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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김 윤 성* 

지난 수십 년 간 인문·사회과학 전반의 학문적 풍토률 근본적으로 바 

꾸어놓은 핵심 키워드의 하나는 ‘차이’였다. 계급， 인종， 젠더， 문화， 식 

민성， 성향 같은 개념과 범주들이 전변에 등장하면서 차이에 대한 논의 

는 더욱 두렵고 정교해졌으며， 결국 이런 차이들올 간과한 보편성의 거 

대담론은 무너졌다. 그러나 학문 전반의 이런 변화와 달리 종교학계에 

서 차이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물론 조나단 Z. 스미스(Jonathan Z. Smith)처럽 이미 20여 년 전부터 

* 서울대 종교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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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종교학자가 있기는 했지만， 1) 종교학계 대부 

분이 간직해 온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의 이상은 그 보편성의 

후광으로 차이에 대한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는 

종교학의 뿌리이자 핵심 영역인 비교종교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교 

에 관한 최근의 방법론적 논의들에서 차이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가되 

기 전까지，2) 비교종교학은 주로 유사성과 이로부터 귀결되는 (또는 연 

역되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데만 전념해왔다. 

그러나 종교학계에서도 일찍부터 차이에 대한 관심을 개진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1970년대부터 ‘여성과 종교’ 또는 좀더 포괄적으 

로 ‘젠더와 종교’에 관심을 기울여온 일군의 종교학자들이 포함되어 있 

다 여기에는 다수의 여성주의적 여성들과 소수의 친-여성주의적 3) 남 

성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들은 젠더를 중심으로 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 

에 주목함으로써 종교학의 전체적 인 윤곽을 재편해왔다. 특히 그들은 

1) 스미스의 거의 모든 저작이 차이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특히 
다음 논문은 비교종교학에 관련된 차이의 문제를 이론적 으로 검토한 최초 
의 본격적 인 논의다. Jonathan Z. Smith, “In Comparison a t\ lagic 
Dwells:‘ in lmagining Religion: From Babylon to JonestovlIJ、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82, pp.19-35. 

2) 비교방법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 중에 산발적으로 발표된 글들을 제외하고 
공동작업의 성과를 묶어낸 것들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ú) 1994년 북 
마종교학회 심포지엄의 성과물인 Jllethod and Theoη씌 “The New 
Comparativism in the Study of Religion: A Symposium" 특집 (Vol. 8, 

No. 1. 1996); (Z) Kimberley C. Patton과 Benjamin C. Ray가 편집한 A 

JlIagic Stilj Dwells: Comparative Religion in the Postmodem Ag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mia Press, 2000; @ 2000년 세계종교학 
회 패널토론의 성과물인 Numen의 “ Comparativism Then and Now: 

Stocktaking and Critical Issues in the Formation of Cross-Cultural 
Knowledge" 특집 (Vol. 48, No. 3, July 2(01). 

3) ‘친-여성주의’(pro-feminism)라는 말은 여성주의의 문제의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온 남성들이 1990년대부터 스스로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 
작한 용어다. 이는 마이클 S. 킴벨이 여성주의에 대한 남성들의 태도를 크 
게 ‘반-여성주의’(anti-feminism) ， ‘남^d주의’(masculinist) ， ‘친-여성주의’의 

세 가지로 구분한 데서 기인한다. l\1ichael S. Kimmel , 페1troduction ，" in 
I\ Iichael S. Kimmel & Thomas E. I\ losmiller eds. , Against the ηde: 

Pro-Femi띠st Jl!en in the United States 1776-1990, Boston: Beacon 
Press , 1992,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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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교들에서 개진된 여성주의척 도전과 변화의 이론적·실천적 성 

과를 적극 수렴함으로써 비교종교학이 진정 차이를 위한 학문으로 거듭 

나게 했다. 

그런데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져다준 이런 결실에도 불구하고 

종교학이나 비교종교학의 역사를 다룬 기존의 연구사들에서는 이 점이 

제대로 검토된 거의 적 이 없다.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의 태동기부터 

1980년대 초의 방법론 논챙기까지 종교학/비교종교학의 전체 연구사를 

다룬 에릭 J. Aþ프(Eric J. Sharpe)나4)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종교 

학의 분야별 연구동향올 집대성한 프랭크 훼일링 (Frank Whaling)은5) 

그 어디서도 젠더와 종교 관련 연구성과롤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종교 

의 본질， 기능， 묘사， 언어， 비교 등 그 목적과 방법에 따른 분야별 연 

구사를 정리한 월터 H. 캡스(Walter H. Capps)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6) 

이 책들에서 간혹 여성 고고학자， 인류학자， 철학자， 종교학자들이 언급 

되기도 하지만， 그들은 ‘여성주의’ 학자가 아닌 단지 ‘여류’ 학자로서만 

동장할 뿐이다. 

한편 캡스는 책의 말미에서 종교학의 미 래를 전망하면서 차이의 문 

제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여성주의 이론가 뤼스 이 

리가레이 (Luce lrigaray)를 예로 들면서 젠더가 차이에 관련된 중요한 

범주이며， 그것이 종교학에게 차이에 대한 성찰올 열어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7) 뿐만 아니라 종교학 이론과 방법론에 관한 최근의 논쟁을 

4) Eric J. Sharpe. Comparative Religion: A Histo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5; 1986 (2nd ed.). 초판은 1970년대 초까지의 연구 
사률 다루었으며， 재판에는 그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연구사가 추가 
되었다. (초판 번역온 에릭 샤프 r종교학， 그 연구의 역사J. 윤이홈윤원철 
옮김， 한울. 1986). 

5) Fr장lk Whaling ed.. a아7temporary Approaches to the 5tudy 01 
Religion in 2 Volumes, VoL 1: Humanities. Berlin: l\1outon. 1983; 
Vol. 2: Social5，α;ences. 1985 (2권 번역은 F. 째일링， r현대종교화과 사 

회과학J. 이용범·이진구 옮김， 서광사. 2(00). 
6) 、N하lter H. Capps‘ Reli휠ous 5tudies: the Afaking 01 a Discipline. 

I\I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월터 H. 캡스 r현대종교학 담론J. 
김종서 외 옮김， 까치. 1999). 

7) lbid. p.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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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는 논문집들이나 최근에 간행된 종교인류학과 종교사회학 입문 

서들에서도 대개 젠더 관련 논의가 중요한 이론적·방법론적 문제로 반 

드시 포함되고 었다 8) 그러나 이 런 논의들에서 부분적 인 연구사가 검토 

되기도 하지만， 종교학 일반이나 비교종교학에서의 젠더와 종교 관련 

연구사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지는 않는다. 물론 리타 .[1.1. 그로스(Rita .[1.1. 

Gross)가 포괄적인 연구사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종교학계 전반의 연구 

와 각 종교별 연구에 고루 지변을 할애하다보니， 젠더와 종교에 관한 

비교종교학적 연구의 역사는 매우 소략하게만 다루고 있다.9) 결국 아직 

까지 종교학 일반이나 비교종교학에서의 젠더와 종교 관련 연구사에 대 

한 전반적인 서술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8) 종교학 이론과 방법론에 관련하여 젠더문제를 논한 글로는 다음이 있다: 
Susan Brooks Thistlethwaithe , “Religion and Gender," in William 
Scott Green & Jacob Neusner eds. , The ReJigion Factor: An 
Introduction to How ReJigion 1I1atters, Lol미sv파e ， Ke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1996 , pp.149-165; Oaniel Boyarin , “ Gender," l\ lark 
C‘ Taylor ed. , in CáticaJ Terms for Religious Stud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98, pp.117-136; Sue l\ lorgan , 
“ Feminist Approaches," in Peter Connolly ed. , Approaches to the 
Study of Religion, 1ρndon: Cassell , 1999, pp.42-72; Randi Wame , 
“Gender," in Willi Braun & Russell T. l\IcCutcheon eds. , Guide to the 
Study of ReJigion, London: Cassell , 2000, pp.140-154; Randi Wame , 
“l\ laking the Gender-Critical Tum ," in Tim Jensen & l\1ikael 
Rothstl하in eds. , Secular 까leoáes on ReJigion: Current Perspectives, 
Copenhagen: .Museum Tusculanum Press , 2000, pp.249-260; Rosalind 
I. J. Hackett , “ Power and Periphery: Studies of Gender and Religion 
in Africa , " in Armin W. Geertz & Russell T. l\1cCutcheon eds. , 

Perspectives on 1I1ethod and Theory in the Study of Religion, 

Leiden: Brill , 2000, pp.238-244; Helena Helve , “까le Formation of 
Gendered World Views and Gender Ideology ," in lbid., pp.245-260; 
젠더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종교인류학과 종교사회학 개설로는 다음이 있 
다 Fiona Bo'、.vie ， π'Je AnthropoJogy of ReJigion: An lntroduction, 

Oxford: Blackwell , 2α)(); William H. Swatos , Jr. , Kevin J. Christiano 
& Peter Kivisto eds. , Sociology of Rehj밍on: Contemporary 
Development, Walnut Creek , Calif.: A1taMira Press , 2002. 

어 Rita 1\1. Gross , Feminism and ReJigion: An lntroduction, Boston: 
Beacon Press , 1996 (리타 l\1. 그로스 r페미니즘과 종교J ， 김융성·이유나 

옮김， 청년사， 1999), pp.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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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필자는 이 글에서 비교종교학 분야에서 이루 

어진 젠더와 종교 관련 연구의 성과와 현황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종교연구와 판련된 다양한 여성 및 남성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한 편집과 협력의 성과를 살필 것이다. 이어서 여성주의를 표방해 

온 여성 종교학자들과 친-여성주의적 입장을 취해온 남성 종교학자들 

의 개인적 인 저술들을 살필 것이다. 그 후에는 비교의 렌즈와 젠더의 

렌즈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비교종교학의 미래에 전망을 열어주는지에 

대해 간략히 고찰할 것이다. 젠더와 종교에 관한 연구는 현재 세계 종 

교학계에서 가장 풍성한 연구성과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분야로， 이를 

다 망라하자면 너무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초점올 

종교학의 주요 영역인 비교종교학에 국한하고， 대상도 영어권 연구성과 

에만 한정할 것이다. 그럼 논의를 시작해보자. 

2. 편집과 협력 (1): 자료집， 개설서， 사전 

젠더 와 종교에 관한 비교종교학적 연구의 가장 기본적 이 고도 주된 

작업은 다양한 관심올 가진 여성 및 남성 연구자들의 편집과 협력을 통 

해 이루어져왔다. 

편집과 협력의 첫 번째 방식은 다양한 자료룰 수집하여 자료집을 만 

드는 것으로， 그 최초의 것은 1973년에 간행된 줄리아 오파올린Oulia 

O’Faolain)과 로로 마틴즈(Lauro J\ Iartines) 편집의 r신의 이미지를 넘 

어서: 그리스에서 빅토리아기까지 역사 속의 여성들J(Not in God능 

lmage: Women in History from the Greeks to the Victorian히이 

다 10) 여기에는 고대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유럽에서 여성이 썼거나 여 

성에 관해 씌어진 다양한 글들이 담겨있다. 물론 아직 젠더문제에 관한 

이론과 방법론이 체계화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그 자료들은 선택 기준 

이 모호하다. 특히 여성혐오로 가득한 자료들이 많은데， 이는 단지 억압 

10) Julia 0 ’Faolain & Lauro Martines eds .. Not in God능 ínage: Women 
in History from the Greeks to the Victonan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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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에만 근거한 것으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균형 잡힌 기 

준이 아니다. 게다가 자료의 범위도 서양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집은 그리스도교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서양 내의 종 

교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었으며， 특히 자료 수집을 위한 최초의 시도에 

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작업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가치를 안정받을 

만하다 11) 

오파올린과 마틴즈의 책 이후 10여 년 동안은 비교종교학적으로 유 

용한 자료집이 거의 간행되지 않았다. 이는 한편으로 연구자들이 각 종 

교별 여성 관련 자료집 간행에 전념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자료집보다 

는 개설서나 논문집 간행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 

대에 간행된 두 권의 자료집은 매우 주목할만하다. 하나는 수잔 캐힐 

(Susan Cahill)이 편집한 『지혜로운 여성들: 2천년 동안의 영적 기록』 

(WJse Women: Over Two Thousand Years of SpÍn'fuaJ WrùÍng by 

Women, 1996)이다 12) 캐힐은 이 책에 시대， 지역， 전통， 장르를 념나 

드는 방대한 자료를 모아놓고 있다. 그 범위는 수 천 년에 걸쳐 있고， 

동서양을 가로지르며， 수필， 시， 기도문， 기사， 소설， 회상록 등을 아우 

른다. 또 그것은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도교 등 

의 주요 종교 전통뿐 아니라 아메리카 토착민과 현대의 여신 운동가의 

영성까지도 망라한다. 특히 캐힐은 ‘영성’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서 비종교적인 글들에서까지 영성적 목소리를 찾아내는데， 이로써 이 

책은 비교의 범위를 좁은 의미의 ‘종교’ 자료로부터 문화 전반의 ‘종교 

적’ 자료에 이르기까지 한 층 넓은 범위로 확대시키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시리니티 영 (Serinity Young)이 편집한 「여성이 쓴， 여 

성에 관한 성스러운 텍스트 모음집J(AnthoJogy of Sacred Texts by 

and about Women, 1993)이다 13) 이 책에는 성서， 쿠란， 마누법전 같 

11) 이는 약 20년 후 이 책의 재판이 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Julia 
0 ’ Faolain & Lauro I\ lartines eds. , Not in God능 Jmage: Women iη 

History from the Greeks to the Nineteenth Century, San Fran<디ISCO: 

HarperCollins Publishers , 1990. 
12) Susan Cahill ed. , l#se Women: Over Two Thousand }상ars of 

Spiritual Writing by Women, New York: W. W. Norton , 1996. 
13) Serinity Young eds. ‘ Anthology of Sacred Texts by and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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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경전과 법전에 씌어있는 여성 관련 내용들과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 

의 영성과 종교경험을 담아낸 편지나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비록 더 

많은 전통과 지역을 망라하지는 못했지만， 균형 잡힌 감각으로 그리스 

도교， 이슬람교， 힌두교의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수집해 놓고 있다. 캐힐 

이 문화 전반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한다면， 영온 좀더 전통적 인 의미의 

종교적 자료를 수집한다. 따라서 캐힐의 자료는 그 방대함만큼 주마간 

산의 피상적 인 한계를 지닌다. 반대로 영의 자료들은 세밀하고 꼼꼼하 

지만 그 범위가 다소 협소하다. 결국 캐힐과 영은 제각기 작업올 했지 

만， 그들이 모은 자료들은 서로가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세심한 자료 선별과 꼼꼼한 편집은 자료집 제작이 젠더와 종교 

에 관한 비교종교학적 연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다-
한편 2000년에는 로즈메리 스키너 첼2HRosemary Skinner Keller) 

와 로즈메리 래드포드 류터(Rosemary Radford Ruether)가 엮은 r우리 

들 자신의 목소리로: 4세기 동안 미국 여성들의 종교적 인 글들J (1n Our 

Own Voices: Four Centuries of American Women ’'s Religious 

따j떠Igs)이 간행되었다 14) 여기에는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는 물론 흑 

인， 신종교， 토착민 여성들이 남긴 방대한 자료가 집대성되어 있으며， 

각 글마다의 상세-한 해제는 물론 켈러와 류터가 쓴 비교종교학적인 서 

론과 결론이 부가되어 있다 15) 

편집과 협력의 두 번째 방식은 전통별·지역별로 젠더와 종교 문제를 

개관한 개설서를 편집하거나 집필하는 것이다. 개설서 편집은 1980년 

대부터 시도되어서， 1987년에는 종교 전반의 젠더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 두 권의 개설서가 동시에 간행되었다. 하나는 우잘라 킹 (Ursula 

King)이 편집한 r세계종교들 속의 여성: 과거와 현재J( Women in the 

Women. New Yok: Crossroad. 1993. 
14) Rosemary Skinner Keller & Rosemary Radford Ruether eds .. fn αr 

Own Voices: Four Centuries 01 American Womens ReJigious 
Writi째:s'， Louisville. Ke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15) Keller, “Introduction: Gender and the 1\1ulticultural Worlds of Women 
and Religion in America." pp.1-16; Ruether. “ Growing Pluralism, 
New Dialogue," pp.425-467 in J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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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능 Religions: Past and Present)이고， 16) 다른 하나는 아빈드 샤 

마(Arvind Sharma)와 캐서린 K. 영 (Katherine K. Young)이 함께 기획 

한 종교와 여성 시리즈의 첫째 권 『세계종교들 속의 여성J(Women jη 

World Religions)이다 17) 두 책은 모두 세계의 다양한 종교 전통들에서 

의 여성들의 종교적 삶을 개관한 글들을 모았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킹 

의 책이 몇몇 주요 종교 전통에 국한해서 전반적 인 개관과 주요 논제를 

조망하고 있는 반면， 샤마와 영의 책은 좀더 많은 종교 전통을 아우르 

면서 전반적 인 개관올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1990년대에는 더 많은 개설서들이 나왔다. 샤마와 영은 종교와 여성 

시리즈 기획을 계속하여 다섯 권의 책을 더 펴냈다. 사리즈 둘째 권인 

『현대 세계종교들 속의 여성J(Today능 Women in World Religions, 

1994)은 첫째 권에서 다루었던 종교들의 현대적 상황을 개관하고 있 

다 18) 다만 유교와 도교에 관한 장은 공산화와 분열 이후의 중국과 대 

만에 관한 장으로 대체되었으며， 그로스의 종합적이고 이론적인 결론이 

부가되었다 19) 셋째 권인 『종교와 여성 J(Religion and Women, 1994) 

은 기존에 다루지 않은 소수 종교들-아메리카와 아프리차의 토착종교 

들， 신도， 자이나교， 조로아스터교， 시크교， 바하이교-에서의 여성들의 

과거와 현재를 개관하고 있다.20) 이하의 권들은 모두 첫째 및 둘째 권 

의 속편으로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 관한 

글들이 주로 담겨있다. 넷째 권인 『여성주의와 세계종교들J(Feminism 

16) Ursula King ed. ‘ Women in the World ’s Religions: Past and Present, 
New York: Paragon House , 1987. 

17) Arvind Sharma ed. with an introduction by Katherine K Young , 

Women iη World Religion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1987. 

18) Arvind Sharma ed. , with an introduction by Katherine K Young , 

Today능 Women in Wo셔'd Religion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1994. 

19) Rita 1\1. Gross, “Studying Women and Religion: Conclusions Twenty 
-Five Years Later ," in Jbid , pp.327-361. 

20) Arvind Sharma ed. 써th an introduction by Katherine K YOllI핍， 

Religion and Wome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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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orld Religions, 1999}은 이들 각 종교들에서 여성주의적 각성이 

일면서 어떤 변화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개관하고 있다 21) 여기에는 특 

히 종교학계와 종교계의 전반적 인 맥락에서 여성주의적 도전과 변화의 

의의를 밝힌 영의 결론적 후기가 부가되어 있다 22) 다섯째 권인 r그녀 

의 목소리， 그녀의 신앙: 세계종교들에 대한 여성들의 발언J(Her 

Voice, Her Faith: Women Speak on World Religions, 2003}23)은 위 

의 주요 종교들에 토착종교들과 여성주의 영성운동올 추가하여 그 내부 

자의 시각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주체로 각 종교들 

에 참여해 왔는지롤 개관하고 있다. 시리즈 여섯째 권인 r그녀의 눈으 

로: 세계종교들에 대한 여성들의 관점 J( 자'TOugh Her Eyes: Women s 
Perspectives on World Religions, 2003}은 다시 주요 종교전통을올 

중심으로 역시 내부자의 시각에서 이들 각 종교들이 인간화와 여성해방 

에 기여해온 전통적 유산과 현대적 노력올 개관하고 있다 24) 

이밖에 또 다른 개설서로는 진 호움(Jean Holm)과 존 바우커{John 

Bowker}가 편 집 한 『종교 속의 여 성 들J( κTomen jη Religion, 1994},25) 

레오나드 그롭(Leonard Grob)과 리핏 핫산(Riffat Hassan) 그리고 하 

임 고든{Haim Gordon}이 편집한 『여성과 남성의 해방: 영훈의 중언』 

(Women ’5 and Alen ’5 Liberation: Testimonies 01 Spirit, 1991},26) 

그리고 존 C. 레인즈(John C. Raines)와 다니엘 C. 매과이어 (Daniel C. 

1\ 1aguire)가 편집한 r남성은 여성에게 무슨 빚올 졌는가: 세계종교들에 

21} Arvind Sharma and Katherine K. Young eds. , Feminism 때d Wo셔d 

Religion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22} Young , “Postscript ," in Jbid , pp.279-312. 
23} Arvind Sharma & Katherine K. Young eds .• Her Voice. Her Faith: 

Women Speak on Wo셔'd Religions. Boulder. Col.: Westview Press, 
2003. 

24) Arvind Sharma & Katherine K. Young eds .• Through Her Eyes: 
Women ’S Perspectives on World Religions. Boulder. Col.: 、Nestview

Press , 2003. 
25) Jean Holm & John Bowl‘.er eds .. Women in Religion. London: Pinter 

Publishers. 1994. 
26) Leonard Grob, Riffat Hassan & Haim Gordon eds .• μ0men능 and 

AIen ’s Liberation: Testimom'es of Spirit. 、Nestport. Conn‘: Greenwood 
Publishing GrouP.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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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성들의 목소리JOf꺼at AIen Owe to Women: Jl/en 낭 Voices from 

World Religions. 2001)27) 등이 었다. 

호움의 책은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 시크교， 중국종 

교， 일본총교에서의 종교와 여성 문제를 개관하는데， 형평성을 위해 종 

교전통을 알파뱃순으로 배열하는 배려를 보인다는 점 외에는 (물론 중 

국과 일본을 별도의 장으로 끝에 배치한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다) 기존 

의 다른 개설서들보다 다소 내용이 미흡하다. 한편 다른 두 책은 남성 

들이 중요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롭 등이 편집 

한 책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의 여성 및 남성 신자들 

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각 종교들의 평등적이고 해방적인 측면올 서술 

한 글을 모아놓고 있으며， 이로써 종교가 지닌 진정한 인간화의 이상이 

여성과 남성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올 역설하고 있다. 한 

편 레인즈 등이 편집한 책은 매우 독특한데， 이 책은 오직 남성들만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여기 

에는 이슬람， 유대교， 가톨릭， 개선교， 불교， 도교， 아프리차 및 아메리 

카의 토착종교 등을 전공한 남성 연구자들이 각 종교 전통에서 어떻게 

종교가 억압뿐 아니라 해방의 역할도 했는지를 서술한 글들이 살려 있 

다. 물론 이러한 이중성이야 여성들도 지적해온 바이지만， 이 책의 남성 

저자들은 기존 자료를 재해석하고 충분히 조명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과거 전통이 성차별적이기만 하지는 않았음을 밝혀낸다. 그들 

은 자신들이 “여성들의 비판에 위축되지 않으면서 (과거의) 남성들이 

도덕적인 백치 이상의 역할을 하기도 했음을 밝혀내고자” 했다고 밝히 

면서， 여성들의 평가와 비판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었다”는 결론 

으로 책을 마친다.28) 실제 이 책에는 많은 찬사와 비판이 쏟아졌는데， 

평가야 어쨌든 그들이 여성주의자들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균형 

잡힌 학문을 위해 노력한 진-여성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만 

은 분명하다. 

27) John C. Raines & Daniel C. l\laguire eds .. Tfhat lI /en (Æ~ to Women: 
JlJen 낭 Voices from World Religions. A1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ool. 

28) l\ laguire. “ Conclusion." in Ibid.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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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설서 중에는 종교 일반이 아니라 신화， 여신， 의례， 성인 같은 

특정 주제에 관련된 것들도 줄곧 간행되었다. 신화와 젠더에 관한 포괄 

적 인 개셜서는 아칙 없다. 이는 신화 관련 연구가 주로 여신에 집중되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서린 K. 영과 아빈드 샤마가 지은 「여성 이미 

지들: 불교， 힌두교， 이슬람 전통의 신화， 철학， 인간에서J(!mages 01 

the Feminine: lIIythic, Philosophic and Human in the Buddhist, 

Hindu, and !slamic Traditions, 1974)는 비록 인도에 국한되기는 하지 

만 인도 내 다양한 종교들의 신화， 종교， 문화에서 나타나는 여성 이미 

지를 비교하고 있어서， 신화와 여성에 관한 모범적 인 비교종교학적 개 

관으로 꼽올만하다 29) 

여신에 관한 개설서로는 칼 울슨(Carl 이son)이 엮은 『여신의 책， 과 

거와 현재: 그녀의 종교에 대한 입문서 J (The Book 01 the Goddess, 

Past and Present: An !ntroduction to Her Religion, 198:잉130:、‘ 그라 

고 샌드라 벌링 턴(Sandra Billington)과 미 란다 그린 C1\liranda Green}이 

엮은 r여신의 개념 J( The Concept 01 Goddess, 1996)31)이 었다. 올슨 

의 책은 선사시대 여신들， 고대 근동의 이쉬타르， 이집트의 이시스 및 

하토르， 그리스와 로마의 어머니 여신들， 가나안과 히브리의 여신， 성모 

마리아， 영지주의의 소피아， 인도의 칼리， 락슈미， 라다를 비롯한 다양 

한 여신들， 중국의 관음보살，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나이지리 

아의 오윤， 현대 미국의 여신숭배 퉁에 관한 개관올 비롯하여， 여신의 

현대적 함의에 관한 그로스와 캐롤 P. 크라이스트CCar이 P. Christ)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32) 한편 벌링턴과 그련의 책은 켈트， 로마， 노르 

29) Katherine K. Young & Arvind Sharma, lmages 01 the Fermnine: 
JI1ythic, Philosophic and Human in the Buddhist, f!Jndu, and Is1armc 
Traditions, A Bibh，앵raphy of Women in lndia, Chico, Calif.: New 
Horizons Press, 1974. 

30) Carl Olson ed. , The Book of the Goddess, Past and Present: An 
lntroduction to Her Religion, New York: Crossroad, 1983. 

31) Sandra Billington & 1\1iranda Green eds. , 1차 Concept of Goddess, 

Iρndon: Routledge. 1996. 
32) Rìta 1\1. Gross, “Hindu Fernale Deities as a Resource for the 

Contemporary Rediscovery of the Goddess ," pp.217-230; Carol P. 
Christ, “ Symbols of Goddess and God in Feminist π1e이앵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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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 코카서스， 일본을 아우르는 고대와 현대 신화와 종교들에서의 여 

신들의 성격과 그 숭배의 의미를 개관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실린 글 

들은 여신이 단순히 ‘여성적 인’ 역할 외에 훨씬 더 다양한 이미지와 역 

할을 지니고 있었음올 규명하고 있다. 

의례와 젠더에 관해서도 포괄적인 개설서는 아직 없다. 다만 북미의 

상황을 개 관한 마조리 프록터 -스미 스(l\ larjorie Procter-Smith)와 자넷 

R. 월튼(Janet R. Walton) 편집의 『숭배하는 여성: 북미의 다양성에 대 

한 해 석 J( Women at Worship: lnterpretations of North American 

Diversity, 1993)33)과 레슬리 A. 노스럽 (Lesley A. Northup)이 편집한 

r여성과 종교의례J( Women and Religious Ritual, 1993)34) 정도가 있 

을 뿐이다. 이들은 북미 내의 다양한 종교적·세속적 의례들을 포괄하는 

비교종교학적 관점을 견지한다. 전자는 기독교와 유대교는 물론 흑인， 

아메리차 원주민， 히스패닉 사회에서 여성들의 경험이 어떻게 의례에 

생기를 불어넣어 왔는지를 개관하고 있다. 후자의 범위는 좀더 방대한 

데 여기서는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같은 전통 종교들뿐만 아니라， 흑 

인여성들의 종교문화와 할로윈과 샤머니즘 같은 민간신앙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유행과 아름다움의 세속의례나 춤 같은 대중문화에 대 

한 논의들， 그리고 여성과 의 례에 관한 포괄적 이고 이론적 인 논의들도 

수록되어 있다. 

성인다움과 젠더에 관해서는 샤마와 영이 펴낸 종교와 여성 시리즈 

일곱 째 권인 『세계종교들 속의 여자성인들J( Women 5aiηts in World 

Religions, 2000)35)이 있다. 여기에는 주요 종교전통들의 여자 성인과 

현자들에 관한 글들이 들어있다. 물론 이 시리즈 전체가 그렇듯이， 각 

글마다 서술 내용이나 논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종교에서 

pp.231-251 in Ibid 
33) l\ larjorie Procter-Srnith & Janet R. Walton eds. , Women at Worship: 

Interpretations of North American Diversity, Louisville ‘ Ken.: 
Westrninster John Knox Press , 1993. 

34) Lesley A. Northup ed. , Women and ReJigious RituaJ, Washington , 
D.c.: Pastoral Press , 1993 

35) Arvind Shanna ed. with an introduction by Katherine K. Young , 
Women Saints in Wo셔'd ReJigion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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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성인의 위상과 의미나 성인다움의 규정과 성인 만들기 과정에서 

작동하는 젠더 메커니즘올 상세히 논한 영의 탁월한 서문36)과 더불어 

어쨌든 이 책은 이 주제에 관한 최초의， 아직까지는 유일한 개설서로 

자리 잡고 있다. 

편집과 협력의 세 번째 방식은 사전의 간행이다. 1980년대부터 간행 

되 기 시작한 각종 사전들은 젠더 와 종교에 관한 비교종교학적 자료와 

연구률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다.37) 1987년에 간행된 r종교백과사전』 

(Encyclopedia of Re1igion)38)에는 여성학， 여성， 남성， 젠더， 섹슈얼리 

티 둥에 관한 많은 항목들이 수록되었다.39) 많은 정보와 기존 연구성과 

를 망라한 이 항목들은 젠더와 종교에 관한 비교종교학적 연구를 집대 

성하고 었다. 물론 항목마다 관점과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여성주의적 

시각의 명확한 문제의식을 담은 글이 있는가 하면， 별다른 관점 없이 

36) Young , “Introduction ," in lbid., pp.1-38. 
37) 물론 모든 사전이 종교학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바바라 

G. 워커의 사전들은 방대한 작업과 독창적 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영성운통가로서 그녀의 편향적 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들은 객관 
적 정보를 담은 사전이라기보다는 여성주의 영성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 지침서에 불과하다. Barbara G. Walker, 1꺼e Womans 
EncycJopedia of JtIyths and Secrets, San Francisco: Harper 
SanFrancisco , 1983; η1e Woman ’'s L치dionary of SymboJs and Sacred 
Obiects, San Francisco: Harper SanFrancisco , 1998. 

38) l\ lircea Eliade ed. , 암1cycJopedia of ReJigion, New York: l\ lacmillan , 

1987. 
39)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Androgyne" (1\1. Eliade & W. D. 0 ’Flaherty , 

Vo l. 1, pp.276-81; “ Feminine Sacrality" (N. E. Auer FaHι Vo l. 5, 
pp.302-12); “Gender Roles"(p. R. linn, Vol. 5, pp.495-501); 

“ Goddess Worship" (J. ]. Preston, Vo l. 6, pp.35-59); “Gods & 
Goddesses" (T. 1\1. Ludwig, Vo l. 6, pp.59-66); “Hierod띠eia" (F. A. 
l\ larglin, Vo l. 6, pp.309-13); “Hieros Gamos" (K. W. Bolle , Vo l. 6, 
pp.317-21); “ Homosexuality" (G. Hardt , Vo l. 6, pp .445-53); “Iρve" 

(8. Long, Vo l. 9, pp.31-40); 깨laπiage" (E. Tumer & P. R. Frese , 
Vo l. 9, pp.218-21); “l\Iasculine Sacrality" (1\I. H. Klaiman , Vo l. 9, 
pp.252-58); “ Phallus" (R E. George , Vo l. 11 , pp.263-69); “Sexuality" 
(1\1. Eliade , Vo l. 13, pp.183-89); “Virgin Goddess" (C. P. Christ , Vo l. 
15, pp.276-279); “ Women’s Studies" <c. Buchanan, Vo l. 15, pp.433-
40); “Yoni" (F. A. I\larglin, Vo l. 15, pp.530-5) in lbid. 



64 종교학 연구 

또는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단지 잡다한 사실을 나열하기만 한 것도 있 

다. 하지만 대표적 이고도 유일한 종교학 백과사전에 젠더와 섹슈얼리티 

에 관해 이토록 많은 항목이 수록되었다는 것은 종교학계에서 이에 관 

한 논의가 이미 그 학문적 관심의 본령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에는 주목할만한 사전들이 여릿 간행되었는데， 우선 언급할 

만한 것으로는 헬렌 티어니 (Helen Tierney)가 편집한 『여성학 백과사 

전: 역싸， 철학， 종교~( Women ’S StUdlés Encyc/opedia: Hlstory, 

PhJJosophχ and ReJigj’'on, 1991 )40)가 었다. 모두 세 권으로 된 『여성 

학 백과사전~41)의 마지막 권인 이 사전은 100명이 넘는 세계 각국의 

여러 학문분야 연구자들이 참여한 방대한 사전이다. 그런 만큼 종교 관 

련 항목들에서도 시대와 지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종교들을 망라하고 있 

으며， 다학문적 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슬람 관련 항목이 누 

락된 것이나 종교에 대해 접근하는 시각이 천차만별이라는 한계가 있기 

는 하지만， 서양 외에 인도， 중국， 일본， 아프리카， 아메리카 퉁의 종교 

들을 포함시카며 지역적 균형성을 유지한 점이나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 

자들이 집필에 참여하고 있는 점은 나름대로 공헌하는 바가 크다 

이 시기에는 또한 특정 주제에 관한 두 종류의 사전이 간행되었다. 

하나는 마사 앤(1\lartha Ann)과 도로시 마이 어 즈 이 벨(Dorothy I\ lyers 

lmel)이 쓴 『세계 신화 속의 여신들~ (Goddesses in WorJd l1JythoJogy, 

1995)이 고，42) 다른 하나는 다이 안 아포스톨로스-카파도나(Diane 

Apostolos-Cappadona)가 편집한 『여성과 종교예술 사전~ (Dictionary 

of Women in ReJigious Art, 1998)이다.43) 전자는 세계를 문화권별로 

나누어 각 지역의 여신， 신격화된 여성， 마녀， 그리고 여성적인 정령， 

유령， 요정， 괴물， 악마에 관한 수많은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후자는 

40) Helen Tiemey ed. , Women ’s Studies 앙JcycJopedia: 테story， P1JJlosophy, 
and Religion, Westport , Conn.: Greenwood Publishing Group, 1991. 

41) 1권(VJéws lrom the Sciences, 1989)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2권 

(Literature, Arts, and Leamù핑" 1990)은 문학과 예술 분야의 여성학적 

연구성과를 담고 있다. 

42) l\lartha Ann & Dorothy 1\1yers lmel , Goddesses in World JtJythology, 

Santa Barbara, Calif.: ABC-CLIO, 1993. 
43) Diane Apost이os-Cappadona ed. , μ낀ionary 01 Women in Religious 

Aπ，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비 교의 랜즈와 젠더의 렌즈 65 

다양한 종교예술에서의 여성 역할과 이미지률 다루는데， 여기에는 여신 

들， 천상의 존재들， 악마들， 은유적 존재들， 전설적 인 여성들뿐 아니라 

역사 속의 여성들-종교 지도자들， 여성 예술가들， 여성 작가들， 여성 후 

원자들-에 관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한편 젠더와 종교 일반에 관한 좀더 포괄적 인 사전도 두 종류가 간 

행되었다. 하나는 시리나티 영을 비롯한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편집한 

r여성과 세계종교 백과사전J (EncycJopedia 01 Women and World 

ReJigion, Vo l. 1-2 , 1999)이고，44) 다른 하나는 준 멜비 베노위츠(June 

1\1elby Benowitz)가 지 은 r미 국 여 성 과 종교 백 과사전J (Encyc]opedia 

01 American Women and ReJigion, 1998)이다.45) 전자는 종교와 젠더 

연구와 관련된 최초의 유일한 본격적 백과사전이며， 후자는 북미에 국 

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역시 다양한 종교전통올 망라하는 포괄성을 지니 

고 있다. 1990년대에 간행된 이 네 종류의 사전들은 모두 체계적인 편 

집과 서술로 짜여진 역작들로， 어떤 것이든 종교와 젠더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정리함으로써 이 주제에 관한 

비교종교학적 연구의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 편집과 협력 (2): 논문집과 학술지 

편집과 협력의 네 번째 방식은 논문집 간행이다. 즉 구체적 인 종교적 

현상이나 주제와 관련된 젠더문제를 탐구한 논문을 모으거나 공동연구 

를 수행하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는 그 성과가 가시화된 세 편의 

논문집이 간행되었는데， 리타 1\1. 그로스가 편집한 『남성중심주의를 넘 

어서: 여성과 종교에 관한 새로운 에세이들J(Beyond 쩌1drocentrism: 

New Essays on Women and ReJigion, 1977)은 단연 그 효시 다.46) 

44) Serinity Young, Susannah Heschel , Jane 1. Smith, Caroline Walker 
Bynam & Francisca Cho eds. , 앙lcyc]opedia 01 Women and World 
Religion, Vol. 1-2, New York: I\ lacmillan Reference USA. 1999. 

45) June Melby Benowitz. Encyc]opedia 01 Amencan Women and 
Religion, Santa Barbara, Calif.: ABC-CLIO, 1998. 

46) Rita 1\1. Gross ed. , Beyond Androcentrism: New Essays o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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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종교학과 신학의 여성주의적 변형을 논한 글들，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여러 종교들을 비교한 글들， 성서에 대한 재해석올 시도한 글 

들， 여성신학의 주요 논점을 다룬 글들， 그리고 궁극적 실재에 대한 언 

어와 이미지의 여성적 변형을 다룬 글들이 수록되어 았다. 비록 편집 

구성이 산만하고 서술 내용에 편차가 심하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논문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논의를 개진하고 있올 뿐 아니라 함 

께 어우러지면서 교차문화적 인 비교연구의 가능성올 열어주고 있다. 특 

히 그로스는 책머리에 붙인 방법론적 서론에서 종교학올 지배해 온 남 

성중심적 편견을 벗어나 양성균형적 관점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 

는데， 이는 종교학과 비교연구를 위 한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공식적 으 

로 천명한 사실상 최초의 정식화이다 47) 

이 시기에 간행된 또 다른 논문집으로는 주디스 호크-스미스(Judith 

Hoch-Smith)와 아니타 스프링 (Anita Spring)이 편집한 「의례와 상징적 

역할에서의 여성 J( Women in Ritual and Symbolic Roles, 1978) ,48) 

그리고 캐롤 P. 크라이스트와 주디스 플래스코(Judith Plaskow)가 편집 

한 「깨어나는 여성영혼: 종교 관련 여성주의 논문집 J( Womanspirit 

Rising: A Feminist Reader in Religion, 1979)49)이 있다. 전자는 주 

요 전통 종교들 및 다양한 토착종교들의 의례와 상정에 나타나는 여성 

이미지와 역할을 분석한 글들을 모아놓고 있으며， 후자는 여성신학과 

여신운동의 활발한 신학적·실천적 논의들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후자는 

비록 서양의 맥락에 국한된 논의이기는 하지만， 서양 내 종교 여성운동 

의 상반된 두 흐름간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와 대화에 

기초한 연구의 중요한 선례를 제공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중요한 서l 편의 논문집이 간행되었는데， 리타 그로스 

와 낸시 아우어 폴크(Nancy Auer Falk)가 엮은 『말해지지 않은 세계 

and ReJigion, l\lissoula, l\lont.: Scholars Press, 1977. 
47) Gross, “Androcentrism and Androgyny in the Methodology of History 

of Religions ," in Ibid , pp.7-21. 
48) Judith Hoch-Smith & Anita Spring eds. , Women in RituaJ and 

SymboJic RoJes, New York: Plenum Press , 1978 
49) Carol P. Christ & Judith Plaskow eds. , Womanspirit Risi.η'1[: A 

F능minist Reader in Relig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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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비 -서 구 문화권 여 성 들의 종교적 삶J( “7spoken WorJds: Women 's 

ReJigious Lives in Non-Western CuJtures, 1980)은 그 중 대표적 인 

것이다 50) 여기에는 비서구 세계의 다양한 종교전통과 학문분과에 관련 

된 여성 연구자들이 문헌과 구전， 자신의 경험， 기존 연구성과를 망라하 

여 해당 종교에서의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한 글 

들이 실려 있다. 이로써 필자들은 문헌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여성들 

의 생생한 종교적 삶에 근거한 연구를 개진한다. 이 책은 또한 전통별 

이나 지역별로 논의를 나열하지 않고 대신 이들올 일정한 유형별로 묶 

고 짤막한 서론을 통해 각 유형의 일반화를 시도한다. 이로써 이 책은 

여성들의 종교적 삶을 전체적 이고도 체계적 으로 조망해내고 있다.51) 이 

와 같이 그 기획의 참신성과 독특한 구성 덕분에 이 책은 계속 수정·보 

완을 거치며 재판과 3판이 간행될 정도로 지금까지 그 중요성을 인정 

받고 있다.52) 

다른 하나는 캐롤라인 워커 바이넘 (Caroline Walker Bynum) , 스티 

븐 하렐(Stevan Harre ll), 폴라 리치먼(Paula Richman)이 편집한 『젠더 

와 총교: 상정들의 복합성에 관하여J(Gender and ReJigion: On the 

CompJexity of SymboJs, 1986)이다.53) 이 책에는 동서고금의 다양한 

50) Rita M. Gross & Nancy Auer FaH‘ eds. , Unspoken Wo서'ds: Women 능 
Religious Lives in Non- Westem CuJtures, San Francisco: H와per & 
Row, 1980. 

51) 각 유형의 표제는 다음과 같다: “만남: 비범한 여성들" “영혼의 부름을 받 
은 여성들: 샤먼들과 영매들" “양날 위에서: 아내와 어머니를 위한 의례 
들" “그늘에서 나오기: 남성-지배 체계 속의 여성들" “성공적 인 사례들: 
균형과 평퉁올 이룬 여성들과 남성들" “여성들의 힘: 신비적 모델과 신성 
한자원" 

52) Rita 1\1. Gross & Nancy Auer Falk eds. , 띠spoken Worlds: Women능 
Religious lives, Belmont, Calif.: Wadsworth, 1989 (2nd ed.); 2000 
(3rd ed.): 기존의 글올 빼거나 새 글올 넣은 것 외에 재판과 3판에는 중요 
한 변화가 있었다. 재판부터는 비서구 종교뿐 아니라 서구 종교들에 관한 
논의도 수록하고 있는데， 부제에서 ‘비서구’라는 표현이 삭제된 것은 이 때 
문이다. 3판에서는 기존 필자들이 직접 내용을 수정하고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53) Caroline Walker Bymun, Stevan 뻐πell & pa띠a Richman eds. , Gender 

and Religion: on the Complexity of Symbols, Boston: Beacon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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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들에서 젠더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구성되며， 어떤 모호한 상정으로 

역할하고， 거기에는 어떤 상이한 관점들이 투영되는지를 분석한 논문들 

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책에는 거의 비슷한 수의 여성들과 남성들 

이 필자로 참여하고 있어 젠더와 종교 관련 논의에서 양성간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실증해 보이고 있다. 한편 다이아나 L. 

에크(Diana L. Eck)와 데바키 자인(Devaki Jain)이 편집한 r신앙에 대 

해 말하기: 여성， 종교， 사회변화에 대한 교차문화적 관점들~(Speaking 

01 Faith: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Women, Religion, and 

Social Change, 1986)54)도 다양한 주제의 논의를 수록한 주목할만한 

논문집인데， 특히 이 책은 인도종교 전공자들이 편집한 만큼 그 어떤 

책보다도 균형 잡힌 탈-서양중심적 감각이 돋보이는 책이다. 

1990년대에는 그야말로 폭발적 인 논문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 

에서도 특히 우잘라 킹이 편집한 『종교와 젠더~ (Religion and Gender, 

1995)55)는 이론적 성찰과 경험적 탐구를 결합한 중요한 논문집으로 평 

가받는다. 여기에는 종교학， 인류학， 해석학， 신학， 여신운동 등에서 제 

기되는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과 서양 종교전통들 

및 아프리카와 일본의 종교 등에의 여성문제에 관한 구체적 인 분석을 

개진한 논의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킹이 집필한 각 파트의 서론들은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하면서 체계적이고 비교종교학적인 평가를 시도하 

고 있다. 

이밖에도 이 시기에는 미국 내 여러 종교들에서의 여성 성직자 현황 

과 변화를 종교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것，56) 여성의 머리를 묶고 치장하 

고 가리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신화적 이미지와 종교적 규율 그리고 사 

회적 관습이 어떻게 여성 정체성의 부정과 직결되는지를 해명한 것，57) 

54) Diana L. Eck & Devaki Jain eds. , Speaking 01 Faith.' Cross-c띠'tural 

Perspectives on Women, Religion, and Social Chan용e， London: 
Women’s Press, 1986. 

55) Ursula King ed. , Religion and Gender,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1995. 
56) William H. Swatos , Jr. ed. , Gender and Religion, New Brunswick, 

N. ].: Transaction Publishers , 1994. 
57) Howard Eilberg-Schwartz & Wendy Doniger eds. , αγ μith “~r 샤'!ad! 

the Denial 01 Women ’50 Identity in Afyth, Religion,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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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교에서 나타나는 판에 박힌 여성 이미지와 여성 관련 통념을 분 

석한 것，58) 동서고금의 다양한 신화와 종교 그리고 문학과 관습에서 나 

타나는 젠더 역전의 특성과 의미롤 분석한 것，59) 남북 아메리카의 기독 

교， 중동과 중국의 이슬람， 이스라엘의 유대교， 인도의 힌두교， 스리랑 

카의 불교 등을 망라하며 여성들이 어떻게 근본주의로부터 제약올 받고 

또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지를 분석한 것，60) 창세기에 내재한 젠더적 요 

소에 대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다양한 이해 방식을 비교한 것 61) 

둥과 같이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논문 

집으로 묶여서 간행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좀더 심화된 이론적·방법론적 논의를 담은 논 

문집들이 대거 간행되고 있다. 엘리자베스 A. 카스텔리 CElizabeth A. 

Castelli)가 편집한 r여성， 젠더， 종교: 논문집J (Women, Gende.ζ Religion: 

A Reader, 2001)62)은 1980년대 이후 발표된 논문들 중에서 중요한 이 

론적 문제를 제기한 글들을 모아놓고 있다. 카스텔리는 서문에서 ‘여 

성’， ‘젠더’， ‘종교’ 같은 범주들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게 된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런 범주들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체·재구성하는 새로운 이 

론적 성찰의 펼요성을 역셜하고 있다 63) 이런 의도에서 선택되고 취합 

된 26편의 논문들은 다양한 학문분과와 종교전통을 념나들면서 분석과 

비판의 범주를 재고하고， 기원과 정체생 문제를 고찰하며， 종교경험과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mia Press , 1995. 
58) Ria Kloppenborg & Wouter 1. Hanegraaff eds. , Female Stereotypes 

in Religious Traditions, Leiden: E. 1. Brill , 1995. 
59) Sabrina Petra Ramet ed. ‘ Gender Reversals and Gender CuJtures, 

Longon: Routledge , 1996 (사브리나 P. 라멧 편 r여자， 남자， 그리고 제3 
의 성: 젠더 역전과 젠더 문화J ， 노최영숙 옮김， 당대. 2(02). 

6이 Judy Br뼈 & Joan l'vlencher eds.. A!ixed Blessl때'5: Gender and 
Religious Fundamentalism Cross CuJturally, London: Routledge, 1997. 

61) Kristen E. K、ram. Linda S. Schearing, Valarie H. Ziegler eds .• Eve & 
Adam: Jewish, Christian, and Afuslim Readings on Genesis and 
Gendeκ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9. 

62) Elizabeth A Castelli ed. with the assistance of Rosamond C. Rodman, 

Women, Gender, Religion: A Reader. New York: Palgrave. 2001. 
63) Castelli , “Women, Gender. Religion: Troubling Categories and 

Transforming Knowledge," in fbid.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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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의 정치 (body politic)에서 작동하는 젠더 논리를 해부하고， 종교학계 

내의 젠더 역학을 분석한다. 

한편 아빈드 샤마가 편집한 『종교학 방법론. 여성학과의 접점』 

(AIethodoJogy in Religious Studies: the Jnterface with Women ’s 
Studi강s， 2002)64)은 현상학， 해석학， 역사학， 신학， 인류학， 심리학， 사 

회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여러 종교연구 진영에서 여성주의적 문 

제의식이 어떤 방법론적 변화를 가져다주었는지를 검토한 글들을 수록 

하고 었다. 이 책은 종교학과 여성학의 만남이 얼마나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주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젠더와 종교에 관한 비교종교학 

적 논의의 이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다. 이밖에도 우잘라 킹이 

편집을 맡은 『젠더， 종교， 그리고 다양성: 교차문화적 관점들.iJ (Gendeκ 

ReJigion, and Diversity: Cross-CuJturaJ Perspective낱)65)、이 곧 깐행 

될 예정이어서 이론적·방법론적인 논의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편집과 협력의 마지막 방식은 학술지 간행이다. 1970년대 초에 해리 

r-.1. 벅 (Harry H Buck)은 「아니마: 경험적 저널.iJ (Anima: An Expen'entiaJ 

JournaJ, 1974-1994)을 창간했는데， 이는 젠더와 종교에 관련된 최초 

의 학술지다. 이 학술지는 비록 초기에는 여성주의적 논의를 충분히 담 

아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점차 젠더와 종교에 관한 심화된 논의들이 수 

록되면서 폐간될 때까지 20년 동안 이 분야의 연구에 적지 않은 공헌 

을했다. 

1980년대에는 중요한 두 개의 학술지가 창간되었는데， 버클리 연합 

신학대학원(Graduate Theological Union)의 여성과 종교 센터에서 펴 

내는 『여성과 종교 저널.iJ UournaJ of Women and ReJigion, 1981- ’ 

부정기 반년간)과 하버드대에서 주디스 플래스코와 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Elizabeth Schüssler Fiorenza)가 창간한 『여성주의 종교학 

6이 Arvind 앙larma ed. , Jllethodology in Religious Studies: the Interface 
1t7'th Women 능 Studies, A1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2. 

65) Ursula King & Tina Beattie eds. , Gender, Religion, and Diversity.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w York: Continuum lntemational 
Publishing Group, 20(μ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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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낼J( The Journal 01 Feminist Studies 01 Religion‘ 1985- 、 반년 

간)66)이 그것이다. 전자가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신학적 논의를 주로 수 

록하고 있는 것과 달리， 후자는 마양한 종교와 연구방법올 망라하는 명 

백한 비교종교학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후자는 매호마다 일정 

한 주제를 집중 조명하는 특집논문들과 다양한 주제의 개별논문들올 수 

록함으로써 젠더와 종교에 관한 논의를 확대·심화시켜 왔다. 또한 이 학 

술지에는 다양한 섹션이 있는데， 이들은 여성화적 논의의 현주소와 여 

성문제 및 여성운동의 현황을 점검하고 양자를 결합시킴으로써 실천적 

이론의 산설 역할올 하고 었다.67) 

1990년대에는 아빈드 샤마와 캐서린 K. 영의 책임편집 아래 r세계종 

교 여 성 연 깐 라 묶J (1ñe Annual Review 01 Women in World Reli.효ions， 

1991- 부정기)가 창간되었다. 뉴욕 주립대 출판부(SUNY Press)에서 

펴내는 무크지 형태의 이 학술지는 같온 출판사에서 샤마와 영의 주관 

아래 간행되어온 일련의 개설서 및 논문집의 연장선상에 었다. 지금까 

지 모두 6권이 간행된 이 무크지는， 비록 많은 수의 논문은 아니지만， 

매 호마다 새로운 주제를 발굴함으로써 젠더와 종교에 관한 비교종교학 

적 논의가 심화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 편집과 협력의 다양한 노력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 

의를 지닌다.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젠더와 종교에 관한 비교종교학적 

연구의 기반 자체가 조성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66) 이 학술지는 시카고의 Scholars Press에서 간행하고 있다. 공동 창간자들 
중에서 피오랜자는 지금까지 계속 책임편집을 말고 있으며， 플래스코의 후 
임으로는 에밀리 M. 타운즈(Emilie 1\1. Townes, 1995-2α)())에 이어 현재 
력 푸이란(Kwok P비-lan ， 2001- )이 책임편집을 맡고 있다. 

67) 논문 이외의 섹션 구성은 다음과 같다: CD Living lt Out: 세계의 여러 종 
교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성주의적 연구와 운동의 현황에 대한 보고 및 
분석; (2) Roundtables: 논쟁적·방법론적 이슈에 관한 다양한 여성주의적 입 
장들간의 대화와 토론; CID In a Different Voice: 여성주의척 시， 산문， 명 
상， 전례， 예술; @ Speaking Out: 정치적·이론적 현안에 대한 편집진의 시 
평; (5) Review Essays: 특정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들에 대한 개관파 논 
의. @ Cutting Edges: 학문분괴흩 넘나드는 선도적 학자둘의 독창적 인 에 
세 이 . (f) Special Sections & Special Issues: 저 명 한 여생주의 학자의 작 
업에 담긴 핵심적 인 이론적 이슈와 주제에 대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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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기반일 뿐이다. 비교종교학의 과업은 단순히 다양한 자료들을 수 

집하거나 개별적인 연구성과들을 취합한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 

다. 비교종교학의 궁극적 인 목적 은 명 확한 목적 아래 다양한 종교전통 

이나 종교현상을 비교하면서 이로부터 유사성과 차이를 이끌어내고 이 

를 역사적 맥락 안에서 유형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편집과 협력에 힘 

쓴 남녀 종교학자들의 공헌이 비록 중요하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비교종교학적 연구는 개인적 인 작업이나 공동 연구를 통한 실질적 인 비 

교와 분석 그리고 유형화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 이제 여성 및 

남성 종교학자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4. 여성 종교학자들의 공헌: 여성주의 비교종교학 저술들 

편집과 협력올 통해 다양한 자료와 연구성과가 축적되는 것과 별도 

로， 많은 여성 종교학자들은 일찍부터 단독으로 젠더와 종교에 관한 비 

교종교학적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 중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사람은 

데니스 라드너 카모디 (Denise Lardner Carmody)다. 그녀는 1979년에 

『여성과 세계종교들J( Women and μ'orld Religions, 1979)올 저술했는 

데， 이는 개인 저술로는 이 분야 최초의 것이다 68) 이 책에서 카모디는 

고대종교， 인도종교， 동아시아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등에서 나타 

나는 여성억압의 역사와 현재를 개관한다. 그녀의 입장은 소박하다. 그 

녀는 여성주의자들이 흔히 종교를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인 것으로 여겨 

여성해방의 장애물로 보는 것과 달리， 종교와 억압올 동일시하지 말고 

대신에 종교에서 해방의 요소를 찾아내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차별의 “쭉정이”로 가득한 종교들로부터 평 

등과 해방의 “알곡”을 골라내는 것이다 69) 

68) Denise Lardner Carmody. Women and Wor1d Religions, Nashville , 

Tenn.: Abingdon, 1979 <D. L. 카모디 r여성과 종교J ， 강돈구 옮김， 서광 

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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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녀가 이 책의 목적 을 “여생의 성스러움과 악에 대한 전통 

적인 종교적 상징올 살피는 데 "70) 두고 있는 데서 나타나듯이， 그녀의 

실제 서술은 해방보다는 억압의 측면에 더 치중되어 었다. 물론 그녀가 

이 책올 집필하던 때가 종교들 내에서 이제 막 여성해방의 움직임이 싹 

트던 시기였음올 감안한다면， 이는 그리 큰 결정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책의 말미에 짤막하게 덧붙여진 것이긴 하지만， “종교가 지닌 보배스러 

운 측면”올 다각도로 재조명하고 있는 결론의 함의는 결코 만만치 않 

다，71) 그런데 그녀는 이후 그 함의를 충분히 개진하지는 못했다. 이 런 

한계는 10년 후에 펴낸 이 책의 개정판에서는 물론，72) 근동， 유럽， 아 

시아， 부족사회의 문헌과 구전올 두루 살피면서 신화적 이야기들이 어 

떻게 여성에 대한 종교적 견해를 구축했는지롤 개관한 「신화적 여성: 

고대의 종교적 이야기들에 대한 현대적 성찰J( !lfythological Woman: 

Contemporary Reflections on Ancient religious Stories‘ 1992:인3)에 

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차모디가 종교 

와 젠더 연구에 대해 열어준 전망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1980년대에는 우잘라 킹이 『여성과 영성· 저항과 약속의 목소리』 

(Women and Spirituality: Voices 01 Protest and Promise‘ 1989:、라 

는 매우 독창적인 책을 펴냈다 74) 킹은 영성올 “인간의 모든 활동과 경 

험올 관롱하는 것으로서， 개인과 사회가 변형되고 성장하는 과정이자， 

인간 발전의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부분”이라고 정의한다 75) 따라서 그 

녀의 관심은 좁은 의미의 ‘종교’에 한정되지 않고， 넓은 의미의 ‘영성’을 

망라하는 사회와 문화 전반으로까지 확장된다. 이런 맥락에서 그녀는 

여성주의가， 지식과 문화의 전 영역을 가로지르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69) /bid., pp.16-17. 

π0) /bid.‘, p.20. 
71) Jbid., pp.191-205. 
72) Englewood Cliffs , N. ].: 만entice HaU , 1989; 여기에는 미국 여성들의 

종교적 삶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73) Denise Lar，야‘ler Carmc퍼Iy， Mytholq휠C외 WOImn: Contemporar，γ ReDections 
on Ancient Religious Ston"es, New York:‘ Crossroad, 1992. 

74) Ursula K뇨Ig ， Women and Spin"tuality: VolÍ:es of Protest and Promise, 
Houndmills , u.K.: 1\1acmillan, 1989. 

75) Jbid. ‘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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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적 이고 편파적 이며 배타적 인 측면들을 헤집어내고 이로부터 좀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사고와 행동의 전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자 

체로 하나의 ‘영적 인 운동’이라고 평가한다 Î6) 이런 전제 아래 킹은 과 

거와 현재， 전통과 지역을 자유로이 념나들면서 삶의 전 영역에서 다각 

적으로 일고 있는 여성주의적 도전과 변화의 움직임을 포착해내고， 이 

로부터 해방과 평둥의 미래를 위한 전망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킹의 입장은 실천적이연서도 명백히 정치적인데， 이는 그녀가 

때로 종교학자의 미덕인 비판적인 거리 두기를 포기한 예언자처럼 보이 

게 만든다. 그러나 오히려 그녀는 이런 입장에서 종교학이 현실과 유리 

된 상아탑의 학문으로 전락해온 현실을 비판한다. 대신에 그녀는 여성 

주의적 전망을 해방과 평등을 향한 영성의 전망과 조화시키면서 종교학 

이 이를 위한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꿈꾼다. 비록 

킹이 여성주의를 이데올로기화하는 면모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의 렌즈 

와 젠더의 렌즈를 적 절히 구사하면서 학문적 작업을 현실적 실천과 결 

합하고자 하는 그녀의 분투는 종교학이 어떻게 비판적이고 실천적인 이 

론의 산실이 될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7Îl 

카모디나 킹의 선구적 인 연구가 있기는 했지만， 여성 종교학자들의 

개인적 저술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의 일이다. 그 첫 발 

을 내디딘 사람은 낸시 B. 제이 (Nancy B. Jay)였다. 그녀는 자신의 박 

사논문을 보완하여 『당신들의 모든 세대에 무궁토록: 희생제의， 종교， 

그라 고 까부장재야 Throughout Your Generations Forever: Sacrifice, 

ReJigion, and Paternity, 1992)를 펴냈다 Î8) 제이는 다양한 종교들의 

76) Jbid , p.6. 
77) 킹의 이러한 실천적 이고 참여적 인 입장은 그녀가 최근에 쓴 논문에서도 잘 

나타난다. Ursula King , “ 1s ηlere a Future for Religious Studies as 
We Know? Some Postmodern, Femi띠st， and Spiritual Challenges," 

JOW71aJ of the Academy of ReJigion, Vol. 70, No. 2, June 2002, 

pp.365-388. 
78) Nancy B. Jay, Throughout Your Generations Forever: A SocioJogy of 

Blood Sacnfice, Ph. D. Dissertation, Waltham University, l\I.A.: 
Brandeis University, 1980; Throughout Your Generations Forever: 
Sacn'ηÚ. Religion and Patemity. Chicago 까l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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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채의가 젠더 구분의 논리를 극명하게 표출해온 정에 주목하면서， 

고대 그리스， 유대교， 기독교， 부족사회들의 다양한 희생채의롤 분석한 

다. 이률 통해 그녀는 회생제의 안에서 어떻게 젠더 논리가 작통해 왔 

으며， 그것이 어떻게 사회의 가부장적 헤게모니를 재생산하고 강화해 

왔는지롤 밝혀낸다. 특히 그녀는 구조주의적 의례연구를 여성주의적으 

로 재구성하거나79) 걸출한 남성 학자들의 희생제의 이론에 내재한 남 

성중심적 전제를 해부함으로써 여성주의척 관점으로 교정된 새로운 희 

생제의 이론을 구축하는 데 책의 상당부분올 할애하고 있는데，80) 이는 

그녀의 책을 의례와 젠더에 관한 연구의 기념비적 저작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메리앤 퍼거슨(1\larianne Ferguson)이 지온 r여성과 종교J(Women 

and Religion, 1995)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독창적인 공헌올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8 1) 퍼거슨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전 시기를 망라하고， 

서양， 동양， 부족사회들을 비교하며， 전통종교들의 역사와 새로운 종교 

운동들의 동향올 해부하고， 고고학， 역사학， 신화학， 종교학， 여성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방법과 성과를 총동원하는데， 이는 기존의 

어떤 편역서나 저술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과감한 사도다. 퍼거슨은 문헌 

적이며 교의적인 옐리트종교가 남성중심적 특성을 보이는 반면， 구술적 

이고 실천적인 대중종교에서는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올 했음을 강조하 

고 이에 주목하는데，82) 이로써 그녀는 비교종교학의 자료와 관점올 한 

충 확대시키고 있다. 

그런데 퍼거슨의 좀더 중요한 공헌은 무엇보다도 그녀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역사적 전개 과정을 따라 주제별로 다양한 문화권의 종 

교들을 비교함으로써 역사적 맥락에 충실한 비교종교학올 수행하고 었 

다는 점에 었다. 선사시대의 여신숭배， 여신들의 패퇴와 남신들의 지배， 

79) /bJd. pp.17-28. 
80) /bid. pp.128-146; 제이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남성 이론가는 Sigmund 

Freud. Walter Burkert. René Girard. Emil Dur셈leim. Claude Levi
Strauss, Valerio Valeri 등이 다. 

81) 1\1arianne Ferguson. Women and Religion. Englewood Cliffs. N. ].: 
Prentice Hall. 1995. 

82) /bJd. pp.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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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들의 가부장화， 종교전통들 내에서 여성들의 공헌， 탈-가부장적 움 

직임의 출현과 전개 등을 다루면서， 그녀는 언제나 다양한 문화권의 종 

교들을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비교한다.83) 물론 퍼거슨에게는 

선사시대 여신들올 과대평가하고， 엘리트종교와 대중종교를 안이하게 

구분하며， 너무 방대한 자료 속에서 체계를 상실하고， 비교를 통한 유형 

화를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질 수도 였다. 실제로 퍼거슨의 책에 

는 결론이라 할만한 부분이 없는데， 이는 그녀가 좀더 일반화된 종합이 

나 이론적 전망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한 

계에도 불구하고， 퍼거슨이 비교종교학을 젠더화하고 역사화하고자 했 

던 기획 자체와 무수한 전통과 경계를 넘나들며 꼼꼼한 비교를 수행한 

노력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리타 tl1. 그로스는 『페미니즘과 종교: 입문J(Feminism and Religion: 

An Jntroducti’on, 1996)에서 퍼거슨과 사뭇 다른 작업을 수행한다. 물 

론 퍼거슨과 마찬가지로 그로스도 역사적 맥락을 중시하며， 제도종교뿐 

아니라 토착종교들과 신종교들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비교를 시도한다. 

그런데 그로스는 몇 가지 점에서 퍼거슨과는 다른 그녀만의 중요한 공 

헌을 남기고 있다. 

우선 그로스는 종교학과 여성주의/여성학올 결합하는 과정에서 제기 

되는 민감한 이론적 문제들을 치밀하게 검토한다. 예를 들어 그녀는 서 

론에서 종교의 정의와 종교학의 과제를 정립하고， 남성중심주의와 가부 

장제 개념을 중심으로 여성주의와 여성학의 과제를 확인한 후에， 이 모 

두를 종합하는 실천적이고 균형 잡힌 이론적 전망을 이끌어낸다 84) 또 

그녀는 본문에서 종교학에 젠더문제가 도입되었을 때 제가되는 객관성 

과 가치평가의 문제를 다루면서， 추상화된 객관성의 허구성을 밝히고 

83) 예를 들어 퍼거슨은 선사시대 여신을 다루면서 구석기 시대의 구-유럽， 신 
석기 시대의 중부유럽과 동남아시아， 고대 인도와 메소포타미아 퉁올 비교 
한다. 또 그녀는 여신들의 패퇴와 남신들의 숭리와 관련해서는 거의 전 세 

계를 살피는데， 특히 여신들의 패퇴에 관한 신화를 다룰 때에는 수메르， 바 
빌로니아， 이집트，그리스，로마， 인도，중국， 일본，북아메리카，유대교， 이 
슬람 퉁올 비교한다. 이밖에도 다른 모든 논의에서 퍼거슨은 언제나 문화 
권의 경계와 시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대한 비교를 수행한다. 

84) Gross , Feminism and ReJigion, pp.13-4 1. 



비 교의 렌즈와 젠더의 렌즈 77 

조심스러운 가치평가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논중해낸다.85) 이는 그로 

스가 검토하는 다양한 이론적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이런 논의들은 자 

칫 비교가 단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종교학의 과제와 여성주의/ 

여성학의 전망이 상충할 수도 있는 문제점을 튼튼한 이론적 무기로 극 

복할 수 었게 해준다. 

그로스의 두 번째 공헌은 그녀가 ‘종교에서’ 여성의 역사뿐 아니라， 

‘종교학에서’ 여성의 역사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이다. 그녀는 2장에서 

여성주의가 종교와 종교학에 미친 영향올 동시에 개관한다. 여기서 그 

녀는 여성주의의 출현이 어떻게 종교와 종교학의 모습올 모두 양성균형 

적으로 변화시켰는지를 서술한다.86) 또 그녀는 3장에서 여성 종교학자 

들이 종교 현장의 여성 신학자나 교학자들과 어떻게 연대하면서 학문적 

풍토를 바꾸어놓고 종교적 현실을 재구성했는지를 규명한다 87) 이러한 

고찰은 킹과 마찬가지로 그로스의 이론적 전망이 언제나 종교 영역과 

종교학 영역에서의 실천적 고민과 직결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세 번째로 그로스가 ‘종교학적 ’ 입장을 견지하기 위 해 들이는 노력은 

철저하면서도 성공적 이다. 예롤 들어 여신에 관한 논의에서 퍼거슨이 

선사시대 여신들에 대한 여신연구와 여신운동 진영의 시각올 무비판적 

으로 수용하는 것과 달리， 그로스는 이런 시각의 편향성올 비판한다. 그 

로스는 과거에 대한 서술이 유용성과 정확성올 모두 지녀야 한다고 주 

장한다. 그런데 여신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여성에게 힘을 실어준다 

는 점에서는 유용하지만 역사적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것은 여신 

의 역사가 아니라 여신에 관한 새로운 신화일 뿐이다. 물론 그로스는 

비판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그녀는 새로운 신화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단지 과거가 반드시 가부장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올 밝혀내 

는 것만으로도 정확성과 유용성올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88) 한편 그로스는 흔히 여성교회가 ‘개혁적’(reformative)이고 여성 

주의 영성운동이 ‘혁명적’(revolutionary)이라 불리는 통념을 비판하면 

85) /bid , pp.123-130. 
86) /bid , pp.42-84. 
87) /bid , pp.85-130. 
88) /b띠， pp.13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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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런 명명이 그룻된 가치판단올 유발한다고 비판한다. 대신에 그녀 

는 이들이 통일한 급진주의 노선 속의 상이한 두 전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9) 이와 같이 여러 문제에서 균형을 취하려는 그로스 

의 태도는 균형 잡힌 비교의 렌즈를 활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선례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그로스의 공헌은 더 있다. 프리드리히 앵겔스(Friedrich 

Engels)의 유산을 진지하게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종교 이해를 철저한 

사회적·역사적인 맥락에 위치시킨 것은 그 일부일 뿐이다 90) 그러나 아 

마도 그로스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그녀 가 젠더와 종교에 관한 비교종 

교학적 연구가 지녀온 서구중심적 한계를 극복할 것을 제안하고 실제로 

이를 실현해내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녀는 서양의 여성 종교인들이 

나 신학자들이 비서구 종교들의 가부장적 측면을 비판하다가 객관성을 

상실한 채 서양중심적 편견에 빠지거나， 다른 종교들을 마구 끌어다가 

함부로 ‘전유’(appropriate)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다른 종교들로부터 

배우려는 겸허한 ‘견습’(apprenticeship)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91) 이와 같이 비교의 렌즈와 젠더의 렌즈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그 

로스의 작업은 젠더와 종교 연구가 비교종교학의 학문적 전망 자체를 

어떻게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퍼거슨과 그로스가 거시적 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레슬리 A 노스 

럽은 의례에 초점을 맞춘 작업에 전념했다. 그녀는 여러 종교들에서의 

의례와 여성에 관한 개설서를 편집한 경험을 토대로 「의례화하는 여성 

들괴Ritualizing Women: Patterns of SpirituaJity, 1997)을 저 숲 했 

다 92) 그녀는 여성들의 다양한 의례적 실천들을 비교하며 차이점과 공 

통점을 찾아낸 후에 이를 일정한 유형에 따라 체계화한다. 그녀의 연구 

는 ‘의례화’(ritualiza tion) 개념을 축으로 펼쳐진다 93) 그녀는 의례가 고 

89) Jbid , pp.179-182. 

90) Jbid , PP.45-47 , 198-20l. 
91) Jbjd , pp.128-130, 293-297. 

92) Lesley A. Northrup, Rirualjzjng Women: Pattems of Spirituality, 
Cleveland, Ohio: The Pilgrim Press , 1997. 

93) 노스럽은 다음의 두 책에서 ‘의례화’ 개념을 빌려오고 있다 Ronald L. 
Grimes, Beginnings in Ritual Studjes‘ Washin용:ton ， D.c.: Univer앙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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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거나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것으로， 의례 

참여자들은 단지 수동적 관망자로서가 아니라 능동적 창조자로서 의례 

를 창출하고 변형시키는데， 특히 이는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고 본다 94) 즉 여성들은 의례화률 통해 남성중심적인 상정과 의례 

를 여성중심적인 신념체계로 탈바꿈시키면서 질서롤 다시 짓고 새로운 

해석올 하며， 나아가 의례화는 여성들간의 연대와 공동체생의 토대 및 

정체성 형성의 근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95) 노스럽의 작업은 전통종교 

들， 토착종교들， 현대의 새로운 영성 운동들올 망라하며， 종교학， 인류 

화， 사회학 풍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있다. 이로써 노스럽은 여성과 의례 

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여성교회나 여성주의 영성운동 진영의 실 

천적 관심에 의해 주도되면서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짙게 띠어온 것과 

달리， 가치중립적 태도에 입각한 새로운 여성주의적 의례 이론올 구축 

해낸다. 

이제 마지막으로 젠더와 종교에 관한 저술에 힘쓴 여성 종교학자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웬디 도니거 (Wendy Ðoniger)에 대해 살펴보자. 

도니거의 위상은 미묘하다. 그녀는 분명한 여성주의적 입장올 견지하지 

만， 여성주의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는 않는다. 이는 그녀가 젠더를 섹 

슈얼리티와 결부시키면서 여성과 남성올 아우르는 인간 조건에 대한 좀 

더 거시적인 통찰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심은 그녀의 초기 저서 

로 인도신화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동물 상정과 성적 은유로 표현 

되는 방식올 분석한 r여성， 양성구유， 그리고 그 밖의 신화적 동물들』 

(Women, Androgynes, and Other AJythJ"cal Beasts, 1980)에 세 뷰터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난다.96) 그 후 한동안 도니거는 좀더 포괄적 인 신 

화 비교와 이론화에 전념했는데， 그 동안에도 늘 신화에서 작동하는 젠 

더와 섹슈열리티에 대한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비교연 

구를 통한 독창적인 신화 이론올 개진한 「숨겨진 거미: 신화의 정치학 

Press of Ameríca, 1982; Catheríne Bell, }라tual 재eory， Ri’tual 
Practí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992. 

94) Northrup, op. cit. , p.19. 
95) Jbjd., p.21. 
96) Wendy Doniger 0’Flaherty, Women, Androg꺼es， and Other AIythjcal 

Beast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ícago Pres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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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진학~ (The Jmplied Spider: Politics & Theology in A!yth‘ 199!잉 

에서 그녀는 신화 속의 젠더 논리에 대한 논의에 하나의 장 전체를 할 

애하고 있다 97) 물론 여기서도 그녀는 다른 여성주의적 신화 연구자들 

과 사뭇 다른 작업을 한다. 즉 다른 이들이 신화 속에서 여성 억압적인 

요소를 찾아내거나 여성에 의해 창조된 긍정적 이미지만 찾아내려 하는 

것과 달리， 도니거는 텍스트의 다성성에 주목한다. 즉 남성들의 텍스트 

와 여성들의 텍스트가 각기 남성적 목소리와 여성적 목소리만 담은 것 

이 아니라， 남성들의 텍스트에도 여성적 목소리가 섞여있고 여성들의 

텍스트에도 남성적 목소리가 섞여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도니거가 

여성주의의 특정한 문제의식과 인간 보편의 진정성에 대한 전망 사이에 

서 절묘한 줄타기 를 하게 한다 98) 

도니거는 1990년대를 마감하면서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한 방대한 두 권의 책을 펴냈다 r차이 나누기: 고대 그리스와 

인도의 션화와 젠더 J(Splitting the DIflerence: Gender and Jllyth in 

Ancient Greece and Jndia, 1999)99)와 『베드트릭: 성과 위장에 관한 

이 。'F71 J ( The Bedtrick' Tales 01 Sex and A!asQuerade, 2000)100) 까 

그것이다 r차이 나누기』의 서문에서 도니거는 신화가 “공동체 내의 모 

든 사람이 공유하지만 아무도 풀 수 없는 깊고도 골치 아픈 역설올 표 

현하는 능력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끼01)고 말하는데， 두 책은 특히 젠더 

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골치 아픈 문제가 어떻게 신화 속에 투영되고 

해답이 모색되는지를 탐구하고 있는 책이다. (f차이 나누기』는 고대 그 

9까 Wendy Doniger, 까1e Implied Spider: PoiJ디cs & 1ñeology in JIIj1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pp.109-136. 
98) 그녀는 이런 줄타기야말로 비교연구의 근본 과제라고 본다: “그러나 그 줄 

은 또한 비교연구자가 보편주의와 본질주의 사이에서， 문화적 차이와 교차 
문화적 유사성 사이에서 걸어야만 하는 팽팽한 줄， 즉 거미줄처럼 좁으면 
서도 튼튼한 줄이다." lbid , p.156. 

99:、 Wendy Doniger, Splitting the Difference: Gender and M}1h in 
AnCl낭nt Greece and lndi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99. 

100) Wendy Doniger, 꺼1e Bedtrick' Tales of Sex and Jlfasquerade, 
Chicago: 까le University of Chicago 깐ess， 2000. 

10 1) Doniger‘ Splitting the Difference,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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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와 인도의 신화들을 칙접 비교하며 r베드트릭』은 동서고금의 온갖 

신화들은 물론 소설， 영화， 심지어 역사적 일화까지 망라하는 온갖 이야 

기를 념나들며 비교한다). 

그런데 r베드트릭』의 서문에서 도니거 자신이 언급했듯이， 이 두 책 

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하나의 시리즈롤 이룬다 102) 전자는 젠 

더에 관한 논의이고， 후자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논의다. 그러나 이들이 

거올처럼 대칭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전자는 둘로 쪼개지는 여성과 남 

성 또는 여신과 남신에 관한 신화적 모티브들올 비교함으로써 젠더가 

야기하는 정체성의 혼통과 분열올 다룬다. 반면 후자는 침실 속에서 서 

로 속고 속이는 술책과 상상 속에서 어떻게 섹슈얼리티률 둘러싼 진실 

과 거짓이 드러나는지를 다룬다. 전자가 차이를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라면， 후자는 차이에 대해 말하는 이 

야기 속에서 섹슈얼리티와 젠더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논의다. 

따라서 전자가 젠더와 권력의 특정한 관계에 주목한다면， 후자는 젠더 

와 섹슈얼리티， 진실과 권력이 뒤엉커는 좀더 포괄적인 관계에 주목한 

다. 결국 이 두 책은 도니거가 감행해온 줄타기의 연장이다. 젠더에 대 

해 말할 때 그녀는 여성주의자의 면모를 발휘한다. 반면 젠더와 섹슈얼 

리티를 함께 말할 때 그녀는 여성주의자로서보다는 인간의 진정성을 말 

하는 보편주의자의 면모를 띠는데， 이는 그녀의 여성주의를 무색하기 

만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차이의 문제에 민감한 도니거에 

게 보편이란 결쿄 추상적이고 공허한 중립성이 아니다. 그녀가 말하는 

보펀은 젠더의 렌즈를 투과한 후에야 비로소 회미하게 감지하게 되는 

그런 차이 속의 보편이다 103) 이와 같이 도니거의 줄타기는 비교의 렌 

즈와 젠더의 렌즈가 하나로 포개지면서 드러나는 무수한 차이들 사이를 

누비면서 그 틈새에서 인간의 보편적 진정성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내는 

절묘한 줄타기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카모디에서 도니거에 이르는 일련의 여 

성 종교학자들은 젠더와 종교에 관한 비교종교학적 연구에 적지 않은 

102) Doniger. 재e Bedtrick. p.xiii. 
103) 무수한 차이돌율 투과한 후에 어렴풋이 드러나는 보편성의 회미한 흔적. 

바로 이것이 도니거가 말하는 ‘숨겨진 거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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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해 왔다. 물론 젠더 문제에 무관심한 종교학계 전반이나 특정 

종교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를 이루는 젠더와 종교 연구 진영을 고려할 

때， 이들의 성과는 그리 두터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비교의 렌즈를 충 

실히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그 비교를 올 

바른 맥락에 위치시기기 위해 젠더의 렌즈를 중요하게 활용하는 이들의 

작업은 종교학과 여성학 모두에게， 좀더 특정하게는 비교종교학 및 젠 

더와 종교 연구 모두에게 중요한 전망을 열어주고 있다. 

6. 남성 종교학^~들의 공헌: 친-여성주의 비교종교학 저술들 

이제 젠더와 종교라는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남성 종교학자들은 어 

떤 비교종교학적 연구를 수행해 왔는지 살펴보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종교학계에서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트던 1970년대부터 이미 

남성들 중에는 다각도로 그 논의에 참여해 온 이들이 있었다. 때로는 

편집자로 때로는 집필자로， 그들은 이 분야의 자료가 축적되고 연구가 

섬화되는 데 기여했다. 물론 그들은 소수였고， 일부를 제외하면 대개 그 

역할도 기획과 편집에 국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아빈드 샤마는 방대 

한 종교와 여성 시리즈를 편집하면서 각 권마다 책머리에 장황한 감사 

의 말과 소략한 편집 취지를 밝히는 서언을 덧붙이고 있을 뿐 직접 연 

구에 참여하지는 않고 었다. 한편 직접 연구를 수행한다고 해도 젠더문 

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남성 종교 

학자로는 최초로 종교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비교종교학적 작업을 시도 

한 에드워드 조프레이 파린더 (Edward Geoffrey Parrinder)의 저술들은 

치밀한 분석 없이 그저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일반적인 자 

료들을 잡다하게 나열하는 데 그치고 었다 104) 이는 그가 성-중립적 

(sex-neutra l) 전제에 근거함으로써 섹슈열리티에 내재한 젠더의 역학 

104) Edward Geoffrey Parrinder, Sex in the World능 Relig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조프레이 파린더 r종교에 나타난 성J ， 
김동규 옮김， 동심원. 1996); Sexual Jl!orality in the World능 Religion, 

Oxford: Oneworld Publicati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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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젠더문재를 명확히 인식한 남성 종교학자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 중 일부는 친-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젠더와 종교에 

관한 본격적인 비교총교학적 연구롤 시도하기도 했다. 브루스 링컨 

(Bruce Lincoln)의 r번데기에서 나오기: 여성 입문식 연구J(Emerging 

from the Chrysalis: Studies in Rituals 01 Women ’S Jnitiation, 198 1) 1051、

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링컨은 의례를 “개인과 사회 집단을 실제로 변 

화시키는 효과를 지닌 일단의 응집력 있는 상정적 행위”로 정의하면서， 

특허 통과의례가 “낡은 역할들， 지위들， 정체생들을 새로운 것들로 대체 

함으로써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106) 그러나 그는 

의례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여성과 남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를 의심하면서， 인도， 남북 아메리차， 아프리카 등의 부족사회들과 고대 

그리스 옐레우시스교 둥의 다양한 여성 입문식올 치밀하게 비교·분석한 

다. 링컨의 작업은 철저히 귀납적인데， 그는 전제된 이론에서 출발하지 

않은 채 모든 사례를 다 검토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결론에 도달한다. 

그 결론에서 그는 아놀드 반 게웹(Arnold van Gennep)의 ‘영역통과’와 

‘리미널리티’Oiminality) 개념 및 빅터 터너 (Victor Turner)의 ‘코뮤니타 

스’(communitas) 개념올 위시한 기존의 통과의례 이론이 단지 남성들 

만의 경험에만 근거한 이론임을 밝혀낸다. 즉 여성 입문식에는 이렇다 

할 영역통과도， 육체적 고통으로 표상되는 상정적 죽음의 리미널리티도， 

남성간의 형제애에 불과한 코뮤니타스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 

라서 그는 기존 통과의례 이론의 ‘분리→전이→통합’이라는 3단계 구도 

를 ‘봉인→변형/확대→출현’(enclosure→metamorphosis/magnification 

→emergence)의 새로운 3단계 구도로 대체하면서， 여성이나 남성을 사 

회 구성원으로 입문시키는 의례의 주체는 다름 아닌 ‘사회 질서의 총체’ 

라고 결론짓는다 107) 

링컨의 논의가 지닌 참신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여성주의자들로 

10:히 Bruce Lincl이ln， 타nerging from the Chrysalis: Studies in Rituals of 
Women s !niti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106) /bid , p.6. 
107) lbid. pp.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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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젠더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108) 링컨은 

비판올 경청했고， 10년 후에 재판올 펴내면서 말미에 스스로를 비판하 

는 보론을 덧붙이는 것으로 이에 대답했다 109) 보론에서 그는 여성 성 

인식에 내재한 실제적·함축적 폭력에 대해 좀더 비판적인 입장올 취한 

다. 그는 사회를 온전한 전체로 간주했던 과거의 입장이 지나치게 낭만 

적 인 것이었음을 인정한 후， 사회를 서로 다른 이익 집단간의 갈퉁이 

벌어지는 정치적 장으로 보는 유물론적 선회를 감행한다. 이 입장에서 

보면 여성들의 집단 이익이 사회의 집단 이익과 상충될 때에는 언제나 

후자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링컨은 여성 성인식이 여성을 엄연 

한 희생자로 만들며， 따라서 의례의 사회·정치적 차원과 의례들이 구현 

하는 내재적 폭력에 연루된다고 지적 한다. 그런데 비판적 이고 실천적 인 

이론가인 링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여성들이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기존의 의례를 파열시키거나 새로운 의례를 창출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 

적한다. 물론 링컨은 의례의 보편적 상정성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포기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웬디 도니거와 마찬가지로 차이와 보편 사이 

에서 줄타기를 한다. 링컨의 연구는 종교학계에서 젠더문제가 제기되던 

초기에 행해진 것으로， 남성이 젠더의 렌즈를 손에 쥐었올 때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여성의 시선과 어떻게 다른지， 그라면서도 또한 양 

자가 어떻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지를 성공적으로 보여준다. 

주목할만한 또 다른 연구로는 다양한 여신들의 신화와 역사를 개관 

한 데이빗 R. 킨슬리 (David R. Kinsley)의 r여신들의 거울: 신성에 대 

한 동서 양의 바 전들~ (The Goddesses' l1firror: Visions of the Divine 

from East and West, 1989)이 있다 110) 킨슬리는 이 책에서 인도의 

두르가， 락슈미， 시타， 중국의 관음보살，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숭배되는 동양의 여신들， 메소포타미아의 

108) Bowie , The Anthropology of Religion, pp.174-175. 
109) Bruce Lincoln, Emerging from the Chrysalis: Rituals of Women ’s 

1m떠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2nd edition) , 
pp.1l7-119. 

110) David R Kinsley, 1ñe Goddesses' !lfirror: Visions 01 the Divine 
from East and Wes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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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난나， 이집트의 이시스， 그리스의 아테네와 아프로디테 같은 고대 서 

양의 여신들， 그리고 서양 그리스도교 세계 전체 역사에 걸쳐 신앙되어 

은 마리아를 다룬다. 

그로스는 킨슬리의 책이 진정한 교차문화적 연구방법을 통해 여신들 

을 개관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모은 자료들을 의미 있게 분석해내지는 

못했다고 지적 한다 111) 일견 타당한 평가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킨슬리가 시도한 비교종교학적 작업의 가치마저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는 서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통기를 밝히고 있는데， 그 통기는 매우 

소박하다. 곧 유일신교 문화에 익숙한 서양인으로서， 동서양의 역사와 

현재 속에 다양한 여신들이 존재해 왔고， 사람들이 신성올 경험하는 풍 

성한 이미지들 중에 온갖 여성적 이미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발견은 그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여 

신에 관해 강의를 하고， 그 성과를 책으로 펴낸 것은 이 충격을 경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12) 그가 얘초에 의도한 것은 “신성의 

다양한 여성적 이미지들을 마치 거울로 비추듯이 정확하게 반영”함으로 

써 독자들에게 여신들의 세계를 접하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데 

있었다 113) 따라서 그의 작업이 분석 없는 개관에 그쳤다는 비판은 지 

나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이 여신에 관한 책으로는 보기 드물게 한 개인의 

오랜 연구 끝에 나온 산물이며， 그 과정에서 젠더의 렌즈와 비교의 렌 

즈가 균형 있게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책은 충분한 공헌을 

한 셈이다. 또한 킨슬리는 여성주의 고고학자들， 신화학자들， 여신숭배 

자들이 여신의 종교적 위상을 여성의 사회적 위상과 동일시하거나， 가 

부장제 이전 사회률 여신숭배를 주축으로 한 가모장제 사회로 단정하는 

것의 오류를 지적하는 한편， 114) 다양한 여신들이 지닌 유사성과 차이 

생， 단일한 유형의 여신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각 여신 유형의 고유성， 동 

양 전통과 고대 서양의 재발견 둥을 강조한다 115) 이는 많은 여성 종교 

11 1) Gross, Feminism and Religion, p.11 l. 
112) Kinsley, op. cit. , pp.ix-x. 
113) Ibid., p.iix. 
114) Ibid., PP. :xi-xix. 
115) Ibid., pp.26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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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로부터도 그 타당성을 인정받는 입장으로， 여신올 미화하고 숭배 

하는 ‘종교적’ 시각과 달리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서술을 추구하는 ‘종 

교학적’ 시각의 성공적인 사례다. 

끝으로 본격적인 비교종교학적 작업은 아니지만 윌리엄 비어즈 

(William Beers)의 『여성과 희생제의: 남성적 나르시시즘과 종교심리학』 

(Women and Sacrifice: A!ale Narcfssism and the Psychology 01 

Religion, 1992)도 주목할만한 연구다 116) 비어즈는 책의 절반 이상을 

이론적 논의에 할애한다. 그는 인류학과 정신분석학의 고전적인 희생제 

의 이론들에 여성주의 이론을 접목하여 남성적 나르시시즘올 중심으로 

한 새로운 희생제의 이론을 구축한다 117) 이어서 그는 마지막 두 개의 

장에서 이 새로운 이론을 멜라네시아 바누아투섬에 사는 말레쿨라족의 

희생제의와 현대 미국 성공회의 성체성사에 적용하여 나름의 분석을 시 

도한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두 개의 장이다. 비어즈가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질적 인 두 사례를 선택한 것은 이들이 서양과 비 

-서양， 과거와 현재를 념나드는 흥미로운 비교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 

다. 말레쿨라족의 사례는 비-서양 문화권의 희생제의가 서양의 충격 속 

에 전통과 근대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겪으며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 

다. 미국 성공회의 사례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유산이 현대 미국 사회에 

서 어떻게 유지되고 변형되는지를 보여준다. 비어즈는 이들을 비교함으 

로써 문화적 경계를 가로질러 모든 희생제의에 내재한 남성적 나르시시 

즘의 보편적 특성올 밝혀낸다 118)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분석을 통해 최 

종적으로 남성적 나르시시즘이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굴절되면서 스스로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의 차이를 규명해낸 

116) William Beers , Women and Sacnfice: lI!ale Narcissism and the 
l강ychology of Religion,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 

1992. 
117) 비어즈가 희생제의 이론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학자는 Henri Hubert , 

I\ larcel I\ lauss , EJ미IDur암leim， I\ lary Douglas , Claude Lévi-Strauss , 
Victor Turner , Clifford Geertz, Nancy B. Jay , Sigmund Freud , Carl 
Gustav Jung , René Girard , Eli Sagan 등이다. !bid , PP.23-119. 

118) Jbid ,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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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9) 이와 같이 비어즈의 연구는 남성 연구자가 젠더의 렌즈를 통해 

남성 자신의 숨겨진 이면-남성중심적 나르시시즘을 밝혀냈다는 점에 

서 의의롤 지닌다. 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는 유사성과 차이성올 동시에 

규명하는 비교의 렌즈를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크다. 

링컨과 킨슬리 그리고 비어즈의 모범적 인 선례에도 불구하고， 젠더문 

제를 진지하게 다룬 남성 종교학자들의 연구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 

들다. 그만큼 남성들에게는 젠더문제는 아직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비록 소수이기는 해도 

일부 남성 종교학자들이 일찍부터 젠더문제에 관심을 갖고 친-여성주 

의적 시각에서 나름의 비교종교학적 작업올 수행해왔다는 사실은 그 자 

체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소수이고， 그 중 

에서도 실질적 인 비교종교학적 연구를 직접 수행한 사람은 더욱 소수 

다. 더혹이 그 소수 중의 소수조차도 젠더문제를 그 학문적 관심의 핵 

심으로 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개는 포괄적 이고 균형 잡힌 학문적 

판심의 일부로서 젠더문제에 대한 관심도 겸비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는 남성들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업은 

남성들이 젠더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논의에 참여하게 되었올 

때， 비교종교학이 어떻게 그 학문적 균형성올 회복하게 되는지를 실증 

적으로 보여준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비교종교학에서 젠더문제가 어떻게 제기되었고， 그 문제의 

식이 실질적 이고 다양한 연구 속에서 어떻게 개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 

았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연구사를 서술한 것이므로， 여기서 앞의 내용 

올 일일이 요약할 펼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종교학이 활용해온 중요한 

이론적·방법론적 도구인 비교의 렌즈에 젠더라는 또 하나의 렌즈를 겹 

119) Jbid. pp.18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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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놓았올 때 종교학이라는 학문분야가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이 

연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언급하는 데 그치도록 하 

겠다. 더욱이 이 연구사에서 다루지 않은 수많은 연구성과들-개별 종교 

들 각각에 대해 행해진 연구들， 소수의 종교전통올 직접 비교한 연구들， 

여타 학문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온갖 논의들 을 감안한다면， 젠더와 

종교에 관한 연구의 풍성함은 생각보다 훨씬 더 커진다. 이 글은 그 풍 

성함의 일부를 종교학의 일부이자 핵섬 영역인 비교종교학에 국한하여 

조망해본 것일 뿐이다. 

이제 비교의 렌즈와 젠더의 렌즈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비교종교학 

의 미래에 어떤 전망올 열어주는지 간단히 짚어봄으로써 글올 마치도록 

하자 첫째， 비교의 렌즈와 젠더의 렌즈는 비교종교학이 추구하는 바， 

유사성에 내재한 차이의 규명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비교의 렌즈가 다양한 종교와 문화의 경계를 가로지르 

면서 인간 보편의 유사성을 찾아내려 할 때， 젠더의 렌즈는 거기에 내 

재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드러낸다. 반대로 젠더의 렌즈가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보편적 범주로 많은 것을 붕뚱그리려 할 때， 비교의 렌즈 

는 시대와 지역과 전통을 가르는 무수한 경계 사이에 놓인 차이들을 드 

러낸다. 따라서 둘째로 젠더의 렌즈는 기존의 비교종교학에 숨어있던 

남성중심적 편향을 교정해주며， 비교의 렌즈는 젠더에 관한 논의가 빠 

지기 쉬운 서구중심적이거나 자문화중심적인 편견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로써 두 렌즈는 비교종교학이 여성과 남성， 동양과 서양과 그 

밖의 세계들을 균형 있게 다루는 감각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끝으로 

비교의 렌즈와 젠더의 렌즈는 여성과 남성간의 협력은 물론 다양한 학 

문분야간의 교류를 활성화한다. 그 협 력과 교류 속에서 비교종교학은 

진정으로 양성균형적이고 다학문적인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교의 렌즈가 망원경 역할을 할 때 젠더의 렌즈는 현미경 역할을 

하며， 비교의 젠더의 렌즈가 망원경 역할을 할 때는 비교의 렌즈가 현 

미경 역할을 한다. 결국 두 렌즈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비교종교 

학을 균형 잡힌 학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균형성은 비교종교학 

이 종교학의 본령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타자 이 

해를 추구하는 인문학의 본령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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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nses of Comparison and Gender: A Research 

History for the Equilibrated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Kim. Yun-seong 

The starting point of this thesis is the importance of the 

recognition on difference for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rospect of religious studies. Here. it takes the concept of 

‘gender’ as a critical term for introducing the problem of 

difference into the project of comparison. 

This thesis surveys. analyzes. and evaluates the past and 

present of researches on the subject of ‘gender and religion' in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For this. first. it examines fruitful achievements of editorial and 

cooperative efforts among female and male scholars from diverse 

fields of religious studies. 1t includes diverse source books. 

generic volumes , encyclopedias. collections of articles , and 

periodicals. 

Second. it examines diverse books on different subjects with 

different perspectives written by many female and male 

individuals who utilized the lenses of comparison and gender at 

the same time for their researches on religions and religious 

phenomena. 

Having finished such surveillance. analysis. and evaluation , 

lastly. it probes how the lenses of comparison and gender 

combined into a scope can open out the future of equilib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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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as a discipline of humanities 

searching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oth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