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의 옷, 여성의 몸, 여성:
『여성들의 도시』에서 젠더의 가능성들

배 소 윤

1. 들어가며: 크리스틴 드 피잔과 여성주의, 그리고 여성  

『여성들의 도시』(The Book of the City of Ladies)의 첫머리에서, 저자 크리

스틴 드 피잔(Christine de Pizan)은 여성 혐오 담론을 읽고는 자기혐오에 빠

져 힘겨워하고 있다. 그녀 앞에 이성(Reason)이 올곧음(Rectitude), 정의(Jus-
tice)와 함께 나타나 크리스틴의 “오해”(misconception; 8)를 없애는 것을 돕

겠다고 말한다. 이성은, 단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여성혐오 담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질책한다.  

너는 마치 방앗간에서 잠이 들었는데, 친구들이 여자 옷을 입혀 놓고는 치

는 속임수에 당하는 바보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 바보가 깨어났을 때, 다른 

모든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그가 여자라고 그를 설득해낼 수가 

있다! 사랑하는 소녀야, 네 정신은 어떻게 된 것이냐?
You're acting like that fool in the joke who falls asleep in the mill 
and whose friends play a trick on him by dressing him up in women's 
clothing. When he wakes up, they manage to convince him that he is 
a woman despite all evidence to the contrary! My dear girl, what has 
happened to your sense? (8)    

여성혐오 담론은 속임수로 입혀놓은 여자의 옷이나 다름이 없고, 다른 사람

들이 덧씌워 놓은 혐오 담론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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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법한 짓이라고 한다. 『여성들의 도시』의 저술은 여성 혐오라는 “속임수”

(trick)를 벗어 던진 여성의 모습을 되찾겠다는 선언으로 시작된다. 바보나 속

는 속임수라고 말은 하지만, 크리스틴을 속이는 주체는 거대하고 강력한 전통

이었고 그에 맞서 당신들이 내게 입힌 옷은 속임수라고 외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 결과물로 완성된 『여성들의 도시』는 능력과 미덕을 갖춘 

모범적인 여성들로 가득하며, 그들은 남성 작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입혀놓은 

여성 혐오적 의상 대신, 화려한 여왕의 의복에서 소박한 슈미즈에 이르는 다

양한 옷을 걸치고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입을 수 있는 의상의 이 폭넓은 스펙

트럼에는 남성의 옷과 갑옷도 포함된다. 

『여성들의 도시』가 남성 작가들이 만들어낸 여성 혐오 담론을 반박하겠다

는 확고한 목적을 천명하고 있는 이상, 이 텍스트를 원형적인 여성주의적 텍

스트로, 크리스틴을 중세의 여성주의자로 읽어내고자 하는 비평적 욕망은 자

연스럽다. 더구나 크리스틴 드 피잔은 15세기에 글을 써서 먹고살았던, “직업

이 가능하기 오래전에 ‘직업인’”(a ‘professional’ long before the profession 

was possible; 3)이었던 여성이다. 울프(Virginia Woolf)는 “우리는 우리의 어

머니들을 경유해 과거를 생각한다”(we think back through our mothers; 

76)고 선언하면서 문학적 어머니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을 한탄했고, 크리스틴

을 발견한 현대의 여성주의자 저술가들은 그녀의 텍스트 안에서 그 어머니를 

찾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작업은 순탄치 않다.
『여성들의 도시』를 여성주의 텍스트로 읽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크리스틴

의 보수성이다. 크리스틴은 모범적인 여성들을 선별해 자신의 ‘도시’를 건설하

며, 그들의 모범적인 미덕이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전복하려는 시도도 거의 하지 않는다. 크리스틴이 바라

는 것은 그저 남성 작가들의 근거 없는 여성 전반에 대한 비난을 반박하고 지

조, 순결 등의 여성적 미덕을 보호하는 것이다. 고틀리브(Beatrice Gottlieb)는 

크리스틴이 살았던 15세기에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 운동으로서의 여성

주의를 읽어내려 하는 것은 역사적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그녀의 정치적 보수

성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서의 여성이 공통된 문제점들을 마주한다는 것을 

보고 … 비난과 경멸을 침묵으로 수용하길 거부하는 것”(to see that women 

as a group shared common problems . . . and to refuse to accept in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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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tempt in silence; 282)에서 충분히 어떤 원형적 여성주의를 읽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딜레이니(Sheila Delany)와 같은 학자는 반대로 

15세기에도 다양한 사회 개혁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크리스틴의 정치적 

견해는 당대의 기준으로도 “슬프게도 시대에 뒤떨어진 모델”(sadly outmoded 

model; 96)이었다고 주장하고, 크리스틴을 여성주의자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크리스틴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두 비평

가—와 많은 다른 학자들—은 모두 여성주의자 ‘어머니’를 찾고 있다. 하지만 

작가로부터 훌륭한 텍스트뿐 아니라 모방할 만한 여성주의자 모델을 바라는 

것도 여성 작가에게만 지워지는 짐이다. 
킬리건(Maureen Quilligan)과 크루거(Roberta Kreuger)는 모두 딜레이니

가 지적하는 크리스틴의 보수성을 인정하고 여성주의자 ‘어머니’를 찾고 싶은 

마음이 독해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딜레이니와 같은 접근은 

“논의를 계발하기보다는 차단”(occlude discussion rather than illuminate 

it; Quilligan 8)한다고 말한다. 크루거는 “크리스틴의 전복성은 그녀의 정치

적 견해가 아니라 언어를 다루는 교묘한 솜씨에 있다”(Christine’s subver-
sion lies in her subtle manipulation of language and not in her political 

views; 238)고 말하며 새로운 읽기 방식을 제안한다. 나는 킬리건과 크루거

의 제안과 같이 크리스틴의 정치적 보수성을 인지하되, 그녀의 정치적 신념

이 『여성들의 도시』에 실린 이야기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텍스트 안에 구

현하는 풍부한 의미를 읽어내고자 한다. 내가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누군가가 

“속임수”로 입혀놓은 것이 아닌, 여성들이 정말로 입는 옷과 그 옷을 두른 몸

들이다. 
번즈(Jane Burns)는 중세 로맨스에서 몸과 의복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신

체는 더 이상 그 위에 걸쳐지는 옷을 위한 기반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차라리, 
옷을 입은 신체 자체가 의미의 매개가 된다”(the body no longer functions 

as a ground for clothing laid upon it. Rather, the clothed body itself be-
comes the carrier of meaning; 12)고 말한다. 번즈에 따르자면, 여성의 몸

이 미리 존재하고 그 위에 걸맞은 옷이 덧씌워지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옷이 함

께, 옷을 입은 몸이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역동적인 몸과 옷의 관계

에서 다양한 “의복의 젠더화된 연속체 위의 공간들”(spacings on a gen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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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torial continuum; 122), 즉 이분법적으로 고정된 젠더가 아니라 스펙트럼

으로 존재하며 유동적일 수 있는 젠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번즈의 주장이다. 
크리스틴은 번즈의 개념이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젠더를 상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크리스틴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 안에 거주하는 많은 여성들은—작가

의 의식 안에서는 하나의 젠더로 범주화되면서도—모두 다른 옷을 입고 있다. 
그들이 수행하는 젠더는 각기 다른 몸과 옷으로 구성된다. 크리스틴은 여성이 

입을 옷을 결정짓지 않고,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의미를 만드는 몸들을 도

시로 초대하며, 그 몸들과 그들의 미덕이 모두 여성의 것이라고 선언한다. 나
는 여성의 몸과 그들이 걸친 옷의 관계가 가장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순간들로

서 남장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지목한다. 역설적으로, 여자들이 여성의 것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옷—남자의 옷이나 갑옷—을 입을 때 몸과 옷의 관계가 가

장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여러 층위의 가능성을 가진다. 이 글은 남장하고 갑

옷 입은 여자들의 이야기들을 분석하는 데서 출발해, 크리스틴이 여성의 몸과 

젠더에 대해 고민하면서 씨름한 흔적을 따라간다.  

2. 남자의 옷을 입은 여자들  

베르나보의 아내(Wife of Bernabo), 성 에우프로시나(Saint Euphrosyna), 
성 마리나(Saint Marina)는 모두 남장을 하는 여자들이다. 하지만 그들 한 사

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여성의 몸과 남성의 옷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만나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 남성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러니까 여성성을 

의심받지 않고 완벽하게 남성으로 살아가는 세 여성의 이야기는 젠더의 유동

성을 폭로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크리스틴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구

분을 무너뜨리거나 그 위계를 뒤집는 데 관심을 쏟지는 않는다. 크리스틴의 

거시적인 계획에서, 세 여성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남장 여자의 이야기를 통

해 여성의 “지조”(constancy)를 증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크리스틴은 지조 

있는 여성들의 모범 사례를 동원해 여성의 부정함을 이야기하는 여성혐오 담

론에 맞서고자 하며, 그 결과 세 이야기는 모두 젠더의 도치를 통해 여성적인 

미덕을 강조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진다. 
무역상 베르나보의 아내 이야기는 로마의 플로렌스(Florence), 인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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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젤다(Griselda)의 이야기와 함께, 남편의 부당한 폭압에 고통받지만 이

를 극복하고 자신의 지조를 증명하는 아내들을 이야기하는 시퀀스 중 하나다. 
베르나보의 아내는 본래 “모범적인 순결”(exemplary chastity; 164)로 명성

이 있는 인물인데, 그녀의 남편은 암브로즈(Ambrose)의 계략에 넘어가 아내

가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의심하며 하인에게 그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다. 베르나보의 아내는 기지를 발휘해 자신이 죽은 것으로 꾸미고, 남장을 한 

채 달아나 술탄의 궁정에서 출세해 사구라트(Sagurat)라는 이름을 가진 수행

원이 된다. 어느 날 우연히 암브로즈를 만나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베르나보

의 아내는 술탄 앞에 암브로즈와 베르나보를 불러낸다. 베르나보의 아내는 암

브로즈로 하여금 스스로의 거짓을 고백하게 만든 후에, 옷을 벗어 자신이 여

성임을 밝힌다. 그녀는 남편 곁으로 다시 돌아가고, 술탄을 포함한 목격자들은 

그녀의 “대단한 지조”(such constancy; 168)를 크게 칭송한다. 부도덕하거나 

어리석은 남성 간의 관계로 인해 고통받은 여성이 자신의 기지로 위기를 극복

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이야기로서, 이 에피소드는 여성 혐오 담론에 반박하는 

크리스틴의 목적에 봉사한다. 여성은 본래 지조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 남성 

인물은 패배하고 처벌받으며, 여성은 부당한 의심으로 인해 잃었던 지조 있

는 아내의 지위를 회복한다. 베르나보의 아내 이야기는 크리스틴이 보카치오

(Giovanni Boccaccio)의 『데카메론』(Decameron)에서 가져오는 것인데, 브라

운리(Kevin Brownlee)는 본래 이 이야기가 속한 『데카메론』의 두 번째 날에 

해당하는 주제에서는 젠더가 중요한 키워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틴이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 “이것을 명백한 친여성주의적 우화로 변형”(transform-
ing it into an explicit profeminist parable)하고 있다고 평한다. 그런데 브

라운리가 “친여성주의적”(profeminist)라고 칭하는 크리스틴의 태도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베르나보의 아내가 남장을 함으로써 사구라트로 감쪽같이 변신하는 것은 

젠더의 구성성을 폭로하고, 여성의 신체를 가진 사람도 남성에게 주어지는 역

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구라트는 처음에는 상인에게 고용

되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 모습을 본 술탄은 사구라트가 “자신의 고용

인에게 … 얼마나 정중한지”(how attentive . . . towards his master)를 보고, 
그의 “잘생기고 침착한”(handsome and poised; 165) 모습에 감명받아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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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행원으로 삼는다. “술탄을 매우 근면하게 섬기고 그의 의무를 매우 

잘 수행”(served the sultan with such assiduity and performed his duties 

so well; 166)했기에 술탄의 깊은 신뢰를 얻은 사구라트는 술탄의 중요한 업

무를 모두 처리하는 보좌관이 되어 암브로즈의 거짓을 폭로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얻는다. 베르나보의 아내로서는 추구할 이유도 없고 성공을 상상

하기도 힘든 커리어지만, 남자의 옷을 입은 후에 그녀는 충분한 능력을 발휘

하며 별다른 방해 없이 출세가도를 달린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의 전통적인 위계를 전복

하지는 않는다. 베르나보의 아내는 여성적 미덕의 회복을 위해서, 기존의 젠

더 역학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남성성을 잠시 수행한다. 브라운리는 베르

나보의 아내의 남장이 “결국 성공적인 여성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능하

는 외면적일 뿐인 젠더 전환”(a merely external gender change which ulti-
mately functions to restore a triumphant female identity; 252)이라고 규

정한 바 있다.1) 이 이야기에서 서사적 정의는, 암브로즈가 사형에 처해지고 베

르나보의 아내는 지조 있는 아내의 지위를 회복해서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돌

아가는 형태로 구현된다. 남장은 베르나보의 아내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

한 (남성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그녀는 일시적인 남장을 

통해 본래 가지고 있던 여성적 가치를 되찾는다. 보카치오와 크리스틴이 베

르나보의 입을 통해 그 아내를 소개하는 대목을 비교할 때, 크리스틴이 마땅

히 추구해야 하고 칭송할 만한 여성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

다. 보카치오의 베르나보가 자신의 아내는 “이상적인 여인의 특성 전부”(all 

the qualities of the ideal woman)뿐 아니라 “기사나 향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소양 다수”(many of the accomplishments to be found in a knight or 

esquire; Boccaccio, Decameron 208)을 가졌다며 떠벌릴 때, 크리스틴의 베르

나보가 가장 큰 자랑으로 삼는 것은 “[아내의] 아름다움, 분별력, 그리고 다른 

모든 미덕보다 중요한 그녀의 모범적인 순결”(her beauty, good sense and, 

  1) “외면적일 뿐인” 남장이라는 표현에 대해, 『도시』에서 외면적인 젠더와 내면적인 젠

더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의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베

르나보의 아내/사구라트가 여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행복한 결말로 서술되는 이상 

크로스드레싱의 전복성이 부분적으로만 드러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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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all her other virtues, her exemplary chastity; 164)이다. 이 대목에

서 크리스틴이 한편으로는 “기사나 향사의” 능력이 아닌 “분별력”이라는 표현

으로 (베르나보의 아내를 예외적인 인물, 혹은 사회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할 근거를 제공하는) 보카치오의 젠더 이분법을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크리스틴이 여성 인물이 가진 여러 미덕 중에 순결을 가

장 중요시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크리스틴에게는 여성과 남성의 동

등한 능력을 밝혀 사회적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보다, 여성들이 훌륭한 지조를 

가졌음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다.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을 

모두 훌륭하게 수행하는 베르나보의 아내는 젠더와 신체의 관계가 절대적이

지 않음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여기서 젠더의 유동성은 여성적 미덕을 강조하

기 위한 서사적 도구로 사용되며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지 않는다.  
베르나보의 아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성성의 회복이며, 남장이 

일시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녀의 이야기가 가질 수 있는 전복성을 

제한한다면, 평생에 걸쳐 남장을 하고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어떠한가? 
에우프로시나와 마리나는 연달아 소개되는 여성 성인들로, 역시 훌륭한 지조

를 가졌기에 『여성들의 도시』에 포함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모두 죽을 때까

지 남성 수도사로서 살아가며 죽은 후에야 그들이 가진 여성의 몸이 드러나기

에, 남성으로서의 ‘삶’과 여성으로서의 ‘죽음’ 사이에 만들어지는 관계가 복잡

하다.  
에우프로시나에게 남장은 가부장적 질서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순결

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다. 에우프로시나는 부유한 파프누티

우스(Paphnutius)의 딸로, 아버지가 자신을 결혼시키려 하자 “스스로를 신에

게 바쳤고 처녀성을 지키고 싶었기”(she had dedicated herself to God and 

wished to preserve her virginity; 227) 때문에 남자로 가장하고 수도원으

로 도망친다. 에우프로시나를 “황제의 궁정에서 온 젊은이”(a youth from the 

emperor’s court; 227)로만 아는 수도원장은 그의 “대단한 열정”(great fer-
vour; 227)을 높게 평가하며 환영하고, 그녀는 스마라그두스(Smaragdus)라
는 이름으로 수도 생활을 시작한다. 스마라그두스와 대화하는 자들은 모두 큰 

위안을 얻는다며 그에게 신의 은총이 있음을 인정하는 수도원장의 추천사에 

미루어 스마라그두스의 종교적 커리어는 성공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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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Ruth M. Karras)는 중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에서 “순결”(chastity)
을 섹스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섹슈얼리티, 즉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욕망으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체성으로서의 순결에는 다양

한 층위의 의미가 있지만, 특히 그중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처녀성은 

여성들의 선택을 제한하기보다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다”(Rather than 

cutting back on women’s choices, virginity offered them new options; 

41)는 것이 카라스의 관점이다.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는 것, 
즉 “섹스를 거부하는 것은 남편의 통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Rejection of 

sex means the rejection of the control of a husband; 41) 수 있었다. 에우

프로시나가 결혼을 피하는 데 성공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종교적 삶을 성취한

다는 점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카라스가 말하는, 순결이 여성에게 주는 가능성

을 구현한다.
에우프로시나는 “남성적 여성”으로 거듭나면서 가부장제에서 완전히 벗어

나 새로운 삶과 인간관계를 얻는다. 카라스는 중세 신앙에서 순결을 지키는 

것이 여성적 육체를 극복하고 남성적 영성에 가까워지는 것이며, 성욕을 이겨

내는 여자들은 “여성성의 결점”(the weakness of femininity)을 초월한 “남성

적 여성들”(manly women; 51)로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에 따르면 에우프

로시나는 여성성을 완전히 억압하는데 성공해 남성 수도사의 삶을 살아감으

로써 궁극적인 순결을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순결은 에우프로시나가 원치 

않는 결혼에서 벗어나 자신이 바라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비혼 선언

에 그치는 대신 남장을 하고 살아가는 그녀는 남편뿐 아니라 아버지의 가부장

적 영향력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카라스가 묘사한 남성적 여성의 삶을 실현하

며 가부장제에서 빠져나온 에우프로시나는 자율성을 획득할 뿐 아니라, 의외

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파프누티우스는 딸을 애타게 찾

고 슬퍼하며 위안을 얻기 위해 수도원을 찾는다. 스마라그두스는 아버지를 알

아보지만, 아버지는 남장을 한데다 금욕적인 생활로 외모가 상한 딸을 알아보

지 못한다. 하지만 부녀관계의 단절은 역설적으로 파프누티우스와 스마라그두

스의 인간적인 관계 형성으로 이어진다. 파프누티우스는 스마라그두스와 대

화할 때는 “마치 정말로 내 딸을 찾은 것처럼 행복하다”(I’m as happy as if I 

had actually found my daughter; 228)며 그와 깊은 우정을 나눈다. 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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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의 영향력 안에 있는 여성, 아버지와 딸이라는 구조에서 벗어날 때에야 

파프누티우스와 에우프로시나/스마라그두스는 서로에게 훌륭한 친구가 된다. 
딸 에우프로시나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없어 파프누티우스를 슬프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스마라그두스는 그에게 위

안을 주는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에우프로시나의 이야기는 여

성이 남성 권력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긍정하는 동시에, 그 자유를 위해서는 

여성성을 억압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메시지를 담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여성성을 극복함으로써 지조를 증명하고 영성을 

획득할 수 있기에, 에우프로시나의 성스러움은 그녀의 여성 신체가 드러나

는 순간에 극대화된다. 스마라그두스는 죽는 날에야 자신의 정체를 적은 편지

를 손에 쥔 채 숨을 거둔다. 파프누티우스와 수도원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녀

의 정체를 알고 에우프로시나의 “경건한 지조와 의지”(devout constancy and 

determination; 228)를 칭송한다. 스마라그두스/에우프로시나는 여성성을 억

압함으로써 수도원에서 훌륭한 수도사로서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러나 독실한 

신자이자 위안을 주는 친구라는 스마라그두스의 미덕에, 그 가치들이 여성의 

몸을 극복하고 성취해낸 것이라는 의미를 더해야 그녀의 “지조와 의지”의 무

게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에우프로시나의 이야기는 중세에 일반적인 남

성-정신과 여성-몸의 우열을 답습한다. 그러나 그 위계 안에서 에우프로시나

는 극복해야 하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의지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앞선 두 이야기가 남장을 통해 여성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행동을 해서 미덕

을 증명하는 이야기였다면, 마리나의 이야기는 남장으로 인해 오히려 고통받

는 여성의 몸을 묘사한다. 성 마리나는 크리스틴이 뛰어난 지조를 가진 여성 

성인으로 소개하는 인물로, 에우프로시나와 마찬가지로 남장을 한 채 수도원 

생활을 이어가다 죽은 후에야 그 성별이 밝혀진다. 하지만 같은 주제와 유사

한 서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매우 다르게 전개된다. 
가부장제에서 탈피하고자 한 에우프로시나와 반대로 마리나는 가부장적 권

위에 순종하는 인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남장을 한다. 아버지는 본래 마리

나를 친척에게 맡기고 수도사가 되었으나, 딸이 눈에 밟힌 나머지 수도원장에

게 ‘아들’을 수도원에 데려올 수 있도록 청한다. 마리나는 아버지와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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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마리누스(Marinus)가 된다. 남장이 부녀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앞선 이야기와 유사하지만, 에우프로시나의 경우에는 남장을 통해 

부녀 사이의 권력관계를 제거한 후에야 파프누티우스와 우정을 쌓을 수 있었

던 반면 마리나와 그 아버지의 관계는 남장 전후가 다르지 않다. 마리나는 언

제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미덕을 훌륭히 구현한다. 마리나는 가부장적 권위

에 정면으로 저항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에우프로시나와 같이 남장을 통해 그 

영향력에서 비껴가려는 전략을 취하지도 않는다. 
마리나는 남성 수도사에게 허락된 신앙생활로 영성을 획득한 에우프로시나

와 달리 무고하게 남성의 죄를 짊어진다. 에우프로시나가 여성성을 극복하며 

남성적 미덕을 성취한다면, 마리나는 남성성을 견뎌내며 자신의 미덕을 증명

한다. 마리나는 훌륭한 수도사 마리누스로서 엄격한 수도 생활에 성실히 임하

고, 수도원장과 동료 수도사들도 그의 경건함을 칭송한다. 하지만 수도원 근

처 마을의 여관집 딸이, 자신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로 마리누스를 지목하자 

그는 수도원에서 쫓겨난다. 마리누스는 구걸로 연명하면서도, 여관집 딸이 낳

은 아들을 “그녀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as if he were her own son; 226) 맡
아 키운다. 크리스틴은 “성스러운 처녀는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밝혀 결백

을 증명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을 선택했다”(the holy virgin 

preferred to take the blame rather than prove innocence by revealing 

that she was a woman; 226)고 서술하는데, 왜 그녀가 자신의 결백을 밝히

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풀어 설명하지는 않는다. 마리누스가 5년의 “속

죄”(penance; 226)를 겪은 후에야, 그를 불쌍히 여긴 수도사들의 간청에 수도

원장이 그의 복귀를 허락한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힘들고 지저분한 궂은일

들은 마리누스의 차지다. 그럼에도 “성스러운 처녀는 모든 일을 누구보다 기

꺼이, 겸허하게 수행했다”(The holy virgin carried out all these jobs most 

willingly and with great humility; 226). 에우프로시나와 베르나보의 아내

는 모두 남성에게 허락되는 자유를 활용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남

성의 옷을 입었다. 그러나 마리나는 그들과 같이 여성으로서 얻기 힘든 인정

을 쟁취하는 대신, 남자로 살아가며 여성이라면 지을 수 없는 죄를 짊어진다. 
타인의 죄를 자신의 몫으로 수용하면서 마리나는 하나의 몸으로 여성의 미

덕과 남성의 속죄를 구현한다. 맥너리-자크(Bernadette McNary-Zak)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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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가 한편으로는 타인의 죄에 대한 책임과 속죄를 짊어지는 예수, 다른 한

편으로는 “겸손한 복종과 순종의 태도로 남자아이를 기르며 신의 뜻을 받들

고 있다고 믿는 처녀 어머니”(a virgin mother who believes she is accept-
ing the will of God in her humble submission and obedience to raise the 

male child; 9)인 성모 마리아가 된다고 주장한다. 예수와 성모 모두와 닮게 

된다는 해석은 성인 마리나의 영성에 대한 설명으로는 합당하나, 이 해석이 

암시하는 젠더의 문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리누스가 키우는 아이에게 

그는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크리스틴이 반복적으로 “성스러운 처녀” 마리

나를 지칭하기에, 독자는 그녀의 남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성과 모성을 인지할 

수 있다. 마리나가 가진 여성의 몸을 의식하는 독자에게 그녀가 아이를 돌보

는 모습은 성모의 모성과 겸허한 순종이라는 여성적 미덕을 환기한다. 하지만 

마리나가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아버지로 지목되었

기 때문이다. 서사의 차원에서 마리누스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여성적인 모

성의 발현이 아니라, 수치스럽게 수도원에서 쫓겨난 죄인의 표식이다. 마리나/
마리누스가 아이를 양육하는 장면에서 아이를 기르는 처녀의 몸과 죄를 짓고 

속죄하는 남성의 몸은 하나로 겹쳐진다. 
마리누스가 죽은 이후, 장례를 위해 옷을 벗겼을 때 여성의 몸이 드러나자 

마리나/마리누스의 삶은 완전히 재구성된다. 에우프로시나의 경우에는 그녀

가 획득한 남성적 미덕에 그것이 여성성을 극복한 결과라는 의의가 더해진 것

이었다면, 마리나의 경우 생전에는 마리누스의 죄였던 것이 역전되어 결백

과 미덕의 증거로 변모한다. 수도사들과 수도원장은 “그들이 이렇게나 성스럽

고 결백한 피조물에게 가한 잘못”(the terrible wrong that they had done to 

such a holy and innocent creature)에 고통스러워하고 마리나의 “비범한 성

인다움”(extraordiary saintliness; 226)에 감탄한다. 마리누스를 핍박한 수도

원장은 오열하며 용서를 빌고, 마리누스에게 누명을 씌웠던 여관집 딸은 자신

의 거짓말을 고백하고 미쳐버린다. 마리나의 시체는 어느 수도사의 시력을 회

복시켜주고 여관집 딸의 광기를 치유해주는 등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 여성

의 몸이 모두에게 드러난 후에야 남성의 죄는 마리나로부터 분리되고, 그녀는 

성스러운 희생을 한 “결백한 피조물”로 거듭난다. 남성의 옷을 입은 처녀 마리

나의 몸은 모순적인 의미의 기표였다면, 남성의 옷을 벗는 순간에 그녀의 몸



66  배 소 윤

은 순결하고 신성한 것이 된다. 
이렇게 세 남장 여자들의 이야기는 여성의 몸과 남성의 옷이 만나며 만들어

지는 다양한 관계와 의미들을 보여준다. 베르나보의 아내가 남장으로 여성적

인 미덕을 증명해서 훌륭한 아내의 지위를 회복하고자 했다면, 에우프로시나

는 남장으로 여성성을 억압하고 남성적인 영성을 획득한다. 두 여성 모두에게 

남성의 옷은 남성중심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베르나보의 아내

는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달아나고 안전이 보장된 후에야 남성의 옷을 벗고 여

성의 몸을 드러낸다. 반면 에우프로시나는 죽을 때까지 남성의 옷을 벗기를—
남성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포기하기를—거부한다. 하지만 사후 그녀의 여성 

신체가 드러나는 순간, 즉 여성성을 극복했다는 업적이 증명되는 순간이 에우

프로시나의 진정한 가치가 밝혀지는 때다. 남장을 한 마리나는 두 여성과 달

리 가부장적 권력과 교섭하거나 맞서는 대신 순응하며, 그녀에게 남성의 옷은 

아버지의 뜻이자 어느 남성의 죄, 그녀가 대신 속죄하는 타인의 죄를 의미한

다. 마리나의 몸은 생전에는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몸인 동시에 아버지의 

몸이나, 사후에 남성의 옷이 벗겨지자 순결한 희생양의 몸으로 격상된다.

3. 옷과 맞닿는 여성의 몸  

앞선 논의에서는 세 남장 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여성의 몸과 남성의 옷이 만

들어내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읽었다. 이 인물들이 (세부적으로는 차이

가 있을지언정) 모두 남자의 옷을 입은 여성의 몸을 가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남장을 한 채 활동하는 동안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겹쳐져 존재하며 젠더의 

구성성과 불안정성이 나타나지만, 그들이 옷을 벗는 순간에 그들의 몸은 확실

히 여성의 것으로, 그들이 이용하거나 짊어져 온 옷은 남성의 것으로 분리된

다. 하지만 크리스틴에게 있어 몸과 옷을 정의하는 것, 그리고 몸과 옷의 관계

를 보는 것은 전혀 깔끔한 작업이 아니다.
특히 크리스틴은 위험한 섹슈얼리티를 경계하며 여성의 몸을 매우 조심스

럽게 다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하다. 브라운리는 크리스틴이 베르나보

의 아내를 이야기할 때, 보카치오의 원전에는 등장하는 지네르바(Zinerva)라
는 이름을 삭제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 선택은 베르나보의 아내가 귀니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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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nevere)의 부적절한 섹슈얼리티와 연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

석한다. 브라운리는 『여성들의 도시』 전반에 걸쳐 이처럼 성애화된 여성 신체

를 ”탈성애화하는“(de-eroticize; 250) 거시적인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브라운리는 베르나보의 아내 이야기에서 이름의 문제만을 지적하지만, 
여성의 신체에 대한 에로틱한 시선을 제거하는 작업은 그 외 다양한 대목에서 

이루어진다.
크리스틴은 자신의 도시를 구성할 모범적인 여성들의 몸이 가지는 성애적 

가능성을 최대한 지우려 한다. 여성 혐오 담론을 답습하거나, 그에 의해 오용

될 여지가 있는 섹슈얼리티는 모두 제거 대상이다. 일례로, 볼란디스트(Bol-
landist)들이 편찬한 『성인전』(Acta Sanctorum)에 기록된 에우프로시네(Eu-
phrosyne) 전승에는 그녀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대목이 등장하지만 『여성들

의 도시』에 실린 에우프로시나 이야기에서는 해당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 『성
인전』에서는 에우프로시네가 수도원에 들어갈 때 스스로를 거세된 남성으로 

소개하는데, 다른 수도사들이 그에게 매력을 느끼는 탓에 수도원장이 그를 독

방에서 지내도록 한다.2) 호치키스(Valerie R. Hotchkiss)에 따르면, 이는 에

우프로시네의 몸에 여전히 ”여성의 성적 죄악“(sexual sinfulness in women; 

24)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남성의 옷으로 가려져 있을 때도 여성 신체에 기

입된, 남성을 타락으로 이끌며 죄악시되는 섹슈얼리티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성애적 욕망의 형태를 띤다는 특징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에
우프로시네의 몸이 수도원에 허용되지 않는 성적 욕망을 들여오는 것으로 묘

사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크리스틴은 남장 여자의 몸이 촉발하는 성적 욕망

의 역학을 탐구하는 대신, 자신의 에우프로시나가 질서에 균열을 일으켜 질책

받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에우프로시나의 경우와 같이 위험한 섹슈얼리티와 직결되지 않더라도, 크

리스틴은 여성 신체를 직접 묘사하는 것을 꺼린다. 보카치오의 원전과 크리

스틴의 『도시』에서 베르나보의 아내가 남장을 하는 장면을 비교해 크리스틴

  2) “Pulchra est facies tua, fili, timeo ne sit ruina infirmis fratribus; volo autem, 
ut sedeas solus in cella tua (Your appearance is beautiful, son. I am afraid lest 
it be the ruin of infirm brothers; therefore, I want you to remain alone in your 
cell, Acta Sanctorum qtd. in Hotchkiss 24, translation by Hotch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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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 신체를 최대한 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크리스틴의 이야기는 다음

과 같이 전개된다. “이 미덕있고 아름다운 숙녀”(this virtuous and beautiful 

lady; 165)는 자신을 죽이러 온 남편의 하인을 설득해 도망치고, 근처의 작은 

마을로 도망간다. 그곳에서 어떤 “친절한 여인”(a kind lady)의 도움을 받아 

남성의 옷을 구하고 머리카락을 잘라 젊은 남성으로 변장한다. 반면, 『데카메

론』에서 베르나보의 아내는 남편이 보낸 하인을 설득해 그 자리에서 그의 옷

과 자신의 옷을 바꾼다. 하인은 “그녀가 입을 자신의 낡고 찢어진 더블릿과 외

투”(a tattered old doublet of his and a cloak to put on; 214)를 건네주고, 
베르나보의 아내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하인에게 주어 그녀가 죽었다는 증

거가 되도록 꾸민다. 이후에 방문하는 나이 든 여인의 집에서는 물건을 빌려

서 하인의 옷을 자신의 몸에 맞게 수선하고 머리카락을 잘라 남장을 완성한다. 
이 수선 과정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이 그녀의 몸의 생김새를 서사화한다.

그녀는 늙은 여인으로부터 몇 가지 물건을 빌려서 더블릿을 몸에 맞도록 

짧게 만들어 고쳤다. 그녀의 슈미즈를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로 개조했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외양을 완전히 바꾼 후에 …  

[S]he obtained some things from an old woman and altered the dou-
blet, shortening it to make it fit. She also converted her shift into a 

pair of knee-length breeches, cut her hair, and having transformed 

her appearance completely . . .  (215)   

크리스틴의 이야기에서 수정되거나 사라지는 지네르바의 환복 과정은 그녀의 

옷이 몸과 맞닿아 몸의 형태를 결정하는 역학을 드러낸다. 지네르바가 벗은 

옷이 그녀의 시체를 대신하는 것은 옷이 몸을 구성하는 단적인 예시다. 크리

스틴이 서술하는 베르나보의 아내 이야기에서 필요에 따라 남성의 옷을 구입

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수단으로서의 남장을 강조한다. 반면, 보카치오는 지네

르바로 하여금 남성 하인이 입던 옷을 그대로 받아 입도록 하면서 남장은 곧 

남성 신체의 모방임을 이야기하고, 그녀의 몸에 맞추어 수선되는 옷의 모양을 

추적하며 남성의 옷과 여성의 몸이 만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묘사한다. 크리스틴은 자신이 남장 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다루어 

온 소재인 몸과 옷의 관계에 대해 풍부한 의미를 제공하는 이 장면을, 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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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나라하거나 성애적인 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삭제한다. 
크리스틴의 엄격한 검열은 남성 작가들의 원전으로부터 이야기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여성 혐오 담론이 구성하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반복할 위험이 그만

큼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성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면 몸과 너무 가까이 있는 옷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 역시 불편한 

일이다. 그린(Monica Green)은 크리스틴이 여성 신체에 대한 남성의 여성 혐

오적 시선에는 반발했지만, 딕슨(Lynne E. Dickson)을 인용하며 “그녀가 여

성의 몸 자체를 재사유하지는 못한다”(she is unable to rethink the female 

body itself; 169)고 결론짓는다. 그리고 이 때문에 크리스틴의 텍스트에서 “그 

몸에 대한 그녀의 이미지는 골치 아프고 애매모호하다”(her images of that 

body are vexed and ambiguous; 169)고 평가한다.3) 하지만 “골치 아프고 애

매모호”한 여성의 몸에 대한 묘사들은 오히려 크리스틴이 여성의 몸을 사유하

기 위해 계속 노력한 증거라고 봐야 할 것이다. 남성 작가들이 여성 신체를 바

라보는 시선, 남성 작가의 묘사 속에서 여성의 옷이 그녀의 몸을 만드는 장면

을 삭제했다고 해서 크리스틴이 옷과 몸이 만나는 순간을 사유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크리스틴의 각색은 원전에 없는 내용을 새로 꾸며내는 일이 적

고, 대체로 원전보다 짧고 간결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남성적 시

선을 제거하면서 그 대목들을 빈 공간는 것이기에 그린과 같이 크리스틴이 여

성 신체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을 제안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하지만 

남성 작가들의 문학 전통을 다시 쓰는 작업을 하면서, 그들의 여성 혐오적 기

준에 기대지 않고 그에 반대되는 관점을 고안하는 것을 불가능에 가깝다. 크
리스틴은 남성 작가의 시선과 일대일 대응이 가능한 여성적 시선을 발명해 여

  3) 그린은 역사적 실존 여성인 트로타(Trota)가 남긴 여성 신체에 대한 실용적인 의료 

지식 기록이 여성 혐오적 자연 철학에 포섭된 역사를 분석한다. 트로타가 실은 여성

의 몸에 대해 가장 진실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텍스트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녀의 권위가 “성애화된 여성 신체에 지나치게 뗄 수 없게 엮여”(too inextricably tied 

to the sexualized female body; 170)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틴이 그녀를 긍정하지 못

한다는 것이 그린의 결론이다. 여성 신체(혹은 그에 대한 기록)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이 여성 혐오적인 남성중심적 해석의 틀밖에 없기에 여성의 몸

으로부터 직접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이 글에서 분석하는 바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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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신체를 다시 보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여성 신체에 대한 성애적 

관심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대목을 최대한 삭제하고, 남은 이야기 안에서 여

성 신체와 여성을 고민한다. 크리스틴은 남성 작가들이 여성 신체로부터 에로

스를 기대하는 태도를 꼼꼼히 삭제하고 나서도, 언제나 여성의 몸이 그녀가 

입은 옷과의 관계를 통해 변화하고 만들어진다는 통찰을 담아 텍스트를 엮어

낸다. 힙시크라테아(Hypsicratea)와 세미라미스(Semiramis)의 이야기에 나

타나는 그들의 몸과 옷에 대한 서술을 통해 크리스틴이 여성 신체에 대한 사

유를 어떻게 열어두는지 살펴볼 수 있다.
왕비 힙시크라테아의 이야기에서도 크리스틴은 원전의 섹슈얼한 요소를 배

제한다. 힙시크라테아는 고된 전쟁 중에도 남편과 함께하고, 그가 신하와 친

우들로부터 모두 버림받았을 때도 남편을 위로해주는 모범적인 아내다. “[남
편은] 자주 감동해서, 그가 망명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의 헌신적인 

아내와 함께 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 하다고 말하곤 했다” (He was 

often moved to say that he didn’t feel like he was in exile but rather as 

if her were at home in his palace having a delightful time with his de-
voted wife; 112). 남편의 망명에 동행하며 그녀는 “스스로를 남성으로 꾸미”

(disguise herself as a man; 111)는데, 훌륭한 아내가 가진 미덕을 강조하는 

남장 이야기라는 점에서 베르나보의 아내 에피소드와 유사하나 힙시크라테아

에게 남장은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남편을 따라 종군하면서 자연스럽게 취하

게 되는 실용적인 옷차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크리스틴은 보카치오의 

원전에서 힙시크라테아가 본래의 여성적인 옷과 장신구를 벗고 갑옷과 무기

를 갖추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다. 원전을 요약하

는 경우가 잦은 크리스틴이 이 장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데, 그녀는 대부분의 묘사를 옮기면서도 유독 다음 대목을 생략한다.

그녀는 황금 팔찌, 보석, 그리고 그녀의 발치까지 흘러내리는 보라색 드레

스를 벗거나, 그것을 무릎 길이에서 자르고, 그녀의 상아빛 가슴을 코르슬

렛으로 보호하고 그녀의 다리에는 정강이받이를 매었다.
She discarded her golden bracelets, jewels, and dresses of purple 
which flowed down to her feet, or cut them at the knee, and she 
covered her ivory breast with a corselet and fastened greaves to her 



 여성의 옷, 여성의 몸, 여성  71

legs. (Boccaccio, Famous Women 170)   

보카치오는 여기서도 옷과 몸이 만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여성의 

발, 가슴, 다리를 바라보는 남성 작가의 성애화된 시선을 끌어들인다. 크리스

틴은 이와 같이 여성의 몸을 에로틱한 것으로, 남성의 성적인 대상으로 만드

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부분은 삭제한다. 
하지만 보카치오가 여성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목을 제외하고서도, 크

리스틴은 힙시크라테아가 갑옷을 입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담

아낼 수 있다. 크리스틴은 위 묘사를 제외하고 왕비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서술한 뒤에, 그녀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이 숙녀는 그녀의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해서, 더 온화하고 즐거운 삶

을 위해 만들어진 그녀의 매력적이고 섬세한 젊은 몸은 강하고 튼튼한 무

장 기사의 것으로 변화했다.
[T]his lady so thorougly adapted herself to her new surroundings that 
her charming and delicate young body, which was made for softer 
and more pleasurable living, was transformed into that of a strong 

and powerfully built knight-in-arms. (111)  

크리스틴은 힙시크라테아의 “매력적이고 섬세한” 몸을 언급하지만, 그 몸은 

곧장 해체되어 새로운 옷 안에서 “강하고 튼튼한,” 남성적인 기사의 몸으로 재

구성된다. 여성의 특정한 신체 부위들을 명명하며 그 몸을 탐닉하지 않아도 

크리스틴은 여성의 몸이 옷 아래에서 변화하고 역동적으로 구성됨을 포착할 

수 있다. 
크리스틴은 여성의 몸을 직접 묘사하지 않는다. 때로는 풍부한 의미를 만

들어낼 수 있는 장면들을 억압하는 편집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그녀가 

기대는 문학 전통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재현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여성 혐

오적 시선을 답습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선택이다. 크리스틴은 여성의 몸에 

대한 여성적 시선의 발명이라는 모험을 시도하는 대신, 기존의 서사에서 여성

에 대한 성애화된 시선을 꼼꼼히 제거한 후에 남는 여성의 몸을 생각하는 전

략을 취한다. 여성의 몸은 (크리스틴의 보수적인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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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옷을 입고 다양한 미덕을 실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여성의 몸이 강한 기사의 몸이 되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의 옷을 입고, 남성적인 미덕을 성취하며 남성과 

닮은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 훌륭한 여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왕비 세미라미스도 힙시크라테아처럼 갑옷을 입는 여자다. 그러나 세미라

미스는 앞선 여성 인물들과 다르게, 남성의 옷인 갑옷을 입는 것보다 여성의 

옷을 입고 무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전사다. 세미라미스는 크리스

틴을 찾아온 ‘이성’이 “여기, 내가 네 도시의 첫 초석으로 내려놓기를 바라는 

훌륭하고 강한 돌이 있다”(Here is a good, strong stone which I want you 

to lay as the first of your city’s foundation; 35)면서 소개하는 여성 인물

로, “위대한 군사적 기량”(great military prowess; 35)으로 남편을 돕고 남

편이 죽은 후에는 스스로 훌륭한 통치자가 되는 왕비다. 역시 크리스틴이 보

카치오의 텍스트에서 가져오는 에피소드인데, 흥미롭게도 크리스틴은 세미

라미스의 이야기에서 그녀가 남장을 하는 사건을 삭제한다. 보카치오 원전에

서 세미라미스는 어린 아들을 두고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로 변장해 통치하

다가 스스로 충분한 권위를 획득했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마침내 그녀는 모두

에게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여성적인 기만으로 남성인 척을 

해 왔는지 밝히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Finally she did not fear to reveal 

to everyone who she really was and how with womanly deceit she had 

pretended to be a man; Boccaccio, Famous Women 5)고 서술된다. 하지

만 크리스틴이 쓰는 세미라미스에게는 “여성적인 기만”인 남장이 필요가 없

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는 대신 일신한 열의로 들어

올렸”(didn’t lay down her arms but rather took them up with renewed 

vigour, 35)고, “전사로서 무시무시한 명성”(fearsome reputation as a war-
rior. 35)을 누리며 정복왕으로 거듭난다. 그녀가 과부가 되면 무찌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적들에게도 압승을 거두었다는 언급 외에는 세미라미스의 여

성성이 별다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다. 킬리건은 이와 같은 각색에서는 “서

사가 그녀가 가진 기존의 남성적인 힘을 명확히 여성적인 것으로 만든다”(the 

narrative makes her previously masculine power specifically female; 85)
고 설명한다. 세미라미스는 에우프로시나와 같이 남성적인 가치를 획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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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남장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이야기는 여성성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체성으로 재정의한다.
세미라미스의 무력을 상징하는 이미지는 반만 땋아내린 머리카락인데, 이 

대목으로 크리스틴은 여성이 남성의 옷이나 갑옷이 아니라 여성의 옷을 입을 

때에도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베르나보의 아내와 힙

시크라테아의 이야기에는 남장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장면이 등장한

다. 머리카락은 신체 일부이면서, 젠더와 지위 등의 맥락에 따라 적절히 꾸밀 

수 있다는 점에서 옷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긴 머리카락은 여성성의 표식으

로, 그 두 여성에게 머리카락은 남장을 위해 벗어두어야 하는 여성의 옷이다. 
그들과 달리 세미라미스는 다음 장면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벗어두기는커녕 

공들여 손질하고 땋는다.

어느 날, 세미라미스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질하느라 바쁜 시녀들에 에워

싸여 자신의 방에 앉아있을 때, 갑작스레 그녀의 영토 중 한 곳이 그녀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는 곧장 뛰쳐 일어나서, 이 무도한 

일을 보복하고 그 지역을 다시 통제하기 전까지 아직 땋지 못한 절반의 머

리카락을 풀어 둘 것이라고 그녀의 왕국을 걸고 맹세했다. 
One time, Semiramis was sitting in her room surrounded by her 
handmaidens, who were busy combing her hair, when news suddenly 

came that one of her territories had rebelled against her. She jumped 

up immediately and swore on her kingdom that the half of her hair 
which had not yet been plaited would remain loose until she could 

avenge this outrage and take the country back into her control. (36)  

머리를 땋는 것은 여성적인 꾸밈이지만, 이 꾸밈이 기존의 전통적 여성성에 

순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미라미스는 머리를 다 땋지 못했음에도 

개의치 않고 일어서 전장으로 향할 수 있다. 그녀의 머리카락의 모양새는 그

녀가 결정하고, 그 모양새에 새겨지는 의미는 그녀의 업적이 결정한다. 세미

라미스는 문제의 반란을 완벽하게 진압하고, 이후 그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머리카락의 한쪽만 땋은 채 손에 검을 든 공주”(a princess holding a sword 

in her hand with only one side of her hair plaited; 36)의 조각상이 세워

진다. 세미라미스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은 남성성을 수행하기 위해 벗어야 하



74  배 소 윤

는 옷이 아니며, 절반만 땋아진 그대로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는 상징물이 된

다. 여자의 몸과 남자의 옷이 만났을 때 드러나는 의미가 다양했듯이, 여자의 

몸과 여자의 옷의 만남도 항상 같지 않으며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4. 나가며  

크리스틴이 『도시』를 쓴 시대로부터 오백 년 후, 1928년의 버지니아 울프는 

근미래에 찾아올 가상의 여성 작가 메리 카마이클(Mary Carmichael)이 해야 

할 작업을 다음과 같이 상상한다.  

그녀는 코르티잔, 창녀, 그리고 퍼그를 키우는 숙녀가 앉아 있는 작고 향수

를 뿌려둔 방에 들어갈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남성 작가가 강제

로 얹어놓은 엉성한 기성복을 입고 앉아 있다. 하지만 메리 카마이클은 가

위를 꺼내 모든 빈 곳과 각진 곳에 맞추어 옷을 가봉할 것이다. 이 여자들

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신기한 광경일 것이다. 하지만 우

리는 조금 기다려야 한다 … 대부분의 여성은 창녀도 아니고 코르티잔도 아

니다. 여름 오후 내내 칙칙한 벨벳 옷에 퍼그를 껴안고 앉아 있지도 않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She will go . . . into those small, scented rooms where sit the cour-
tesan, the harlot, and the lady with the pug dog. There they still sit 
in the rough and ready-made clothes that the male writer has had 

perforce to clap upon their shoulders. But Mary Carmichael will have 
out her scissors and fit them close to every hollow and angle. It will 
be a curious sight, when it comes, to see these women as they are, 
but we must wait a little . . . the majority of women are neither har-
lots nor courtesans; nor do they sit clasping pug dogs to dusty velvet 
all through the summer afternoon. But what do they do then? (88)

울프는 여성의 몸에 제대로 맞는 옷, 남성이 만들어 둔 기성복이 아니라 여성

이 직접 치수를 재어 만든 옷이 없음을 한탄한다. 그런 기성복을 입은 여성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의 여성들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남성 작가가 만들어 놓은 

옷에서 벗어난 여성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울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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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하고 마지막 질문을 던진다.
크리스틴 드 피잔 역시 다섯 세기 전에 같은 난제에 부딪혔던 것이다. 남성 

작가들의 글로 이루어진 문학 전통은 크리스틴으로 하여금 여성을, 자기 자신

을 이해하기 어렵게 했다. 그리고 크리스틴은 가상의 메리 카마이클과 같이 

새로운 여성의 옷을 재단할 가위를 가지고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대신 크리

스틴은 남성 문학 전통 속에서 모범이 될 만한 여성들을 초청해 『여성들의 도

시』를 건설하며, 그들이 가지고 오는 몸들과 그들이 입고 오는 옷들 사이에 발

생하는 다양한 역학을 텍스트에 담아냈다. 모범적인 여성을 선정하는 기준이 

사회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가치관에 기반했다는 점, 그리고 여성 

신체를 직시하기 어려워하고 대부분의 경우 우회로를 택했다는 점은 현대의 

여성주의자 비평가의 시선에서는 크리스틴의 한계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성들의 도시』는 여성이 입는 다양한 옷, 그 옷과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지

는 몸, 그리고 그 모든 의미가 얽히며 만들어지는 여성의 이야기에 풍부한 가

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텍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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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men’s Clothes, Women’s Bodies, Women: 
Possibilities of Gender in The Book of the City of 

Ladies   

Soyoon Bae

This paper examines the diverse possibilities of female representa-
tions in Christine de Pizan’s The Book of the City of Ladies by focusing 
on women who cross-dress or wear armour. Christine’s project is to dis-
prove the medieval misogynistic tradition. I argue that she achieves this 
by inviting into her city various bodies in various clothes, and claiming 
all these lives and virtues as women’s.   

The Wife of Bernabo, Saint Euphrosyna, and Saint Marina are all 
cross-dressing women, but in each story the intersection of the female 
body and male dress manifest different meanings. While the Wife of 
Bernabo assumes male clothing as a strategic means to regain her place 
in patriarchy as a virtuous wife, Saint Euphrosyna cross-dresses as a 
monk to evade patriarchal power. While performing a male role and 
suppressing femininity makes Saint Euphrosyna’s religious career pos-
sible, her exceptional spirituality is posthumously proved by her female 
body, since having overcome femininity is a sign of greater dedication. 
Saint Marina, on the other hand, dons a monk’s clothes in obedience to 
her father’s wishes. When Saint Marina is accused of illegitimate father-
ing, her body represents both the sinful male body and the childbearing 
virgin.    

While Christine’s text portrays a wide spectrum of women’s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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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s, she refuses to make direct descriptions of the female body 
itself. I argue this is Christine’s strategy to eliminate misogynistic rep-
resentations of the female body inherent in the male canon Christine 
was borrowing from. Instead, Christine creates open possibilities for 
the female body in stories such as Hypsicratea’s and Semiramis’. When 
Hypsicratea puts on men’s armour her body is reformulated as a more 
powerfully built, masculine one. On the other hand, Semiramis exhibits 
military prowess without cross-dressing, and her feminine, plaited hair 
is redefined as a sign of military and political power. Christine’s rework-
ings of these women’s stories demonstrate how female bodies intersect 
with male and female dresses to create, in each case, diverse meanings. 
While I acknowledge Christine’s conservative standards of virtue and 
thus her limitations in contemporary feminist understanding, I claim 
her text carries rich possibilities for representing female lives.    

Key Words      Christine de Pizan, The Book of the City of Ladies, medi-
eval feminist studies, cross-dressing, clothes and gender, 
female bod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