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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페미니즘의 둥장은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근원적인 도전을 가져왔

다. 지난 40 여 년간 페미니즘은 인종， 종교 계층， 연령의 문제를 포괄하면서
거의 모든 학문분야의 지적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를 비

롯한 여러 종교전통 내부에서는 남성중심적이고 7밝L적인 과거의 관행들에
대한 비판 작업이 맹렬하게 전개되었다.

그런데

종교학은 여전히

남성중심적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7 년 엘리아데가 책임 편집한 『종교백과사전JJ(ER) 에 수록된 페미니즘 및

젠더 관련 항목은 겨우 2 편에 불과하다. 우슬라 킹 (Ursula King)은 ER 에 실
린 논문의 17%(총 1 ， 356 편 중 227 편)만 여성에 의해 집필되었음을 지적하며
종교연구의 남성지배적 성격을 폭로했다.
우슬라 킹의 이러한 지적은 종교연구에서 주요 주제들이 과연 누구에 의해
선정되는지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종교학계내의 젠더와 관련된 권력문제를 제
기한다. 다행히도 21 세기에 들어와서는 종교학에서 페미니즘 담론이 주목받고

있다. 새로이 출간되는 종교학 입문서들마다 젠더에 관한 장을 포함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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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 젠더관련 단행본과 선집2) 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이 주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페미니즘은 “여성도 인간이다”라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매우 급진적인 선
언으로 출발한다. 이 선언은 여성이 인간의 범주에서 배제되어 왔음을 암시한

다. 페미니즘에 의하면 성차별이야말로 계층， 인종， 푼화， 시대를 초월한 가장
광범위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억압 장치이다. 1960 년대 들어서면서 페미니스

트들에 의한 종교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지식생산의 과정에서 배제

되어 온 여성들이 종교에 의한 여성억압과 종교연구에 내재한 남성중심주의를
폭로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 모르간(Sue Morgan) 의 표현을 빌리자면 페미니즘적 종교연구는 종교에
대한 규범적 범주/이해들에 도전하고 여성의 중심성읍 다OJ한 방식으로 부각

시키면서， 종교연구 방법에 내재한 남성중심주의를 드러내고자 한다. 요컨대
페미니즘적 종교연구는 기존의 종교전통과 종교연구에서 절대적인 것으로 간
주되어 온 개념과 범주들을 탈신비화멜코드화하는 담론이며， 젠더를 기본적
분석 범주로 삼아 기폰 이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글은 페미니즘적 종교연구의 흐름을 시대별 및 주제별로 스케치하그l자
한다. 시대별 접근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종교적 페미니즘， 1960-80 년대의
페미니즘적 종교연구， 그리고 포스트식민주의가 등장한 이후 페미니즘적 종교
담론의 변화과정을 다룬다. 주제별 접근은 페미니즘젝 종교담론이 전개한 몇

가지 중심 주제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한다.

ll. 제 1 세대 페미니즘과 종교연구
종교공동체에서 성차별문제가 처음 공론화된 것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그

1)

2)

3)

Daniel Boyarin , “ Gender," Mark C. Tayloζ ed. , Critical Terms lor Religious
Studies(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98), 117-35; Sue
Morgan , “ Feminist Approaches ," Peter Connolly, ed. , Approaches to the Study
01 Religion(London and New York: Cassell, 1999), 42-72.
자세한 목록은 Lisbeth Mikaelsson , “ Gendering the History of Religions," New
Approaches to the Study 01 Religion, vo l. l , eds. Peter antes , Armin Geertz,
Randi Warne ,(Berlin and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4) , 304.
Sue Morgan, “ Feminist Approaches ," 42.

페미니즘적 종교 연구의 동향

119

리스도교 페미나스트들에 의해서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싱~Imago Dei)을 따
라 모든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그리스도교의 창조론에 근거하여 여성의 평동성
을 이끌어냄으로써 근대 여성운동의 초석을 닦았다. 미국 여권운동의 전개과

정에서는 종교(그리스도교)가 인적/물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였다.

먼저 교회는 당시 여성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이었으며， 여성의 사회변혁에 관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히는 곳이기도 하였다.

미국 여권운동의 공식적인 첫모임인 ‘전국여성권리대회’(1 848) 가 세네차 폴즈
의 한 감리교회에서 개최된 것과 그리스도교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모든 남
성과 여성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 인간의 절대적인 권리를 똑같이 부여받
았다”는 여성관이 들어있는 ‘여성권리선언’은 교회제단의 남성 독점을 즉각
폐지하라는 결의문을 태함으로써

종교제도 역시 여성의 권리확대를 위해 개

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였다.

여성지도력의 측면에서 보면 당시에는 여성참정권이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
었지만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여성지도력이 발휘되고 있었다. 1853 년 회중교
회에서 여성 목사가 최초로 탄생하였으며 다른 교단들에서도 잇달아 여성안수
가 허용되었다. 종교제도 내에서 여성의 지도자적 위치가 공식적으로 승인되

기 시작한 것이다. 만일 기존의 종교제도 안에서 성적 평등을 보장받기 어려
운 경우에는 “영적 자기표현”을 확장하기 위한 대안적 수단을 강구되었다. 신

의 여성적 이미지를 강조한 크리스찬 사이언쇠Christian Science) 와 쉐이커
(Sh없r) 등이 대표적 사례인데 이 신홍종파들의 창시자는 모두 여성이었다.
이념적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에는 성서비평학이 등장하여 경전 속에 있는

여성의

권위를

발굴하는

작업이

둥장하였다.

‘ 영적

평등주의’ (spirìtual

equalism) 라는 바이블의 원칙(갈라디아 3:28) 에 입각하여 ‘신의 절대적 명령’
과 ‘남성들의 오류가능한 바이블 해석’을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식은 캐디 스탠턴(Elizabeth Cady Stanton) 이 편집한 Women ’'s Bible(1898)로
구체화되었다.
이 책은 그동안 바이블이 가부걷L적 사고를 지닌 남성들의 정치적 도구로

오용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여성에 관해 언급된 구절들을 여성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였다. 특히 “모든 개혁은 상호의존적이다’는 서문의 선언은 종교적
가치구조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여성 참정권 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120

종교와 문화

이는 성차별과 경전의 상관성을 문제제기함으로써 증，드교 영역에서 여성문제를
최초로 가시화한 시도이다.

Women's

Bible은 개신교 자유주의 중산층의 산물

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지니고 있다. 거기에는 19세기 종교적 페미
니스트의 정치의식화된 창조성과 풍부한 자원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9 세기 여성들이 종교를 전유하는 방식은 크게 3 가지였다. 복음주의 여성들
은 이상적 여성상을 전통적 여성성， 여성의 %북능력， 이타성에서 찾았다. 자
유주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바이블의 이상형을 폐기하고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신이 부여한 권리로 이해했다. 한편 급진적 여성들은 성차별적 종교제도 전반
에 대해 도전하였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급진적 여성주의였던 게이지는 “교회
는 가부장제를 강화시켜 왔으며 그리스도교 역사는 성적 불평등이란 거대한
구조에 근거하여 여성을 무력화시켜 왔다

... 인류 떡시장 가장 조직화된 강

탈체계는 여성에 대한 교회의 착취이다. 여성들의 자촌감을 빼앗았을 뿐만 아

니라 여성의 교육기회， 양심， 판단능력， 의지 등 모든 권리를 강탈했다”고 지
적한다.

이렇듯 이 시기의 종교적 페미니스트들 사이에는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인간성을 지닌 존엄한 존재임을 전제하였

다.

ill. 제 2 세대 페미니즘과 종교연구
1920 년대에 접어들면서 서구사회는 여권투쟁의 부산물로 여성 참정권을 획

득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서구 페미니즘은 상당히 오랜 기간 잠

복기를 거친다. 1960 년대에 들어서 페미니즘 관점의 종교연구가 등장하기 시
작하였다.
1960 년에 발표된 발레리 세이빙 (Valerie Saiving) 의 “인간상황 여성의 관

점 "(The Human Situation: A Feminine View)은 페미니즘적 종교 연구의 기
폭제가 되었다. 세이빙의 글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중섬 개념들이 남성의 경험
만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폭로하였다. 그녀는 남성 신학자들이 창안한 죄 개념
을 여성의 눈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여성의 경험’을 종교연구의
주제로 처음 부각시켰다. 메리 탤è.] (Mary Daly) 는「교회와 제2 의 성~(l 968)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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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리스도교의 남성중심적 신개념이야말로 현실의 남성 지배를 정당화시

키는 가부장주의의 핵심 장치라고 하면서 대안적 신 상정의 필요성을 강조하
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 페미니스트 종교운동에서 중요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

났다. 그리스도교 페미니스트 신학자의 하나였던 매리 댈리가 탈그리스도교
선언을 하였는데， 그녀는 가부장주의로 오염된 그리스도교가 페미니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괄목할 만한 사건은 페미니스트 영성
에 관심있는 여성들이 ‘수잔 비 앤소니 코븐 넘버원’ (The Susan B. Anthony

Coven No. 1)4) 이란 페미니스트 영성운동단체를 창설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은 미국종교학회 (AAR) 에 여성간부회의가 열리고 “여성과 종교 분
과”가 설치된 것이다05)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학문공동체가 그리스도교 일
변도의 종교연구에서 벗어나 여성중심 종교에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를 마련

했으며， 무엇보다도 페미니즘적 연구가 학계에서 자리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0 년대에 접어들면 여성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차원의 관심이 더욱 증진
되었다. 여성의 영성이 중심이 된 여신전통들을 탐구한 Womanspirit Rising:

A Feminist Reader in Religion(1 979)과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있는 여성들의
종교적

삶을

상세하게

논의한

Unspoken

Worlds:

Women ’'s

Religious

Lives(1 980) 이 발간되었는데， 이 책들은 그리스도교 중심으로 진행되던 페미나

즘적 종교연구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또한 Journal of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1985) 과 The Annual Review of Women in World Religion (1 991) 등
의 저널이 발간됨으로써 여성과 종교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이 활성화되

었다.
이 시기의 페미니즘적 종교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여성의 경험’에 대한 발
견과 강조이다. 여기에는 전통적 종교연구가 여성을 배제시킨 채 남성의 경험
만으로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성과 가치중립성을 표방해 온 것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전면적 공격이 깔려있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편향성을

지닌 종교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경험을 종교 연구의 출발점으로
4)

5)

Z. Budapest, “ The VOWS , WOWS , and Joys of the High Priestess or What Do
You People Do Anyway?", The Politics 01 Women ’'s Spiritualiα ed. C.
Sprεtnak(Anchor Books , 1982),
리타 그로스， 『페미니즘과 종교.D， 검윤성， 이유나 역， 청년샤 1999.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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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종교연구의 범주를 재구성한 이러한 여성씌 경험이란 과연 무엇이
며， 여성의 경험의 독특성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페미니스
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여성에 내재한 본성에서 나온 것，
여성억압의 역사적 현실로부터 야기된 것

혹은 억압에 대항하는 경험에서 개

발된 것이라는 등의 다OJ한 해답이 제시되었다.

‘여성의 경험’의 특성과 원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개혁주의와 혁명주의
입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전자는 전통적 남녀이분볍의 거부， 전통종교 안에

서 페미니즘적 원리의 발견， 남녀의 공통적 인간성의 전제， 남녀의 본질적인
차이 거부로 특징지어진다. 반면 후자는 남녀이분법의 전제， 여성성의 우월
강주 가부장적 종교전통 거부， 여성중심주의 혹은 분리주의 추구 등의 특성

을가지고 있다.
여성의 경험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타고난 것이든 역사적으로 획득된 것이
든 간에， 페미니즘적 종교 연구가 여성의 경험을 학문적 성찰의 영역으로 끌
어들이고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점은 향후 학문적 실천적 차원
에서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 모르간은 “여성 경험은 페미
니즘의 본질적 해석지평이며 ... 그 해석지평이 종교적인 탐구주제와 연구방법을
변화시켰다”고 평가한다.

여성의 경험에 대한 강조는 학문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일
단 이전의 학문적 관심이 지극히 추상적이었던 것에 비하여 여성들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관심이 두어졌다

1980 년대에 이르러 페미니즘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새로운 범주를 창출하는 노력찰이 나타났다. 특정 종교

전통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개념을 페미니즘의 관점으후 재구성하고 특정 종
교전통의 교리의 한 측면을 페미니즘 관점으로 해석하며， 여성의 몸과 섹슈얼

리티 등의 문제가 어떻게 남근중심적 권력이나 상징체계를 통해 펑하되는가
하는 분석도 진지하게 시도되었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보면 2 세대 페미니즘적 종교연구는 근대주의에 기대어
있다. 물론 학문의 남성중심성을 해체한 측면에서는 포스트근대주의에 맥이

닿아있지만， 여성과 역사 이해에 나타난 본질주의적 태도는 근대주의의 그늘
을 보여준다. “여성 속에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그 무엇이 있다”는 전
제， 그리고 ‘여성경험’의 보편성과 공통성을 전제하는 주체 이해는 근대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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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을 드러낸다. 또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예언자적 해방전통을 찾아 현재에

도 적용할 수 있는 해방의 구조를 재구성한 로즈마리 류터와 레티 러셀의 작
업에서도 근대주의 인식론이 발견된다.
이처럼 근대주의와 인식론적 틀을 공유한 이 시기의 페미니즘적 종교연구의
특정은 여성경험의 편재성에 대한 주장， 중심적 분석도구로서의 젠더 강조，
여성해방의 이론적 정치적 관여 둥으로 요약기능한데， 이러한 요소들은 인종
과 계급 등 다0，]=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게 하는 축이

되었다.
2 세대 페미니즘적 종교연구의 이러한 특정들은 포스트식민주의와 포스트구
조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된다. 비판의 요지는 이들이 남성중

심주의의 허구적 보펀주의를 비난하면서도 스스로 ‘여성’과 ‘여성의 경험’을
보펀화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계급과 인종 등의 차이로 인해 억압을

받고 있는 현실의 여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별화된 여성주체만을 전면에 부각
시킴으로써 그 안에 작동하는 권력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쉴라 대바니 (S. Davaney)는 댈리， 류터， 피오렌자 등은 ‘여성의 경험’을 분
석하면서 그들 자신의 한정된 경험을 모든 여성의 보펀적 경험으로 간주했다.

그녀에 의하면 억압의 경험이든 해방의 경험이든 ‘보편적 경험’ (experience in
general) 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적 상황 속의 경험과 지식만이 존재할 뿐

이다.6) 그녀는 “경험이란 설명의 출발점이 될 수 없고 어떤 권위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경험은 살아 있고 역동적이지만 항상 설명의 대상이고 역사
화{historicized)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날 것의 경험’ 그 자체에 대한
과대평가에 대해 제동을 건다.
혁명주의(분리주의， 혹은 여성중심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격렬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혁명주의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기존의 이분법적 구조
를 답습하지만 전통적인 이분법과는 달리 여성의 경험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

의 우월성을 강조해왔다. 미국 백인 중산충 여성들이 주축이 된 분리주의 페
미니즘은 가부장적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남성 중심적인 전통적 종교를 철저
하게 거부하는 동시에 대안적 여성공동체를 건설하고 여신운동을 전개하였다.

6)

Sheila G. Davaney, “ the Limits of the Appeal to Women’s Experience,"
Shaping New Visions:‘ Gender and Values in American Culture , eds , Clarissa
W. Atkinson et al. (Ann Arbor, Michigan: UMI Research Press , 1987).

124 종교와 문화

제3 세계의 종교적 페미니스트들은 분리주의를 ’위장된 인종주의’로 펌하하였

다. 우머니스트{womanist) 오드리 로드{Audre Lorde) 는 “자매애 너머에 여전
히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백인 낚성과 여성의 인종적 연
대성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임을 환기시켰다. 서구 페미니즘 진영 안에서도 분

리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여성을 모성적 양육자로 보고 남성은 선천

적으로 폭력적이라고 보는 분리주의자의 본질주의적 이해는 결국 “여성을 정
치투쟁의 전선 외곽에다 자리매김시킬 우려가 있어서 수동적이고 반동적인 정
치를

고무시킬

위험 "7) 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나

해러웨이 (Donna

Haraway)는 “여성， 양육성， 남성들의 추한 전쟁에 물들지 않은 여성만의 어떤
본성 등을 이상화하는 비이성적인 이。}:71 를 추종하는 것이 현재의 역사적 조

건에서는 무책임한 짓"8) 이라고 비판하였으며

피오랜자 역시 분리주의를 “잘

못 방향잡은 엘리트적 비현실주의”라고 지적한다. 해리슨(B. Haπison)은 분리
주의가 “부정의와 고통을 직면하는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지게 하며， 페미니즘
이 지닌 화해와 인간주의적 전망을 붕괴시킨다고 비판한다. 그녀에 의하면 페

미니즘이 변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와 대화하지 않는다변 억압적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복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이처럼 2 세대 페미니즘적 종교연구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학문풍토에 대
항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경험’을 이론적 무기로 내세워 일정한 성과를 거두

었지만 그러한 담론 안에 내재한 끈대주의적 본질주의로 인해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N. 제 3 세대 페미니즘과 종교연구
페미니즘적 종교연구에서 또 한 차례의 이론적 전환은 1990 년대에 들어서

면서 일어났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포스트구조푸의와 포스트식민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체이론， 새로운 역사주의의 출현， 다양성， 상이성， 차이
에 대한 열려진 사유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포ι:트구조주의와 토착민의
7)

8)

Lynne Segal , Is the future Female? Trouble thought on Contemporary
Feminism(London: Virago Press , 1987) , 37.
Donna Haraway ,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London: Free Association Books , 199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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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식민주의의 잔재를 극복하고자 한 포스트식민주의는 그리스도교 중
심의 서구여성의 페미니즘적 종교연구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요컨대 3 세대 페미니즘적 종교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지적 도전들

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을 포괄하는 지평의 확

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인종적 다양성을 제기함으로써 2세대 페미니즘적 종교연구에 내재한 허위적

보편주의를 지적한 최초의 대변자는 북미 흑인여성과 히스패닉 여성들이다.
이들은 서구여성의 신학적 방법론의 출발점이었던 ‘여성의 경험’에 자민족중
심주의와 제국주의가 묻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백인여성과 구별되는

자신들의 독특한 종교경험을 회복하고 명명하기위해 ‘페미니스트’대신 ‘우머니

스트’ (womanist)와 ‘무헤리스타’ (mujerista) 라는 용어를 개발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은 페미니즘적 종교연구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종교적 측면은 3 세대 페미니스트 종교연구자들이 여러 종교를 포괄하는 학

문적 결과물을 산출함으로써 변회를 가져왔는데

는 남성중심성을 드러낸 어빈드 샤마의

다양한 종교전통에서 발견되

Women in the World Religions

(1987) , 영 (s. Young)의 An Anthology of Sacred Texts by the about

Women ,

파울라

쿠이 (Paula

Cooey)의

After

Patriarchy:

Feminist

Transformation of the World Religions(l 991) 등은 서구 그리스도교 중심의
페미니즘적 종교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제3 세계 출신의 학자들은 지역적， 역사적， 영적 측면에서 다양성을 지
닌 제3 세계 여성들의 삶의 맥락을 드러내었다. 정현경의 『다시 태양이 되기

위해.!l (1991 ), 아다 마리 Ol(Ada Maria) 의 Hispanic Women(l 992)과 돌로레스
윌리암스(D. Williams)의 Sisters in the Wilderness (l 993) 그리고 우슬라 킹이
편집한 Feminist Theology from the Third World: A Reader(l 994)는 각 지
역 여성의 삶과 종교적 성찰이 포함되어

있어 전지구적 차원의 그리스도교

페미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9) 비백인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아시악 무에리스타， 우머니스트， 레즈비안 비그리스도

교 여성들이 적극 참가하면서 포스트식민주의 시대의 페미니즘적 종교연구는

9) 진 자릭Jean Zaru)는 인티파타에서 팔레스틴 여성의

비폭력활동을， 수하르난드

데비 (s. Davi)는 인도에서 달릿여성의 용기있는 투쟁을， 카토포(M. Katoppo)는
여성착취에 대한 아시아 교회의 반응을 그리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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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확장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3 세대 페미니스트들의 종교연구의 푼제제기를 좀더 구체적으

로살펴보자
제3 세계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층위의 억압 경험관 ‘여성의 경험’이나 ‘여
성정체성’ 등과 같은 2 세대 페미니즘 연구의 비판적 지렛대의 역할을 한 핵심

개념들에 대해 근본적인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벼판 작업은 주로 유색여
성 종교학자들과 포스트구조주의의 영호t을 받은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잭페미니스트들은 여성정체성을 ‘성별 차이’에서 찾은 백인여성 중심의
종교연구에서 벗어나 ‘인종 차이’ ‘지역 차이’ ‘계급 차이’에서 비롯된 복합적
이고 중층적인 여성경험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확장된 개념 툴이 필

요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우머니스트 윌리암스는 성차별주의만을 가부장적 차
별구조의 근본적 패러다임으로 삼게 되면 흑인여성의 복합적 경험이 부정된다

고 주장하면서， 일상 속에서 인종억압과 계급 억압을 동시에 경험하는 흑인여
성의 목소리를 드러내었다.10) 스펠만에 역시 여성의 성적정체성을 인종적 정

체성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지적하였다. 인종적/계급적/영적 정체
성과 성적 정체성은 상호 관계적이기 때문에 페미니즘뉴과 여성해방의 개념만을
절대화하는 것은 문화 제국주의의 태도를 반복하는 팔이 되며， 11) 문화적 인종

적 맥락을 통해서만 여성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
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페미나즘적 종교연구는 남녀대립 구도 속에 설

정된 성별 차이만이 아니라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고려히는 이론적 개념을
적극수용하게 되었다.
유색 여성학자들이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여성경험의 보편화에 대해
비판하였다면， 프랑스 페미니즘은 고정되고 본질적인 여성정체성 이해를 비판

한다. 이들은 근대적 자아의 특성인 본질적 자아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문
화적 역사적 구성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러하기에 문화적 정황을 넘

어서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여성의 보편적 경험이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12)

따라서 모든 여성이 경험하는 ‘보펀적 공통성’이 있다는 주장은 인간 경험을

Morgan. “ Feminist Approaches ," 60.
Sue Morgan, “ Feminist Approaches ," 62.

10) Suε
11)

12)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한국신학연구소， 2002 , 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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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짓는 특수성과 차이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가공의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다
는 것이다. 이러한 담론의 영향으로 페미니스트 종교연구는 인간의 보편성 혹

은 여성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보디는 특수한 것， 구체적인 것， 지역적인 것에
관심을갖는다.

젠더의 유용성 문제를 둘러싸고서도 활발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젠더는 남
성중심적 권력 구조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체하려는 시도에서는 유의미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젠더의 범주가 계급과 인종에 대한 고려없이 그
자체만으로 특권적 위치를 부여받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그 범주의
유용성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논쟁을 거쳐 이제 여성의 정체

성은 한 인간으로서 여성이 처해 있는 역사 문화 시대적 정황에 대한 포괄
적인 인식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 페미
니즘적 종교연구의 고민은 2 세대의 관심이었던 성별화된 여성주체의 보편화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목표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놓

여있다.
포스트식민주의 영향으로 새로이 부장"ð}는 답론은 토착주의/지역주의 혹은

문화민족주의이다. 토착주의는 식민주의에 의해 상실되거나 오염된 토착적 전
통을 회복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전통으로의 복귀는 가부걷L적 속성에로
의 회귀를 동반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페미니즘적 실천을 지향하는 토착여성
들은 미묘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제3 세계 여성들은 토착전통의 여성억압을

비판하는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성별차이 절대화’에 맞서는 동시에， 지역주의
나 문화민족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더 심한 가부장제로의 복귀’에 저항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1) 서구 페미니즘은 여성을 식민화시키는 토착 문화와 종교에 내재한 반여
성적 경향성을 비판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무슬럼 여성들의 히잡， 중국

여성들의 전족， 힌두교의 사티 등 토착 종교문화에 대한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비판13) 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 페미니스트들은 토착여성들이 단지 전통적인
‘여성이란 이유’로 가부장제에 의해 희생되어 왔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페미
니즘이야말로 그들을 구해줄 구원의 메시지임을 암시해 왔다. 이러한 오류는
메리 댈리에게서도 반복되고 있다. 댈리는 중국의 전족과 힌두교의 사티 그리

13)

M. Daly, GynlEcology(Boston: Beacon Press,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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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프리카의 음핵절개 등 토착적 관습을 가부장문화에 의한 여성살해의 증
거로 제시하였다)4) 이에 대해 중국 출신의 포스트식민주의 종교학자 곽퓨란

은 이러한 관점이 19세기 서구선교사가 중국여성을 보는 눈과 다를 바 없다
며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15)

물론 서구 페미니즘은 제3 세계 여성들과의 연대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페미니즘은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를
간과한 채 성별차이를 절대화하여 그 여성들을 가장 심한 희생자로 그림으로
써 그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제3 세계 여성들에

게 동일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는 식민국이 피식민지인들에게 강요한 동일정
체성의 부여행위와 다르지 않다. 서구여성들의 이러한 비판은 무엇보다도 지
역여성들이 토착적 관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해 똥 투쟁의 역사를 무의미

하게 만옮으로써， 주체적 행위 -^}{agent)를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3
세대 페미니즘 종교연구가들은 이러한 측면이 지난 복합성을 예리하게 파악하
고있다.

2) 토착주의는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담론으로 종종 등장한다. 이러한 토착
주의는 통합과 저항의 구심점을 확보하기 위해 ‘정체성의 정치학’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종교 근본주의와 만나면 가장 강력한 정치성을 띠게

된다. 제3 세계에서 등장하는 종교 근본주의는 반서구주의와 반세속주의를 특

정으로 하지만 거기에는 반페미니즘적 특성도 강하게 나타난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여성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것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종교 근본주의이다. 종교 끈본주의는 그 자체 안에
내재한 가부장성으로 여성의 삶을 통제하며， 종교와 전통문화의 이름으로 여

성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송}기 때문이다. 종교 근본주띄의 여성통제 방식은 주
로 모성성의 강조와 외양의 통제로 나타난다.16) 여성의 인간성을 모성성에서

14) 리타 그로스 『페미니즘과 종교J ， 129쪽; 김윤성， “종교와 젠더 논의의 국면 전환

과 전망，” 『종교문화연구J 8 후 2006. 13 쪽.
15)

16)

Kwok Pui-lan , Postcolonialism, Feminism, and Religious Discourse, eds L.
Donaldson and Kwok Pui-Ian (Routledge , 2002). 70-74.
Hellen Hardacre , “ The Impact of Fundamentalism on Women , the Famil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Marty, Martin E. and R. Scott Appleby, eds. ,
Fundamentalisms and Society: Reclaiming the Sclences, the Family, and
Education , The Fundamentalism Projec t. Vo l. 2 , (Chicago &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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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근본주의의 여성담론은 거의 모든 종교 근본주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다.1 7 ) 1979 년 이란의 이슬람 근본주의는 공공장소에서의 푸대purdah) 착용을

강요했으며， 방글라데쉬， 수단， 팔레스타인 둥에서도 여성의 의상에 대한 규제
는 빈번하게 나타났다. 섹슈얼리티 통제와 함께 의상통제는 공적 사적 영역에
서 여성을 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이다.1 8 )

3 세대 페미니스트 종교연구가들은 제3 세계 여성들이 처한 중충적 식민지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슬람 여성의 히집7푸다 착

용의 열풍이나 인도의 사티 부활을 포스트식민주의 상황에서의 여성억압으로
인식하는 서구 페미나즘과 달리

복고적 열풍에 가로놓인 복합적인 지점을 원

어낸다. 스피박이 사티의 부활을 “말할 수 없는 허위주체”에게는 그것이 중층
적 의미를 지닌 복합적 현상으로 다가온다고 원어 내었듯이， 미리엄 룩(M.

Cooke) 은 히잡의 부활을 여성억압의 상징이자 식민지에 저항하는 이슬람적
주체성의 표상으로 읽었다. 미리엄 묵의 이러한 작업은 제 3 세계 여성들의 삶

의 정황을 도식적으로 이해해 온 페미니즘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처럼 3 세대의 페미니즘적 종교연구는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가
제공하는 해체/비판 담론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남성중심주의와 백인여성 중심의
페미니즘에 숨어 있는 왜독된 보편회를 비판하고 해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v.

주제별 연구동향

지난 30~40 여 년간 개별종교 전통 특히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학문적， 실

천적 차원에서 남성중심성과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
다. 이와 달리 종교학에서는 젠더와 관련된 현상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음에
도 불구하고 젠더의식적인 비판적 관점은 결핍되어 있었다. 종교학은 성역할
이나 여신종교 안에서의 여성지위와 관련한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그 안에서

작동하는 젠더 권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17)

1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1993). 300-302.
Gerami , Shahin, Women and Fundamentalism: Islam and Christianity~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96). 154.
John Stratton Hawley, ed. , Fundamentalism and Gender (Oxford Univ. Press ,
199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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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들은 종교학이 강조해 온 객관성과 중립성의 원칙에 대해 근본적

인 문제제기를 한다. 그들에 의하면 종교학이 주장하는 객관성은 중립성이 아

니라 현재의 학문적 관행을 옹호하는 수사에 불과히-다. 페미니스트들은 경험
의 보편성이라는 주장 이면에 남성중심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메커니즘을 폭로하그I자 한다.
페미니즘에서는 젠더가 핵심 개념의 하나로 등장한다. 물론 젠더 개념은 어
떤 이론적 문제의식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정우도 종종 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들은 젠더를 날차로운 비판적 분석범주로 설정한다. 리스뱃 미차엘

손(Lisbeth Mikaelsson)은 비판적 분석범주로서의 젠퍼 개념이 지닌 특성을 4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생물학적 젠더회{biological genderedness)와 문화적

젠더훼cultural genderedness)는 구별해야 한다. 2) 젠더는 관계 개념이대남성
성과 여성성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성운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되어야 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3) 젠더 개념은 남성과 여성 사이
의 비대칭성을 생산하는 (언어적， 이데올로기적， 종교적， 경제적， 법적) 과정과
구조들을 주목한다. 4) 젠더는 다양한 층위에서 상호작용하는 의미구조들의 시
스템이다.19)

이러한 젠더 관점을 종교학에 도입하면 그 연구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사실
상 종교의 모든 측면이 젠더 관점으로 분석될 수 있다. 신화， 상징， 의례， 신
학적 체계， 윤리， 종교λh 종교조직， 개인전기， 종교적 정체성과 종교적 경험은

모두 중요한 젠더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젠더에 개입된 권력의 요소들을 간과하지 않고 종교연구
를 하는 것이다. 종교와 권력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하면， 젠더 관점

은 종교학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종교를 권력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종교를 어떤 환원불가능한 고유한 것(sui generis)으로 정의하려는
시도는 폐기될 것이다)0) 젠더비평은 종교를 고립된 성스러움의 영역으로 간

주해 온 전통적인 현상학적 패러다임을 붕괴시키고 종교를 항상 특정한 문화
와 역사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패러다임을 호L출하기 때문이다.

또한 젠더개념은 학문공동체 내부에서 작동히는 권력관계에 대해서도 비판

19)
20)

Lisbeth Mikaelsson, “ Gendering the History of Religions," 300
Rosalind Shaw, “ Feminist anthropology and the Gendering of Religious
Studie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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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목을 갖게 하는데， 연구지들의

l3 1

남성중심성， 학제의 남성중심성， 그리고

연구주제와 훌륭한 연구기준이 정해질 때 작동하는 권력관계를 폭로할 수 있

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젠더 범주가 종교 연구에서 어떠한 비판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1. 호모 럴리기오수스와 성스러움
종교학 특히 종교현상학 전통에서는 성스러움과 호모 렐리기오수스가 주요

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최근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들 개념에 대해 날카

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종교학의 흐름 속에서 성스러움의 개념은 여러 계
보를 지니고 있지만 루돌프 오토와 엘리아데의 성스러움 개념이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오토의 성스러움 개념은 멜리사 라헬(Melissa Raphael) 에 의해 비판받았다.
그녀는 오토의 성스러웅 개념 속에 내재한 남성중심주의를 폭로한다. 그녀에
의하면 누미노스란 진공상태의 경험이 아니라 가부장문화 속의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누미노스 경험을 유발하는 전적 타자(das ganz Andere)도 그리스도교
유일신 전통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강력한 남성신의 표상을 지닌 이 존재의
성스러움이란 곧 가부장 권력의 반영일 뿐이다.21)

엘리아데의 성스러움 개념도 여성신학지들에 의해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메리 댈리는 엘리아데가 성스러움(the sacred)을 남성의 활동 영역， 속됨 (the
profane)을 여성의 활동 영역으로 배치하는 상투적 작업을 하였다고 비판하였

다. 캐롤 크리스트는 엘리아데의 성스러움 개념이 기본적으로 플라톤의 이원
론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녀에 의하면 엘리아데는 성스러움

에 관한 의식을 폼-감각-마음의 연속체가 아니라 오직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엘리아데는 몸-감각」마음의 연속체적 경험에 근거한
여성적 성스러움을 배제하는 남성중심주의적 편견에 빠졌다는 것이다)2)

호모 렐리기오수스 개념은 리스뱃 미카엘손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호모 렐
리기오수스야말로 종교학이 젠더를 다룰 때 지니는 문제점을 가장 잘 드러내

21)

Melissa Raphael , “ Feminism , Constructivism and Numious Experience ,"
Religious Studies, vo l. 30 , No .4, 1994 , 511-526; 김윤성， r 엘리아데 종교학에서

22)

Carol P. Christ , “ Mircea Eliade and the Feminist Paradigm Shift ," Journal 01
Feminist Studies in Religion, 7, 1991 , 75-94.

젠더의 문제 J ， w2006 년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심포지엄 발표문JJ ，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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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어이라는 것이다. 종교학의 흐름 속에서 호모 렐리기오수스는 ‘종교적

여성’ (femina religiosa)을 배제하면서 ’종교적 남성 ηir religiosus)과 사실상
동일시되어 왔다. 호모 렐리기오수스를 ‘종교적 남성’으로 이해하는 이러한 암
묵적 전제는 남성을 인류의 대표로 간주하는 서구사회의 오래된 펀견을 반영

한다. 미차엘손은 호모 렐리기오수스를 젠더， 나이， 껴l 급， 인종이 결여된 남성
엘리트라고 단언한다.23)

한편 호모 렐리기오수스 개념은 신에 대한 믿음， 경건성， 제의적 실천， 젠더
이분법， ‘두려운 신비’ (mysterium tremendum et fascinans) 에 대한 반응 둥으

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서구 그리스도교 전통의 특성들을 담
지하는 방식으로 호모 렐기기오수스 개념을 본질화하E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호모 렐리기오수스의 다OJ=한 용법에는 남성중심주의( androcentrism)
와 교구주의 (parochialism)가 숨어

있다. 포스트구조주의지들에 의하면 호모

렐리기오수스와 같은 보편주의적 담론 속에는 어떤 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이데올로기가 항상 숨어 있다.
포스트구조주의는 단순한 젠더 이분법에 내재한 문제점도 폭로한다. 차이의

문제를 중시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종교적 남성’과 ‘종교적
여성’을 고정불변의 방식으로 대립시키는 작업은 호도- 렐리기오수스를 하나의
경건한 피조물로 정의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딘순한 이분법을 받아들이

면 ‘그리스도교 남성’이나 ‘힌두교 여성’과 같은 범추 안에서 계급， 인종， 민
족， 교육 등이 만들어 내는 미세한 차이들을 간과하게 된다.24) 포스트구조주
의는 이러한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처럼 최근의 페미니스트들은 탈식민주의와 포스트구조주의의 비판적 문제
의식을 수용한 젠더의 관점을 활용하여 호모 렐리기우스와 성스러움으로 대표
되는 종교학의 보편주의적 개념들에 내재한 젠더화된 권력구조와 억압담론을
폭로한다.

2.

신화 연구

페미니스트들은 기존의 신화연구에 함축된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한
다. 신화와 관련한 젠더연구는 신화연구에 내재한 보편성과 연역적 연구방법

23)
24)

Lisbeth Mikaelsson, “ Gendering the History of Religions," 305-307.
Lisbeth Mikaelsson, “ Gendering the History of Religions," 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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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한다.

페미니즘적 종교연구가 남성중심주의에 함의된 허위보편주의에 대한 공격에
서 출발한 것처럼， 페미니즘적 신화연구는 신화를 어떤 보편적 툴 속에서 설

명하려는 경향에 대해 비판한다. 사실 기존의 신화연구는 다양한 종교문화의
신화 속에서 공통 요소와 속성을 찾는데 주력해 왔다. 따라서 각 신화가 이야
기되는 맥락과 그에 따라 달라지는 신화의 차이와 독특성을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
신화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신화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한
대표적인 학자는 웬디 도니거 (Wendy Donig떠이다. 그녀는 “모든 신화를 특
정 없는 하나의 공통분모로 귀착시키려는 시도:'25) 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다.

그녀에 의하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차이가 만들어내는 독특성을 무시하고

신화의 유사성에만 주목하는 연구는 ‘동일성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물론 도니거는 신화들 사이의 비교가능한 유사성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는
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사한 경험에서 비롯된 비슷한 유형

의 질문을 던지며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문제는 엇비슷한 경험들을 보편적 툴에 끼워 넣어 환원시켜
버리는 폭력적 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니거는 신화연구의 방법론을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그녀가 제안

하는 연구방법론은 ‘위에서 아래로의’ (from the top down) 방식이 아닌 ‘아래
서 위로의’ (from the bottom up) 방법이다. 이는 거대한 보편적 전제에서 출
발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 성적 욕망， 고통， 죽음 둥과 관계된 특수한
개별적 내러티브에서부터 출발해 그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의 끈을 찾아
가는 연구방법이다.

도니거는 신회를 보편적으혹 성스러운 이야기로서 간주하는 신화론에 대해
서도 비판한다. 그녀에 의하면 가부장제 사회에서 생산된 신회를 성스러운 이
야기로 일반화하는 것은 그 속에 내재된 권력을 간과하고 그 이데올로기를

은폐할 우려가 있다. 그녀가 볼 때， 신화는 ‘누구에게나’가 아닌 그 신화 속에
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발견한 사림들’에 의해 신성시되고 공유되는 이야기
이다.26)

25) 웬디 도니거， 류경희 역， 『다른 사람들의 신화.~， 청년사，
26)

2007. 92 쪽.
Wendy Doniger, The Implied Spider: Politics and Theology in Myth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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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연구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성찰은 페미니즘적 신화연구의 출발점이 된
다. 이 ψl 로서의 신화에는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 속에 살았던 다OJ:한 계층

과 젠더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따라서 도니거는 여러 신화들을 비교해봄으로
써 그 신화들 속에 끼어든 다OJ:한 목소리들을 찾0배고자 한다. 그것은 남성

의 텍스트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작업이기도 하고 여성의 텍스트에
서 남성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또한 동일한 이야기가 전혀
다른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어져 온 역사를 더듬어 가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 같은 작업은 사실상 각 신화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고서는 이루
어질 수 없다.

3.

경전 연구

페미니스트들은 오래전부터 경전에 큰 관심을 갖고 경전 재해석을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아브라함 종교전통의 여성신학자플이 경전 재해
석에서 많은 성과를 내었다. 유일신 전통의 여성신학久}들은 바이블과 쿠란이

가부장 체제의 유지와 여성억압의 핵심적 도구로 작용해 왔음을 주목하면서
경전에 대한 페미니즘적 재해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때 가장 큰 걸림돌로 동장

한 것은 ‘경전성’ (canonicity )의 문제이다.
유일신 전통 속에서 경전은 신의 말씀으로 간주되프로 바이블과 쿠란은 거

의 절대적 권위를 지닌다. 따라서 경전에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성차별적이거
나 여성혐오적인 표현들을 경전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핵심적 과제로 등장한다.
현대 그리스도교 페미니스트 신학에서 경전에 대한 재해석이 어떻게 이루어
져 왔는가를 캐롤린 오식 (Carolyn Osiek)의 유형화 작업에 근거하여 살펴보도
록 하겠다.27) 성서해석학에 대한 이 유형화 작업은 20 여년 전에 이루어진 것

이지만 현재까지도 그 유용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의 해석학적 입장은 바이블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거부주의

27)

Yor k: Columbia University Press , 1998), 2.
C. Osiek , “ The Feminist and the Bible: Hermeneutical Altematives ," ed. , A. Y.
Collins , Feminist Perspectives on Biblical Scholarship(Calífomia: Scholar Press ,
1986). 101;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II ， 대한기독교서회， 1998; 이경숙， 「한국
여성신학의 발자취와 미래: 주제별 고찰과 내일의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0
집.!I， 2007 , 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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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ectionist) 입장이다. 바이블은 페미니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양자는 양립불가능하다. 따라서 페미니즘을 위해 바이블 자체를 포기한다. 이
런 입장을 대표하는 학지들로는 메리 댈리를 비롯하여 캐롤 크리스트(Carol

Christ)와

나오미

골든버그(Naomi

Goldenburg) ,

주디스

플라스코(Judith

Plascow) 등이 있다.
두 번째는 바이블의 경전성을 보존하는 충성주의 (loyalist) 입장이다. 이 입
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의 권위가 표현되어 있는 경전 자체는 여성 억압적

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남성들에 의해 그 내용이 잘못 해석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정주의 (revisionist) 모델이다. 이 입장은 거부주의와 충성주의
의 양극 사이에 위치한다. 이 모벨은 바이블 자체 안에 여성억압의 흔적이 들
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입장을 택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적 시각에 의해 종속적 존재로 잘못 기술된 여성상을 제거하고 바이블
안에서 훌륭한 여성상을 발굴하는 것에 주력한다. 따라서 ‘훌륭한 여성 발굴

모텔’이라고 불린다.
네 번째는 해방주의 (liberationist)모델이다. 이 모텔은 철저히 착취당하고 억

압당한 바이블 속의 여성들을 발굴하는데 주력한다. 즉 바이블에 나타난 여성
억압의 상황을 기억해내고 그러한 억압의 구조를 고발한다. 이처럼 여성들을

갈등 속으로 초대하여 오늘날의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하게 한다.

이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는 피오렌자는 바이블의 권위를 통해 페미니즘의
정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비판한다. 이러한 태도는 바이블의 권위중심적
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바이블이 가부장적 산물이므로 바이블

에서는 페미니즘의 기반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바이블을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오염된 경전 안에 여성들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남성 중심의 역사라고 해서 바이블을 전적으로 폐기해버
리면 그 안에 얽혀있는 여성의 역사까지도 잃게 된다. 남성중심의 역사를 밝

혀내야만 주변화되고 비가시화된 여성의 역사가 보인다. 따라서 그녀는 바이
블을 초자연적 계시가 들어있는 ‘신화적 원형’( archetype )이 아니라 여성의 역
시를 찾을 수 있는 ‘ 역사적 원형’ (prototype)으로 본다. 그러한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여성의 역사를 다시 재건할 때 비로소 바이블은 페미니즘적으로 기능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8)

28)

E. S. 피오렌자， 『크리스찬 기원의 여성신학적 재건~， 종로서적， 1986 ; E. S.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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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는 승회주의 (sublimationist) 입장으로 불리는데 여기에서는 전통적
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원론적 구분이 수용된다. 이 모델이 전통적 이원론과
다른 것은 여성성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역전된 이원론’ (reversed dualism) 이
라는 점이다. 이 입장에 선 사람들은 경전 속에서 영원한 여성상인 여신의 흔
적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회복하그l자 한다. 이들에 의하면 바이블 속에는 남

성신(야훼)과 여신들t 아스다롯， 아세라， 아낫 등) 사이씌 투쟁의 흔적이 발견되

는데 이는 고대 이스라엘 대중 사이에 여신숭배가 만띤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바이블에서 발견되는 고대 이스라엘의 여성중심성， 즉 이상적 상황
으로 되돌아가려는 희망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블의 상징들 속에서
여성성을 찬Od=하는 자료를 찾는다. 가령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처녀이자 신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마리아는 여성적 신비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이 입장의 맹점은 사회정치적 차원의 단절을 초래하는 분리주의적 배타성에

있다. 또 남녀의 차이를 생물학적 본질주의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복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바이블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은 매우 다ocf하지만 거기에는 공통점
도 발견된다. 이들은 경전이 남성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며 가부장적 사회의 산
물이므로 남성중심적 성격을 반영하며， 남성중심적으로 왜독되고 편집되었다
고 확신한다. 즉 바이블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집단， 특정한 신학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고백이리는 것이다.29) 따라서 이러한 전제를 지닌 페미니

즘적 경전연구는 대부분 역사비평의 방법을 수용한다. 오늘날 페미니즘적 경
전연구는 대체로 위에서 제시된 5 가지 모델의 범위 안에서 그것들을 확장시
키거나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4.

종교상징 연구

상징은 문화의 구성물과 젠더의 재구성을 탐구한T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적 존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종교적
상정 속에는 각 종교공동체의 세계관， 신관 인간관이 들어 있다. 종교적 상징
은 종교영역을 념어선 일상적 삶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삶의

오렌자， 『돌이 아니라 빵을J ， 대한기독교서회， 1994. 54-59쪽.
29)

E. S. Fiorenza, “ Emerging issues in Feminist Biblical Interpretation" ed. J. 1
Weidman, Christian Feminism(San Francisco: Harper & Row, 1984) ,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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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종교적 상정을 분석하는 작업은 종교
전통 안에 존재하는 여성의 위치를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

힌두교는 그 어떤 종교전통보다도 풍부한 여신상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페미나즘적 종교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안 힌두교의 여신들은
비쉬누나 쉬바와 같은 남신들의 배우자나 제3 의 집단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

러나 이는 남성중심주의에 의해 덧칠해진 결과일 뿐， 실제 힌두교인의 신관념
과 관행에서는 여전히 여신숭배가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힌두교에 대한
페미니즘적 연구에서는 광법위하게 숭배되고 있는 여신들이 여성들에게 어떠
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리나 굽타{Lina Gupta)는 힌두 여신상정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시도한 대
표적인 학자이다. 그녀는 가부장적 시선에 포획되어 온 여신 칼리를 현대 여
성들의 요구에 맞는 모텔과 이미지로 전유한다)0) 즉 칼리에게 적용되어 온

힌두교의 네가지 핵심 용어， 삭티(에너지)， 프라크리티(물질)， 아비디야{무지)，
마얘허상)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폐기하고 페미니즘 관점으로 이 용어들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칼리 여신의 힘이 어떻게 해방적 이미지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불교 역시 풍부한 여신상정을 보여주고 었다. 성스러운 여성적 존재들과 남
성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만신전이 인도 대숭불교와 아시아 각 지역의 대승불
교에서 널리 발견된다，3 1) 특히 금강숭 불교(탄트라)에는 성적 활력이 넘치는
신성한 여성적 존재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 대목에서 불교에는 신격이 없으며，

성스러움과 섹슈얼리티가 전혀 무관하며， 신성과 여성성이 멀리 떨어져 있어
야 한다는 기존의 관념은 전복된다. 이처럼 불교의 상징체계와 개념틀 자체는
가부장제에 포섭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교인들의 영적 삶과 실

천 속에는 가부장적 현상이 만연해 있다. 따라서 불교 페미니즘에서는 이러한
남성적 지배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2)

유일신 종교전통의 신상정을 연구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신상징이 성차별주의

및 남성중심주의와 연계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동시에 대안적 상정을 모색

30)

Lina Gupta , “ Kali the Savior," After Patriarchy: Feminist Transformation of
the World Religions (1991). 16.

31) 리타 그로스， 『페미니즘과 종교~， 167 쪽.

32)

Diana Y. Paul , Women in Buddhism: Images of the Feminine in Mahayana
Asian Humanities Press, 1979)

Tradition(Bεr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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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성과 인종을 넘어선 초월자로 고백되는 신의 성(性)에

대해 처음 물음을 제기한 것은 그리스도교 페미니즘이다. 그리스도교 페미니
즘은 신상정에 내재한 ‘남성성’과 ‘초월성’을 문제삼으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
신의 남성성

이미지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은 크게 3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인격신 메타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남성뚱심성을 극복하려는 시도
이다. 여기서는 남성적 은유로 표현된 신 상정에 여성적 은유를 첨가하거나

여성적 은유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남성중심성을 극복한다. 아버지 신(God the
Father) 이라는 표현이 남성 권력에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고 보면서， 어머니로

서의 신(God the Mother)과 같은 언어를 개발함.2.i응써 신 상징의 양성화를
꾀한다. 물론 이러한 입장에 모든 페미니스트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신을

부모로 표상하는 순간， 인간은 영원한 ‘영적 유아’로 전락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신상징은 의존주의와 현실도피주의를 초래할 수 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

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적 메타포가 ‘친구로서의 신’ 또는 ‘연인으

로서의 신’이다. 맥페그가 제시하는 ‘친구’나 ‘연인’ 등과 같은 이러한 메타포
는 여성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3) 이처럼 신을 이 세계의 어머니， 연

인， 친구， 치유자 등으로 표상하는 전략은 가부갖쩍 신 상정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신에 대한 인격적 메타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등장한 입장이다. 이

입장은 신을 ‘해방의 신，’ ‘관계의 신，’ ‘정의의 신’으로 묘사하며， “G*d"나

“ Go dJess" 둥과 같이 부르기 어려운 신 상정언어를 새로이 개발하기도 한
다)4) 이러한 시도는 신이야말로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파악될 수 없으며， 인
간의 성별 속에 제한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셋째는 남성신(God) 이 아닌 여성신(Goddess) 상징을 복원함으로써 남성신
상정을 넘어서려는 입장이다. 이 유형의 페미니스트찰은 가부장제 이전의 고

대 근동사회에서 존재하던 여성신의 지취를 찾아내어 남성신을 대체하그l자 한
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인 여신 학자{thealogian)는 캐롤 크리스트와 나오미

골든버그이다. 이들에 의하면 남성신 상정은 여성들애게 남성과 남성의 권위
에 의존하는 심리를 조장하며

가부장제도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기제이다. 남

33) 셀리 맥페이그1 『은유신학~， 다산글방
34)

200 1.
Mary Daly, Beyond God the Father (Boston: Beacon Press , 1973),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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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남성의 권위에 의존하게 만드는 상정 체계들이 ... 반드시 대체되어야 하

며， 여성들에게는 여성신 상징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여성신 상징은 여성들
의 힘， 여성들의 옴， 여성들의 의지， 그리고 여성들간의 결속과 유산을 인정하
기 때문이다)5)

이러한 여성신 상징은 현대의 여신종교(wicca movement)를 통해 현재화되
기도 한다. 수잔나 부다페스트와 스타호크는 가장 잘 알려진 위차의 종교지도

자이다. 1950년대 영국에서 출현한 이 운동은 1970-80년대 미국에서 대중적
으로 확산되었다. 여성들만의 모임， 여성의 삶의 주기에 맞는 예배형식， 그리
고 여성신을 예배하는 ‘위카는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종교리는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6)

이러한 대안적 연구는 페미니스트의 적극적인 호응과 날차로운 비판을 동시
에 받고 있다. 비판의 요점은 현대 여성은 여성적 신성과 상징이 없어도 여성
의 정체성에 대한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감각을 성취할 수 있으며， 오히려 여
신상징 추구는 페미니즘이 지난 40 년간 힘써 온 해방의 투쟁을 퇴보시킬 우

려가 있다는 것이다. 도니거 역시 “여신들은 실제의 정치적 권력과는 아무 상
관이 없다. 더욱이 그들은 우리의 여신이 아니다"37)고 지적한다. 이러한 연구

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적 신성성이라는 개념이 여성들 간에 존재하는 다

양한 차이를 지워버릴 위험성이다. 최근의 동향은 여신종교를 둘러싼 페미니
즘 진영에서 격렬한 논쟁은 수그러들었지만 계속되는 여신상정연구와 의례화
작업을 통해 여성의 영성계발과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 퉁 여
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8)

35)

Carol Christ , “Wh y Women Need the Goddess: Phenomen이ogical，
Psychological, and P이itical Reflections," The Politics 01 Women's Spiritualiη，
ed. C. Spretnak(Anchor Books , 1982) , 71-86.

36) 1971 년에 첫 여성영성 모임이 생긴 이후 1975 년에 첫 여성영성회의가 보스톤에

서 열려 1 ，800 명의 여성들이 참여했다~ 1978 년에 캘리포니아 산타 크루즈 주립대
학에서 여신 과목이 개설되자 5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렸다 Carol Christ,

“Wh y Women Need the
Political Reflections ," 75.

Goddess:

Phenomenological , Psychological , and

37) 웬디 도니거， 『다른 사람들의 신화~， 389쪽.

38)

Mary 10 Neitz , “ In Goddess We Trust" , ed. Thomas Robbins and Dick
Anthony, In Gods We Trust: New Patterns 01 Religious Pluralism in America
(Transaction Publishers , 1993) , 36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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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성의 역사{herstory) 다시 읽기

1970 년대 이후 페미니스트 종교사의 중심 과제는 뚱교의 역사 속에서 여성
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거되고 왜곡되어 왔는지，39) 역사 속에서 망각되어 온

여성들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그리고 과거의 여성될로부터 어떻게 힘(영김j

의 원천을 찾을 것인가에 있었다. 최근 이 분야에서는 ‘종교와 젠더와 권력’
의 역학관계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이 보다 심화되고 있으며， 과거 역사 속에

서 가부장주의의 공모자 혹은 희생자 역할을 한 구체적인 여성들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0)

역사적으로 보면 여성들은 종교문화의 중심축을 형성하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그들에게 이용가능한 이데올로기를 나름의 방식으로 전유하
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교 여

성사가들은 중세의 빙엔의 힐델가르트(Hildegard von Bingen) 나 노르위치의
줄리엠J비ian of Norwitch)과 같은 중세적 아이콘에 열광하는 풍조에 대해 일
칩을 가한다.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중세 여성 신비가들은 신성에 대한 급
진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극단적인 종교적 정통주의 및 교황주의와 공모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온 붐으로 신을 느끼는 방식으로 남성중심적

신 인식을 전복하기도 했지만

종교적 지배세력의 검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

으며， 그러한 지배구조의 그늘 안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찾았던 것이다.
캐롤린 워커 바이념 (Caroline W. Bynum) 은 중세 시대의 젠더와 섹슈얼리

티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 신비전통의 복합적이고 풍부한 맥락에 주목하면서도
현대 페미니스트의 주장과 중세신비가의 그것을 쉽게 동일시하는 것을 경계한
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과거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창조적 목소리
를 듣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자신의 억압 상황을 진단할 때 고려해야 하
39) 리타 그로스는 역사연구에 나타난 남성중심주의를 네 가지로 정리한다.

1) 대부
분의 종교전통에서 여성의 경험과 생각보다는 남성들익 경험과 생각을 더 자주
기록했다. 2) 여성의 정보가 기록되었을 때조차도 후대인들은 보존하는 일을 둥
한시했다'. 3) 현대 연구자들은 남성영웅에 대한 기록에만 초점을 맞춘다. 4) 대부
분의 종교인들은 자기 전통에 속하는 여성의 역사를 모르기에 페미니즘적 연구를
적대시할 수 있다.

40)

Amy Hollywood, “ Agency and Evidεncε in Fεminist StudiεS of Rεligion: A
Response to Elizabeth Clark", Slavoca lakelié and Lori Pearson eds , The
Future 01 the Study 01 Religion: Proceedings 01 Congress 2000 (Leiden: Brill,
2004) , 243-249; Kate Cooper, The Virgin and the Bride: Idealized Womanhood
in Late Antiquity (Cambridge ,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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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각 시대의 여성들은 매우 다OJ=한 엑센트로 말한다는 점이다.. "41) 종교

사가인 씬 길 역시 나이팅게일이나 메리 에스텔과 같은 유명한 여성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종교적 보수성과 급진성을 해명하였는데 그들에 대한 비판적

감수성이 요청된다고 말한다.
종교 여성사 연구에서는 기존의 역사연구에서 등한시해 온 자료 즉 비공식

문헌 자료를 발굴하고 그러한 자료에 나타난 여성들의 이 ψ1 를 추적하는 작
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42) 특히 신앙심 좋은 여왕이나 여성신비가 같은
지배계층의 여성이 아니라 다양한 영적 역할을 담당해 온 평신도 여성을 발

굴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리타 그로스는 불교사 속의 위대한 여
성들을 다루면서 “이 여성들은 여성영웅들로서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과
거의 상징들이기도 하다’43)고 말한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평범한

여성들의 종교적인 삶을 복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근에는 이슬람 이전 시대의 여성전시들의 역할， 중세 수피여성의 경계적

위치， 고대 이스라엘 여성의 사회활동， 유대인 아내와 어머니들이 획득한 경
제적 주도권， 4세기 그리스도교 여성수도사.，44) 영국 가톨릭 수녀들에서 19세
기 흑인 여성목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성들의 영적 유산을 발굴하는 작업

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발굴 작업은 종교적 실천을 이해하고 역사적 범
주와 개념들을 진지하게 재조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슬라 킹이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역사를 재현한다는 것은 개인적이고 집
단적인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된 가장
좋은 사례는 현대 북미의 흑인 여성신학에서 나타난다. 흑인여성들은 미국사
회에서 성차별과 인종차별주의에 대항한 조십1들의 투쟁 이야기45) 에 깊게 의
41)

42)

43)

44)

Caro1ine W. Bynum , “ Introduction: The Comp1exity of Symbo1s ," Gender and
Religion: on the Complexity of Symbols , eds. Caroline W. Bynum, Stevan
Harrell ,(Boston: Beacon Press , 1988). 13.
Nico1a Denzey, The Bone Gatherers: The Lost Worlds of Early Christian
Women(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Rita M. Gross , Buddhism after Patriarchy: A Feminist History, Analysis, and
Reconstruction of Buddhism (A1bany: State Universiη of NY, 1993), 118.
David Brakke, “ The Lady Appears: Materia1ìzations of ‘ Woman ’ in Ear1y
Monastìc Literature ," Journal of Medieval and Early Modern Studies , vo l. 33.
no. 3, 2003 , 387-402.

45) 19 세기에 소저너 트루스와 마리아 스튜어트에 의해 편집된 노예들의 이야기와 영

적 자서전 얀에는 흑인 여성윤리와 기독론과 신학의 현재적 재구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원들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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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체성 형성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처럼 페미니스트의 종교전통 비판은 그 종교전통들이 당대의 상황에 의미

있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페미니스트의 문제제기는 종교공동체의 재

구성을 초래하고 종교공동체의 변화는 페미니스트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
다. 이러한 순환관계를 통해 여성에 대한 종교적 사회적 억압은 점차적으로

해소되어 갈수 있다.

VI. 나가며
지금까지 페미니즘적 종교연구의 역사와 페미니즘전 종교연구의 중심 주제
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시대별 서술에서는 세 시기로 나누어 접근하였
는데 그 분류기준은 여성의 경험이었다. 1 세대 페미니스트들은 미국 그리스도

교 여권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종교 경전과 제도엠 은닉된 남성중심주의를
폭로하였다. 이들은 남성중심적 인간이해의 틀안에서 여성문제를 인식했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지만， 종교 영역에서 최초로 여성문제를 제기했다
는 의의를 지나고 있다.
2 세대 페미니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특정과 기여는 ‘여성의 경험’을 종교연
구의 출발점으로 설정한 것에 있다. 이들이 성별 차이에 근거하여 부각시킨
‘여성의 경험’은 여성들을 결집시켜

남성중심주의의 허위보펀성을 고발하고

비판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험’이라고 하는 서구 페미니
스트들의 이론적 무기는 여성들 사이의 인종적 문밟석 계급적 차이를 간과하

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서구 백인 중산층 여성의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허위적 보편뚜의 혹은 위장된 인종차
별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3 세대 페미니스트들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포스트구;죠주의와 포스트식민주의

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따라서 이들은 성별차이만흙 강조한 2 세대 서구 페
미니스트들의 한계를 파악하고 인종적 계급적 지역적 종교적 차이에서 비롯하
는 여성의 경험의 복잡성에 주목했다. 그 결과 3 세대 페미니스트 종교연구에
서는 그리스도교 이외의 종교들로 연구의 지평이 확장되는 동시에 제3 세계
출신의 학지들이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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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접근에서는 종교학의 기본범주와 주요 주제들에 대한 페미니즘적 연
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종교학에서 중요한 용어로 자리잡고 있는 호모

렐리기오수스와 성스러움 개념 속에 내재한 남성중심주의와 서구중심주의를
검토하였다. 신화연구의 동향을 검토한 부분에서는 기존의 신화연구에 내재한

연역적 연구방법론과 신화의 보펀성에 대해 젠더비평을 시도한 웬디 도니거의

문제의식을 살펴보았다. 경전 및 종교상징 연구의 동향에서는 남성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다OJ한 입장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역

시를 젠더관점으로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연구 경향을 검토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오늘날 페미니즘은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문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어느 학문 분야이건 페

미니즘의 도전을 극복하지 않으면 학문으로서 존립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특
정 종교 내부에서 전개되는 신학과 교학만이 아니라 종교 일반을 연구의 대

상으로 삼는 종교학도 물론 이러한 도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종교학이 이러한 도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당연한 것으로 전제

해 온 학문적 용어와 범주， 시각， 방법론 등에 남성중심주의가 어떻게 숨어들
어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제3 세계권으로 분류되

는 한국사회의 종교학은 서구외는 다른 맥락에서 둥장하였기 때문에 서구 페
미니즘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페미

니스트 종교학을 초L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페미니즘， 여성의 경험， 포스트식민주의， 남성중심주의， 호모 렐리기
오수스， 여성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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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istorical and Thematic Review on the Feminist Studies of
Religion
Lee , Sookjin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history and the main issues of feminist
studies of religion. First

gener없ion

feminists , mostly American Christian

women leaders fighting for the sake of women"s rights , revealed the
androcentrism rooted strongly in Bible and church.
Second generation feminists set “ women’s experiences" as an comerstone
of religious studies. This notion , “ women’s

experiencε ，"

emphasizing the

gender differences between man and woman , played the important role of
revealing and criticizing the psuedo-universality of androcentrism.
Third generation feminists , under the in f1 uences of post-structuralism and
post-c이onialism，

gave a focus on the differences of class , race , culture,

and religion , among women. They, therefore , explored the racial , cultural,
religious bias,

concealed in second generation feminists , mostly , the white

middle-class women.
The main issues in the feminist studies of religion have been myth,
scripture, religious symbol , and “ herstory." Before critically reviewing these
issues , 1 revealed the androcentrism and ethnocentrism hidden in the basic
concepts in the study of religion, such as “ homo religiosus" and “ sacred."
Feminist historian of religions tend to criticize the practice of “ the
deductive method" as well as the premise of “ the universality of myth"
prevalent in the study of myth. Feminists also make efforts to overcome
androcentric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s and religious symbols.
Finally, feminists historians of religions attempt to reconstruct women’s lost
and distorted history, by choosing
Key

words:

Feminism ,

thε

notion of “ herstory."

women’s

androcentrism , homo

experience,

rεligiosus.

herstory

post-coloni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