여성들에게 순결의 높은 가치를 가르치는 메시 

지를 담고 있었다19) 

미혼 여성들은 결혼올 피해 순결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결혼올 한 여성들은 

남편을 셜득하여 동정올 지키려고 했다)0) 이미 결혼을 해서 출산의 경험도 있었 

던 여성틀도 남편에게 순결올 지킬 것을 간청하기도 했다. 막셀린다{Maxellinda)는 

결혼 후에도 통정 서약을 지키파 하였으나 이를 반대했던 남편에 의해 살해당 

했다 영국의 금욕 수행자인 마르카트의 크리스티나{Christina of Markyate, 

1 095?-1 155)는 13세에 동정을 맹세했지만 부모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결혼올 하 

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침대로 유인하려했던 가족들과 남편의 계략을 피하였고， 

주교도 그틀의 편이 되어 그녀에게 결혼의 의무를 강요하자 순결을 지키기 위해 

남장올 하고 집을 나와 수행자로 살았다.21) 해방.Al<Uncumber) 혹은 벌제포르따 

(W i1 gefortis)라고 불리는 한 그리스도교 여성은 포르투갈의 비그리스도교 왕인 아 

버지가 결혼을 강요하자 기도를 했고 기도가 받아들여져 그녀에게 수염이 났다. 

그럽에도 아버지가 결혼을 계속 추진하자 이 여성은 남편감에게 자신의 수염을 

17) 시에나의 가타리나， 위의 책， p. 472. 
18) Bynum, Holy Feast and Holy Fast, p. 21 3. 
19) Vern L. Bullough, “ Sex Educatìon ìn Medìeval Chrìstìa'nìt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Vol. 13 No, 3 (Aug" 1977), p, 190, 
20) 결혼올 해서도 동정을 지키는 부부를 “영적 결혼”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초 

기 그리스도교부터 신학자들과 주교들에 의해 비판받았으며 중세에 열린 수차례의 
교회 회의에서도 금지 당했다. 바바라 J. 맥해피， r기독교 전통 속의 여성J， 손송회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p. 61. (Barbara J. Machaffie, Her Story: 
Women in Christian Tradition, Philadelphìa: Fortress Press, 1988) 

21) 바바라 J. 맥해피， 위의 책，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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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어 결혼을 파기시켰다. 아버지는 격노해서 그녀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순교 

한 그녀는 남편에게서 도망치길 원했던 여성틀의 수호성인이 되었다)2) 중세 교회 

는 순결올 지키는 것을 최상으로 여겼지만 재생산을 위해 결혼 후 성관계를 가지 

는 것 또한 인정했고 이를 장려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중세의 여성 성인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순결을 획득하파 했다 

또한 중세의 금욕 여성들은 여성과 동일시되었던 현세의 음식을 거부하여， 즉 

금식을 통해 자기 부정을 행했다. 음식은 여성에게 중요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주는 일이나 가정에서 음식을 마련해야 하는 역할 둥으로 음식과 여성이 생 

물학적으로 유사하다고 오랫동안 여겨졌다. 바이념은 음식이 중세 여성들에게 매 

우 중요한 상징이었으며 현세의 음식올 거부하고 기적의 성찬식을 통해 하늘이 

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많은 여성 성인들이 수행 방법이었다는 것올 보여준 

바 었다. 초기 그리스도교시대의 여성 성인들도 금식을 행했지만 중세의 그리스도 

교에서는 여성의 금식이 더욱 증가했다. 또한 초기의 종교적 금식이 주로 교부들 

과 연결이 되었다면 중세에는 여성들의 것으로 여겨졌다)3) 물론 종교적 남성들도 

금식올 행하기는 했지만 이는 자기 통제와 훈련의 맥락에서 주로 행해진 것이었 

고 실제 금식을 실천하기보다는 알레고리적인 금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중 

세 여성틀은 극단적인 형태의 금식을 통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느낀 육체적 고통 

을 모방하고자 했다. 시에나의 가타리니는 열여섯 살부터 빵파 물， 익히지 않은 

야채 퉁을 조금씩만 섭취했고 스물다섯 살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없t다)4) 이 

처럼 중세 여성들의 금욕 수행은 남성틀보다 더 오랫동안，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 

다. 

이처럼 많은 여성 금욕수행자들은 극단적인 수준으로까지 금식올 행했고， 교회 

와 사제는 이를 거부하여 여성틀에게 금식의 중용올 지킬 것올 명령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여성들의 극단적인 수행을 이단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 많은 금욕 

수행 여성들은 이단으로 정죄 될 위험성올 언제나 안고 있었다. 루드비나 역시 극 

단적인 금식 때문에 이단이 아니냐는 공격올 받기도 했다)5} 이단으로 규정될 위 

험올 감수하며 중세 여성들은 극단적인 금식을 행했다 

하지만 이들의 금욕 수행은 폼올 공격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성 금 

22) Bullough, 위의 글， pp. 190-191. 
23) Bynum, Holy Feast and Hoψ Fast. pp. 37-47; 189-199. 
24) Malone, 위의 책， p. 20 1. 
25) Bynum, Holy Feast and Holy Fast. pp. 125;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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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주의자들은 결혼을 거부하고 순결올 지키끄} 했으며 극심한 금식올 통해 고통 

을 느꼈지만， 이는 육체성에 가까웠던 여성의 몸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자기 부정 

올 행하려는 것이었다 여성들은 현세의 결혼을 거부했지만 이들의 금욕 생활은 

예수와의 결혼 혹은 합일을 위한 것이었다 이틀의 환상 체험에서는 결혼과 성적 

메타포가 농후했다26) 결혼을 거부했던 시에나의 가타리나 역시 3년간의 독거 생 

활 후 1368년 예수와 “신비의 약혼식”올 갖는다)7) 베긴회(Beg배hot) 수녀였던 

하데비치(Hadew니ch， 14세기)는 글에서 자신이 예수와의 사랑으로 임신하고 이를 

고통으로 키운다고 햄기도 했다 이들이 지켰던 육체적 순결 역시 여성으로서 

그리스도교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받올 수 있었던 최상의 방법이었다. 

또한 여성들은 극심한 금식을 통해 자신의 육체를 변형시켰는데， 이는 자신의 

육체성올 공격하거나 남성의 몸에 가까워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육체에 가까 

운 여성성올 받아툴여 금식을 통해 예수의 육체척인 고통을 모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육체성에 가까워지려는 것이었다)8) 중세의 여성은 신과의 합일올 

위해 여성성을 중요시했고 합얼올 통해 여성성을 재확인했다)9) 근대 이후의 그리 

스도교 교리와는 달리 중세 교회 역시 육체성올 거부한 것은 아니었고 성만찬의 

성회에 대한 교리를 형성시키면서 예수의 육체적/성례적 몽올 강조했다3이 금욕 

수행자들은 현세의 음식을 거부했지만 성찬 기적을 통해 나타난 성체에는 열광했 

고 성체를 조금이나마 더 짜 먹고자 했다 이들이 일상에서는 음식올 거부했다 

면 종교적 맥락에서는 자신과 음식을 동일시 여기기도 했으며 옴식과 관련되어 

많은 환상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세의 금욕 수행자 중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신체 

적 모텔을 거부했다. 하지만 여성의 육체성만이 강조되어 종속적인 위치가 강요되 

던 상황에서도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정체성올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신파의 결혼 

과 합일， 기적으로 나타난 성만초낼 통해 신의 음식올 섭취하고 여성의 육체성올 

강조하는 둥 여전히 여성이라는 신체적 정체성을 통해 종교적 수행을 행했다. 

26) Lester, 위의 글， p. 196. 
27) 수잔 노프크， r도입 J ， 시에나의 가타리나， 위의 책， p. 12. 
28) Bynum, Holy Feast and Holy Fast, p. 120. 
29) Lester, 위의 글， p. 192. 
30) Malone, 위의 책，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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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여성들의 확장된 사회적 역할 - 가정에서 사회로 

중세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은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주로 이 

루어졌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재생산이나 결혼의 의무는 여성의 활동범위를 가정 

으로 한정시키고 성관계， 출산， 양육， 요리， 집안얼 퉁이 여성의 역할로 한정되었 

다 이와는 반대로 종교의 사제직이나 정치에 영향율 끼치는 역할 퉁 공적인 영역 

에서의 사회적 역할은 여성의 것이 아니라고 여겨졌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여성들 

도 그 역할이 가정에 한정되었다. 로마에서는 성별에 따라 생활 영역이 구분되었 

고、 집안일과 자녀 양육， 음식과 의복 마련 퉁이 여성이 수행하기에 자연스러운 

’ 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활동은 가정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1) 중세에 

서도 여성과 관련된 차테고리는 재생산) 성관계， 임신， 출산， 모성에 한정되었다. 

자선과 박애의 사회 활동올 제외하고는 중세와 근대 그리스도교 여성들의 공적인 

활동은 모든 분야에서 제한되었다)2) 하지만 여성 금욕수행자들은 자신의 활동이 

가정에만 한정되는 것올 거부했고 대외적인 종교 활동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 

장시키파 했다 즉， 전통적인 여성상올 거부함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에서 일탈하 

여 교회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올 얻을 수 있었다)3) 하지만 이 역시 여성의 사회 

적 역할올 확장시킨 것이지 이를 전복시킨 것은 아니었다. 

우선 중세 여성들은 금욕을 통한 극단적인 금식을 통해 가정에서 음식을 마련 

해야 송F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거부했다 앞에서도 다뤘던 중세 금욕수행자들의 극 

단적인 금식은 여성틀。l 예수의 육체적인 끊올 모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옴식과 동일시되었던 여성의 역할， 특히 집안 내의 역할올 거부하는 데에 

쓰이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음식올 마련하는 일은 여성파， 옴식을 먹는 일은 남성 

과 연관되어왔다. 중세의 금욕수행 여성들은 음식올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 

올 준비하는 일도 거부했다. 또한 엄격한 금식으로 인해 쇠약해진 여성들의 몸은 

남성에게 더 이상 음식올 마련해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올 마련해주었다. 이외에도 

여성 금욕수행자틀은 수도원 둥 공동체에 들어가 수행함으로써 집안일에서 해방되 

기도했다. 

루드비나 역시 어렸을 때부터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올 거부했다 어머니가 그녀 

31) 에케하르트 슈테게만 • 볼프강 슈테게만， 위의 책， pp. 571-586. 
32) 서원모 둥 면역， 위의 책， p. 27. 
33) Lester, 위의 글，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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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학교에 있는 남자형제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라고 시켰올 때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러 교회로 빠져나가 어머니를 괴롭혔다. 

가타리나나 리에티의 골룸바(Columba of Rieti, 1467-1 50 1 )는 음식을 거부하여 집 

안일도 하지 않았고 집안일을 시킨 어머니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다. 트랜스 상태 

에서 요리하는 데에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르거나 아예 음식을 만들거나 장보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몬타우의 도로테아(Dorothy of Montau, 1 347-1394)나 마 

저리 캠프(Margery Kempe, 1373- 1438)도 마찬가지였다)4) 이러한 여성들의 금식 

은 가정 내에서 “먹이는” 역할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남성틀의 금식이 자기 통제 

에 초점 맞춰져 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띤다. 

가정 내의 역할 부정뿐만 아니라 중세 여성들의 금욕은 순종과 침묵이 미덕이 

었던 여성의 역할올 거부하고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했다. 사실 여성이 지신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책략은 음식이나 자신의 몸 외에는 거의 없었다 가타리나는 가족들이 그 

녀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금욕을 수행할 공간올 박탈하자 바닥에서 잠을 자고 스 

스로 화상을 입혔으며， 극단적인 금식을 통해 결국 부모들이 그녀의 금욕을 받아 

틀이게 만들었다}S) 

여성의 금욕은 아버지와 남편들의 n냄을 움직이기도 했지만， 사제들과 신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하는 방식이기도 했다 중세 여성 금욕수행자들은 엄격한 금식을 

통해 가정의 역할에서 벗어나 여성의 지율성과 -^t아를 인식할 수 있었다36) 예를 

들어 가타리나는 자신이 금식으로 이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를 

살려내야 한다고 신에게 주~하기도 했으며 알리쇠Alíce of Schaerbeek, 

1215-1250)는 나병으로 죽어가면서도 예수로부터 그녀의 고통이 연옥에 있는 많 

은 수의 영흔들을 구할 것이라고 듣는 환상을 체험하기도 했다}7) 힐데가르드는 

1148년 새로운 수도원올 세우라는 신비경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시보덴베 

르크의 쿠노 수도원장이 허락올 내리지 않자 심한 병이 들었다 힐데가르드의 병 

은 그녀의 계획이· 방해받올 때마다 생겼다고 전해지는데 결국 수도원장은 그녀의 

청을 받아틀였고 1150년 힐데가르드는 루페르츠베르크{Rupertberg) 수도원을 세웠 

다 이 수도원은 쿠노 수도원장의 권위를 벗어나 힐데가르드의 관할 하에 있었 

34) Bynum, Holy Feast and Holy Fast, pp. 125; 221. 

m 위의 책， p. 224. 
36) Lester, 위의 글， p. 202. 
37) 위의 책，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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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8) 

중세 여성 금욕수행자들은 가정의 역할인 어머니와 딸， 아내로서의 의무에서 벗 

어나 정치에 관여하기도 했다. 힐데가르드의 경우 교회의 권위가 그녀의 신비경험 

올 인정하자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신성로마황제 프레드릭 바바로사 

(1152-1190)에게 그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녀의 비판은 수용되었다. 힐대가르드는 

정치지타， 종교지Dt들과 서신왕래를 하여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39) 가타리나 역시 교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 

었A며 황제와 교황의 관계를 조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올 수행하기도 했 

다. 

이 뿐만 아니라 금욕 수행올 하는 여성들에게는 여행의 자유도 허락되었다. 초 

기나 중세 사회에서 가정올 벗어난 여행자는 여성에게 합당한 역할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성 혼자서 여행하는 것을 숭인하지 않먼 규칙도 순례나 종교 봉헌을 목 

적으로 하는 여성들에게는 예외였다 초기 그리스도교시기에 젊은 멜라니아 

(Me1ania the Younger, 383-439)는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종교 생활을 허꿇}자 

이탈리아 전역과 북아프리카 이집트， 팔레스타인 둥을 여행했다，.40) 중세의 힐데가 

르드 역시 공적인 지위를 인정받은 후 1158년부터 1165년까지 라인랜드 전역을 

두루 여행했다. 그녀는 대도시에서 설교하고 수도원을 방문하고 성직자와 평신도 

에게 조언올 하고 자신의 설교집을 나누어 주는 둥의 활동올 수행했다，.41) 

이처럼 중세 여성들은 종교적 금욕을 통해 가정에서의 음식 준비하는 역할올 

거부하고 공적인 역할로 활동 범위를 넓혔으며 가정과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멀리 여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택했던 사회적 역할 역시 여성의 역활로 확 

장되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들 여성들은 가정에서 남성들을 먹이는 역 

할을 거부하였지만 대외적으로는 사회자선 사업올 통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랍틀을 

먹였다. 마저리 캠프는 집안일과 햄을 거부했고 극심한 금식을 행했지만 오히려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기적과 자선으로 도왔다，.42) 

결국 중세의 여성들은 금욕을 실천하면서 여성들의 “먹이는” 사회적 역할올 확 

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불쌍한 사랍들을 돕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 연욱의 

38) 거다 러너， 위의 책， pp. 86-87. 
39) 위의 책， pp. 87-88. 
40) 바바라 J. 맥해피， 위의 책， p. 62. 
41 ) 재인용， 거다 러너， 위의 책， p, 87. 
42) Bynum, Holy FeaSI and Holy FaSI. p. 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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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툴을 구원시키JVt 한 것도 여성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 금욕수행 

자들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올 행사하고 순례를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교황 둥의 사 

제직의 인정과 아버지 혹은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농한 것이었다 중세의 여 

성 금욕수행지들은 가정 내의 역할로 규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사회적， 공적인 영 

역에서 종교 활동올 펼치과 했지만 이러한 활동은 여성으로서의 역힐을 거부하 

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 영 

역에서도 여성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전복시키려는 것은 아니었고 여성이라 

는 정체성 안에서 보다 주체적으호 종교 수행올 하려고 했다. 

IV. 여성들의 주체적인 종교 역할 

- 사제 비판과 기적을 풍해 

또 교회에서 여집사의 직무가 존재하지만 이는 재사장의 기농률융 수행하기 위해서 

만를어진 것이 아니며， 이률온 여성의 정숙을 위해 정결(즉 세혜)， 의학적인 조샤 혹 

용 사고의 시기 동 여자의 몸이 드러나는 때를 쩨외하고는 어떠한 공식척인 일도 수 

행하도록 허용되지 없k다~ .. "(충해 ... 이러한 방식으로 질서와 교회적 일치가 척철하 

게 현저히 보전되어 왔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거나 남자에 

게 권위훌 행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에픽파니우스 r약상자'J 79 .343)-

초기 여성과 중세 여성들은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아 

전통적인 육체쩍 여성상이나 사회적 역할올 극복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 내 

에서 주변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r사도전송」은 여성 

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올 맡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여성들은 기도하 

고 가르치는 지틀의 말을 듣는 것만 허락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들이 사제직 

을 맡는 것은 자연올 거스르는 것 혹은 이방인이 가진 무신론의 무지한 관행으로 

보아 비판했다. 이는 초기 교회가 여성 지될띨올 남성 중심의 제사장적 직제와 

차별을 시키며 여성의 활동을 사적인 역할로 제한했던 바률 잘 보여준다.씨) 교회 

의 제도와 사체의 권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세 교회 또한 여성에게 종교 지도 

43) 서원모 퉁 면역， 위의 책， p. 182. 
44) 위의 책， pp. 169;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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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여성 신비가와 금욕수행자를 평범한 

신자 혹은 평범한 신자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로 간주하여 그리스도교의 중심적 

인 직분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중세에 들어와 교육받은 성직자의 역할이 강화되 

면서 여성들은 성직에 더욱 어올리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45) 하지만 중세 여성들 

은 이런 위치에 머무르지 않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이 수행할 수 있는 종교적 활동 

올 찾으려고 노력했다. 중세 여성들은 수통적인 신지에 머물지 않았고 금욕과 이 

에 따르는 트랜스、 환상， 기적 퉁올 통해 교회 안에서 X낸들의 위치를 인정받고 

자했다. 

우선 중세의 여성금욕수행자들은 극단적인 금식과 이에 수반하는 기적을 통해 

대중과 교회에서 권위를 확보하과 했다. 중세에 들어와 교회의 권위와 형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성녀의 X벼는 확보될 수 없었다. 여성들은 그리스도교 사제가 

될 수 없었지만 픔식과 고행을 통해 권위를 확보했다. 여성들의 환상과 신과의 밀 

접한 관계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권위를 인정받았다.46) 중세의 여성 

들 중에서도 후반뱀l 나타났던 여성들은 특히 황훌경， 환상， 신비주의적 현싱k들 

을 더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 47) 이는 중세의 후반부로 갈수록 교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더더욱 자리를 잃어가는 데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12세 

기 중엽에는 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동 여성 종교가들이 고립되었으며 12세 

기가 끝날 무렵에는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에서 여수도원장이 다스리던 많은 수도 

원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여성에게 억압적이었던 그리스도교 내에서 여성들은 환 

상을 통반한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양태를 보였고 이는 남성 중심적이었던 당시 

교회 권위를 벗어나 여성만의 종교적 위치를 확보송}는 것이었다. 물론 이들의 종 

교적 자기표현은 여성 인구의 중개 베긴회 수도원의 발전 둥으로 더욱 크게 증가 

했지만 14세기에 들어와 이단과 마녀로 몰리기도 했다. 유명한 여성 신비가였던 

마저리트 뽀레뜨도 이단을 몰려 화형당한 바 있다'.48) 

여성 수행지들에게 환상과 기적의 체험은 중요했다. 빙겐의 힐데가르드는 어혔 

을 때부터 종교적인 성향올 보였는데 다섯 살부터 환상올 체험했다. 그녀는 오랫 

45) 거다 러너， 위의 책， p. 11 3. 
46) 위의 책， p. 81. 

47) Catherine M. Mooney, “Voice, Gender, and the Portrayal of Sanctity," in Catherine 
M. Mooney ed., Gendered Voices: Medieval Saints and Their Interpreter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9, pp. 30-3 1. 

48) 거다 러너， 위의 책， pp. 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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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자신의 신비 경험을 숨기고 있다가 마혼 두 살에야 이 환상이 신의 뜻이라 

는 것올 깨닫고 이를 공개했다. 그 이후로도 그녀는 인간 모습을 한 신을 보거나 

종말올 보는 둥 환상올 목격했고 이러한 그녀의 경험들은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 

다. 

그리고 나는 신의 신비 속에서， 님쪽의 미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놀랄 정 

도로 아륨다운 형상올 보았다. 그 형상은 사랍의 형태를 했으며 그 얼굴은 

너무 아륨답고 빛이 나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정도였다 

그리고 금빛 넓은 테가 그 머리를 두르고 있었다 49) 

힐데가르드의 경험이 수녀들과 그녀의 영적 조언자들에게 인정을 받자 트리어 

(Trier) 종교회의가 그녀의 영감올 확인했고 그녀는 신비주의자， 특히 여성 신비주 

의자로서는 드물게 공식적인 권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더 나。}가 교황 유제니우 

스 3세(Eugenius m, 1383 -1447)가 임명한 위원회로부터 환상의 진정성을 인정 

받자 그녀는 공적 인물이 되었고 그 영향력이 전 유럽에 미칠 수 있었다)0) 

환상과 신비체험을 통한 권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중세 여성금욕수행자들은 

당시의 교회와 써들을 비판하면서 그란도교 안에서 영향력올 행사하파 했 

다 사제가 될 수 없었고 주로 평신도의 신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여성 수행 

자들은 사제와 교회에 단순히 종속되는 것올 거부했다. 이들은 교황의 곁에서 영 

향력올 행사하거나 교회의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드높이기도 했다 힐데가르드는 

서신 교환을 통해 신학적인 물음에 웅대하기도 했지만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악의 세력과 가까이하는 것을 경계하고 꾸짖기도 했다51) 가타리나의 경우 

신과의 환상 체험을 글로 옮겼는데 이 책에서 그녀가 만난 하나님이 당시 사제 

계충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걸쳐 서술되고 있다 

지극히 사랭하는 딸애 나는 저들을 내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다리 위 

에 올려 세우고 순례자들에게 성교회의 성사들로 봉사하도록 배려했건만， 

저들을 오히려 다리 아래에 흐르는 사악한 강으로 뛰어들어 세속의 쾌락과 

49) Hildegard of Bingen, Book of Ð;v;ne Works, Matthew Fox eds., New. Mexico: 
Bear & Company, 1987, p. 8. 

50) 거다 러너， 위의 책， pp. 84-86. 、. , 
51) Hildegard of Bingen, 위의 책. pp. 27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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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움으로 가득찬 그 강풀 속에서 자신의 직분을 수행환다 ... -(중혜 ... 저들 

은 사제이기에 그 결과는 속세인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참혹할 것이다. 똑 

같은 죄라도 저을에게 내릴 정벌은 속세의 직업을 가진 다른 이들에 비해 

서 훨씬 가혹할 것이다052) 

여성 금욕수행자들의 사제， 교회 비판은 성찬식의 기적과 관련되어 부각되기도 

한다. 중세 여성들은 금식파 병행하여 성찬식과 관련된 기적을 몹소 겪으면서 남 

성 사제만이 성창식올 집전할 수 있었던 여성 억압적인 권위에 도전했다 사제는 

남성들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성찬식올 여성이 거행할 수는 없었으며 여성은 

제탄을 만지는 것조차 금지 당했다. 극심한 금식을 행했던 중세 여성들은 사제들 

에게 성찬을 자주 행하기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그들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제가 이들에게 성찬식올 열기를 거부할 때에도 여성들 

은 환상올 통해 신으로부터 직접 성찬을 받는 기적올 체험했다. 이는 사제를 통하 

지 않고서라도 여성이 예수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가타리나의 경우 역시 그녀가 자주 성찬식을 요청하자 주례자들은 

그녀에게 집례해주기를 거절했다. 그녀의 환상에서 하나님온 다른 사람， 즉 사제 

를 매개하지 않고 성령이 직접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사제의 권위를 우회 

적으로 부정하고 었다. 그녀의 요청과는 달리 미사가 성찬식 없이 끝나자 허탈해 

했던 가타리나에게 신운 직접 나타나 그녀와 합일하고 성체를 베풀었던 것이다. 

나는 아버지로서의 내 권농과 내 외아들의 지혜와 성령의 자비로 그녀 

의 오성을 밝혀주었다.왜냐하연 우리는 하나요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이 

다.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은 나와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되어 그녀의 육체가 

땅에서 솟아올랐다. 그 영혼이 사랑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나와 이룬 결합 

이 그녀 자신의 육체와 이룬 결합보다 더 완벽해진 까닭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거대한 심연 속에서 나에게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써 그녀의 갈망올 채울 수 있었다 내가 그녀를 정말로 만족시켰다는 중표 

로， 그녀는 자신의 육체적 강킥을 통해 실로 놀라훈 방법으로 내 ‘진리’，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우러나오는 맛과 향을 여러 날 느 

끼며 지냈다53) 

S2) 시에나의 가타리나， 위의 책. p. 409. 
53) 여기에서 거론되는 여성온 가타리나 그 자신이다. 시에나의 가타리나， 위의 책. pp. 

45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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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의 매개적인 역할올 부정하는 것 외에도 사제가 비도덕척인 일을 저질렀다 

는 것을 밝히는 데에 중세 여성들의 성찬식 기적이 사용되었다. 혹은 고의적으로 

나 실수로 사제들이 여성들에게 성화되지 않은 성체를 주었을 때에 여성틀은 이 

를 분별하기도 했다. 코르토나의 말가리다{Margaret of Cortona, 1 247-1297)는 순 

결하지 않았던 사제의 손이 성찬식 중에 까망게 보이는 환상을 체험했으며 꾀 

실수로 성화하지 않은 성체를 그녀에게 주었을 때 이를 토해냈다. 중세의 이러한 

종류의 기적은 여성들에게만 일어났다는 점이54) 주목할 만하다 중세 여성들의 성 

찬식 기적은 사제의 매개적 역할 없이도 여성이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었고， 더 나아가 사제의 비도덕성을 비판하는 데에도 유용했다. 

마지막으로 중세 여성들은 그리스도교의 권위적인 교리나 수행이 여성의 육체 

성에게 부파했던 부정적인 관념이나 수통성올 내재화시키지 않았다. 당시 교부들 

은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시키 기 위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Philo of Alexandria, 

8CE 20-AD 50)의 논의를 적용시켜 남성이 합리적이라면 여성이 덜 합리적이며 

더 육체적이고 성적(性뼈인 폰재로 보았다~55) 하지만 중세 여성들은 남성올 영혼， 

여성은 육체와 연관시키는 관점을 고수하면서도 여성이나 여성의 특정인 육체성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여성이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교부들의 주장을 중세 여 

성률이 받아들였다면 금식 역시 욕정의 .통제를 위한 목적에서 주로 수행되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골롬바 둥 몇몇 여성틀은 금식과 순결올， 성척인 욕망과 탐욕을 

연결시키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여성 작가들은 욕정에 거의 판심올 두지 없t다. 

오히려 이들의 금식은 남편이나 사회로부터 강요되었던 성적인 대상이 되길 두려 

워하고 피하려는 것에 가꺼운 것이었다，.56) 

오히려 중세의 여성금욕수행자들은 신에게 나얘}는 데에 자신틀의 육체성을 

사용했다. 앞에서도 디루었듯이， 금욕을 수행했던 여성 수행자들의 신비체험은 몸 

에 초점을 두었다. 힐데가르드의 제자였던 쇠나우의 엘리사베트(Elisabeth of 

Schönau, 1129-1165) 역시 트랜스 상태에서 몸이 중요하여， 신의 힘을 폼으로 느 

끼고 천사에 의해 몸이 회복되었다57) 이들은 영혼의 부활과 합께 육체의 부활도 

믿었는데， 여성이 육체에 가깝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고통을 더 체험할 수 있으 

54) Bynum, Holy FeaSI and Holy Fasl, pp. 114-129; 228-229. 
SSl Bullough, 위의 글， p. 188. 
56) Bynum, Holy Feast and Hoψ Fast, pp. 214-215. 
57) Anne L. Clark, “Representations of Elixabeth of Schönau," in Mooney ed., 위의 

책，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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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육체가 부활하는 데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다 힐데가르드는 2낸의 환상체험을 

기록하며 창조 때에 신이 생명에 폼이라는 옷올 입혔고， 인성을 부여해 신의 영광 

올 완성할 수 있게 했다고 보았다)8) 

여성금욕수행자들은 교부들이 여성올 비판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던 원죄 

에 대한 관정도 달리했다. 힐데가르드는 타락을 유발한 이브보다는 구원자로서의 

이브를 강조했다. 그녀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하고 부드러워서 타락했다는 점은 인 

정하지만 아담이 타락했으면 그의 죄가 더 강해서 구원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녀에 따르면 창조주가 이브를 신체적으로 연약하게 만들었기 때 

문에 타락은 예정되었던 것이다，.59) 중요한 것은 타락 이후에 이루어질 구원이었 

다 

여성에게 전통적으로 부여되던 수동성 역시 여성금욕주의지들은 거부했다. 이들 

의 경험올 기록했먼 남성 기록자들과는 달리 여성 수행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역 

할에 더 강한 자이를 부여했으며， 기록된 것보다 더 활동적， 권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었다. 성인열전 기록자인 레이몬드{Raymond of Capua)가 빠뜨린 부분에서 

가타리나는 X댄올 활동적이고 권위적인 사도로 규정했다. 클라라는 씨。1 예수 

의 발자취를 쫓는다고 하여 자신의 주체성올 부각시켰지만 기록자와 교황은 그녀 

가 “신의 어머니가 남긴 발자취”가 되었다고 수통적으로 기록하기도 했다.60) 이처 

럼 남성 기록자들이나 사제들과는 달리 중세의 여성금욕수행자들은 자신의 금욕올 

적극적인 훨동으로 보았고 자신에게 더 많은 권위를 부여했다. 수동성을 단순히 

거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 금욕수행자들은 예수의 여성성， 하나님의 여성 

성올 주창하기도 했다. 힐데가르드는 위대한 역사적 사건들을 서술할 때에는 신에 

게 남성 명칭올 사용했지만 무한한 우주적 사건올 설명할 때에는 신에게 여성 상 

정올 사용했다:61) 많은 여성 금욕수행자들은 신이나 예수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했고 자신이 예수를 직접 먹이는 어머니의 환상을 체험하기도 했다. 

중세 여성들의 종교적 지위 획득 역시 여성이라는 맥락 하에 이루어졌다. 여성 

들은 신비 경험으로 교회 안에서 일정한 권위를 획득했지만 여전히 사제나 신학 

자와는 다른， 여성 신비주의자라는 일종의 범주에 속했다. 이들은 중세 교회의 구 

조 안에서 어떤 직책올 가질 수는 없었다 여성이 신비 경험올 아무리 한다 해도 

58) Hildegard of Bingen, 위의 책， p. 16. 
59) 거다 러너， 위의 책， pp. 93-95. 
6이 Mooney, 위의 글. pp. 10-14. 
61) 거다 러너， 위의 책， pp. 95-96. 



122 종교와 문화 

그녀가 사제가 될 수는 없었고 그 여성의 종교적인 위치는 교회 내에 자리 잡을 

수 없었다 .. 62) 그리고 여성틀은 사제나 교회를 비판했지만 이틀에 맞서 반기를 든 

것은 아니었다 환상과 신비 경험을 통반한 중세 여성급욕수행자들은 명신도로서 

카리스마적 모텔이라는 다른 모델을 제시했을 뿐 사제나 교회롤 대체하려고 하지 

는 않았다63) 하지만 오히려 여성률은 교회의 직분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유 

롭게 환상올 체험하고 금욕을 실천했다고도 볼 수 있다. 교회의 정통에 완전히 속 

하지 않아도 되었던 여성의 종교적 역할올 이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여성의 

육체성올 받아들여 이를 육체의 금식이나 예수의 육체적 고통을 체화시키면서 이 

루어냈던 이들의 금욕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보았을 

때 중세에 금욕을 수행했던 여성들은 종교적 영역에서도 여성이라는 정체성올 거 

부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종교적 여성이라는 틀 안에서 금욕 수행과 신비 체험 

올 극대화시킴으로써 종교적 권위톨 인정받고자 했다. 엘리사베트는 환상에서 천 

사에 의해 이끌려 자신의 책파 힐데가르드의 책이 책 더미에 꽂혀있는 것올 확인 

하여 -^l-신의 경험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 속에 속했옴을， 즉 중세 여성들의 

신비 체험이라는 전통 속에 었다는 것올 확언했다. 

V. 결론 

중세 사회와 정통 그리스도교 교회는 여성에게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종교 

적으로 한정된 역할만올 부여했다. 중세 여성은 육체적으로 성적인 대상， 재생산 

의 의무， 음식과의 동일성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은 가정 내 

에서 옴식을 제공하는 역할과 더불어 침묵과 순종의 의무를 강요했다. 종교적으로 

도 교회는 여성들을 사제로 임명하길 거부했으며 이들의 활동영역을 교회가 통제 

하파 했다. 중세 여성들의 신비 체험까지도 사제틀이 통제했으며 이를 인정하느 

냐 마느냐는 남성들에게 달려있었다. 

하지만 중세의 여성금욕수행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주체적인 종교적 지위를 획득하파 했다. 이들은 신비 경험올 통해 속세의 결혼 

대신 신과의 결혼， 합일올 원했고 이를 체협했다. 이는 자신틀의 여성성을 거부한 

62) Caroline Walker Bynum, “Women’s Stories, Women’s Symbols," pp. 80-81. 
63) Bynum, Holy Feasl and Holy FaSl,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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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육체와 가까운 여성들의 정체성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것이었다. 사회 

적으로도 자선사업 퉁올 통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올 먹였으며， 이는 여성들의 

“먹이는}’ 역할을 가정에서 사회로 확장시킨 결과였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도 어디까지나 조력자로서의 여성 정체성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서 여성들은 권위적인 지위를 받지 못했지만 환상， 신비 체험， 트랜스를 통 

해 교회와 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틀은 환상과 기적올 통해 사제와 교회 

‘ 를 비판하기도 했지만 반항하지는 않았으며 여전히 종교적 여성이라는 틀 안에서 

금욕올 수행하고 신비 체험을 했다. 이러한 모습은 여성에게 매우 억압적인 이슬 

람에서도 챙}볼수 있다 이슬랍 사회에서 매우 그 역할을 제한받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여성성을 수용하면서도 남성 중심적인 전통 외의 의례를 행하거나 여성들 

끼리 모여 행하는 의례， 트랜스를 통반한 치료 퉁을 통해 종교적 활동올 영유했 

다.64) 

결국， 중세 여성신비주의자들은 여성에게 억압적이었던 사회와 종교 전통 안에 

서 종교 활똥을 영위할 자리를 찾아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영역은 여전히 여 

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것이었다 바이넘은 중세의 남성 성인과 여성 성 

인틀올 구분했다. 중세 남성 성인들은 금욕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버렸지만 여성 성인들은 버렬 것이 거의 없었다. 여성은 이미 주변적인 위치 

에 있었고 사회적 드라마{social drama)를 통해 급격히 변화하거나 모든 것올 버 

리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성녀들은 남성 성인들과는 달리 영성을 추구하는 과정 

에서 젠더를 전복시키거나 일생올 완전히 바꾸는 경험을 덜 체험했다65) 여성 금 

욕수행자들 역시 여성에게 억압적이었던 사회적 종교적 관념올 완전히 부정하거나 

여성성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지는 없t다. 대신 이들은 종교적 여 

성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금욕올 수행하였고 자신들의 여성적 위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리스도교 안에서 종교적 위치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주제어: 중세 여성， 신비주의， 금욕주의， 자기부정， 중세 그리스도교 

64) Eleanor Abdella Doumato, Getting God's Ear: Women. Islam. and Healing in 
Saudi Arabia and the GulJ, NY; Columbia Univ Press, 2000. 

65) Bynum, “Women's Stories. Women’s Symbols," pp. 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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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acticing Self-negation and Elevating Status 

of Christian Ascetic Women in the Middle Ages 

Lee, Mi띠i 

In most established religion, many women have been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exploring religious trutb or practicing active roles as religious leaders. In 

sacred books or doctrines, women have been frequently regarded as negative or 

inferior beings to be contro l1ed by men. In several cases, however, religious 

women have not remained passive giving up taking important part in religions. 

Rather, tbey find other ways to do central activities and take important status 

in religions. The ascetic practices of the medieval Christian women in Europe 

are good examples to show women’s efforts to manage religious life on their 

own. By doing severe self-negation, ascetic women could acquire new religious 

status freed from the typical women’s roles in the field of physical, social, and 

religious positions. Their practices were not focused on denying their being 

women but utilized womanhood to accomplish ideal life as Christian women. 

First, the ascetic women denied their expected physical roles in procreation 

during the Middle Ages. From ancient times, procreation wa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s of women. Nevertbeless, the ascetic medieval 

women refused to marry and bave sexual relationships with their husband 

against expectation of society and family. For example, Catherine of Sienna 

took a vow of cbastity when she was only eight years old. After grown up, 

she also cut their hair by herself to avoid forced marriage by her parents and 

she started solitary life. For ascetics, celibacy was thought of the ideal Iife of 

christians ascetic men and women in the M iddle Ages, especially, tended to 

decide celibate life from wben they were children. Moreover, the medieval 

female ascetics practiced more extreme fast for much longer time tban the male 

ascetics did. These practices ref1ected the c10se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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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ity which both of Christian men and women acknowledged. However, 
the women did not accept the negative image of female body. They regarded 

their body as method to practice ideal life by avoiding sexual relationship and 

doing extreme fas t. 

Second, the ascetic women could gain opportunities to manage public roles 

not bound to domestic life. Household affairs as well as procreation were the 

basic duty to most women in the medieval europe. In contrast, the female 

ascetics refused to be kept at home and many of them fought against family 

who forced these women to do housework. In particular, they refused to 

prepare food to men in their family like Columba of Rieti or Magery Kempe. 

Instead of household affairs, these women tended to choose public roles by 

demanding what ' they wanted to religious or p이itical males. Hildegard of 

Bingen, for instance, used her miraculous experience and disease to force an 

abbot to approve to build a monastery for women. Moreover, these women 

could travel around the Christian world in the form of pilgrimage and practice 

charity in public, which were not accepted to normal women. 

Third, the female ascetics took active religious roles with criticizing male 

priests and experiencing miracles. There were significant limitation for women 

to do religious practices. W omen could not be priests, teachers, or formal 

preachers since these roles were regarded as male domain in Christianity. In 

the Middle Ages, the authority and formation of Christian church were 

established and women were excluded from the formal status belong to the 

church. However, the ascetic women tri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by 

extreme fast and following mystical experiences, which gave them authority to 

criticize even priests. Hildegard achieved authority by visions and mystical 

experiences and could criticize the Pope to choose the right decision. Also, 
women were generally excluded from priests’ roles, especially giving the 

Eucharist. Many ascetics women could challenge authority of priests when the 

priests refused to give the Eucharist to them. Instead of obeying to the priests, 
these women directly received milk or the Host from Jesus in their vision. 

Above of all things, these female ascetics seemed not to accept tb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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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on tbeir physicality and womanhood. They even insisted on tbe 

femaleness of Jesus or God. 

In Conclusion , despite limitations on tbeir religious role, the medieval 

Christian women could practice active religious roles witb self-negation and 

mystical experiences. Tbese women found the way to overcome tbeir typical 

roles in tbe pbysical, social and religious field. However, they did not deny 

their femaleness which was tbought of negative quality by some of the F.athers. 

Instead, they utilized their femaleness to practice ideal life and gain autbority 

as active Christians. 

Key words: Medieval Women, Mysticism, Asceticism, Self-negation, 

Self-denial, Christianity in the Middle 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