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국 여성운동의 쩨해간 6 단절’과

종교척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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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 머려말
여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을 염두에 두기 휠

씬 이잔부터， 종교라는 전쟁터에서 여성해방운동은 오랫동안 진행되
어오고 있었다 1) 여성들은 교육에 있어 불이익을 당해왔고， 이는 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박사과정

1) Gerda Lerner‘ The Creation

0/ Feminist

CO lIsciousness: /rom the Middle Ages 10

Eighteeη -Seveηη (New York: Oxford Univεrs띠 Press , 1993) , W 역사 속의 페미니

스트01 ， 김인성 옮김， 평민λ}， 1998 , pp. 28-29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

다 러너가 『역사 속의

집필했던 『가부장제의

페미니스트』 이전에

Cγeι110η 0/ PιIrial'chy)의 논의들을 알아두어야 한다

창조J(The

T 가부장제의 창조』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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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여성들 개개인에게만 영향을 푼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사상이나
역사와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많은 재능 있는 여성뜰이 스

스로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도 사고하는 능력윤 가졌음을
보여주;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했고， 오랜 세월 동얀 교육 받뜬 여성
은 소수 귀족과 수녀들뿐이었다. 이들에게는 수 세깨 동안 가똑교 내

에서 동등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종교를 새롭게 개념
화하는 것이 중요했다. 소수 여성둡의 저항의 역사는 연속성잘 갖기
힘들었지만，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지적 작엄은 1 세대， 2 세대
여성들에게서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나타난다. 야 사실만으로도 여성
운동의

역사에서

종교적인 차원을 아해하려는 서도는 충분히

의마

있을것이다

이와 같은 자각을 통해， 이 글에서는 사적으로든 공적으로픈 종교
의 영역을 여성들의 일차적인 활동 영역으로 보고 ‘종교와 여성운동’
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함을 밝혀두겠다. 기존애 여성운동L과 서
구 종교의

관계는 대개

일방적으로 여성운동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식어었다 주로 사회학과 여성학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샘의 관계 설

정에서 종교(기독교)는 거의 언제나 바판의 대상이었고， 주요 관섬사
도 아니었다. 혹은 1960년대 ‘제 2 의 물결’ 이후 페미니즘과 여성학
애 자례 잡게 되면서， 종교나 종교학도 그 영향을 받은 얘러 분야 중
하니-로 제시될 뿐이었다.
이

글은 관계의

축을 옮겨

미국 1 세대

페미니즘댐

닫절기(1 920-

1963)2)에 대 한 종교학적 접 근을 시 도함으로써 , 당샤 여 성 들의 종교
속의 페미니스트~ 1 권에 해당하는 책으로， 러너가 가부장제 장조 이전으로 분
류하는 시대의 신화와 상징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러너는 1 권을 집펼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관계성의 의미와 그 관계가 깨지면

서 여성의 역사에 심각한 충격을 미치게 피었다는 점을 배웠다고 말하며， 이
같은 맥락에서 종교야말로 수백 년 동안 여성들이 여권 의식을 얻기 위 해 투쟁

하던 일차적인 전투장이라는 자각을 했다

2) ‘ 1 세대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폐미니스트들이 스스
로를 일컬어 ‘ 2세대 페미니스트’라 지칭한 데서 결과적으로 정의된 말이다. 시
기 구분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일반적연 구분에 따라 투
표권 획득 전까지의 여성운동 흐름， 즉 대략 1830-1920년까지의 여성운 동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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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종교적 배경이 40여 년에 이르는 여성운동 단절기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임을 규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19 세기와 20세기 페미니즘의

전개과정과 시대별 비교를 통해

종교가 여성운동에 마친 영향을 알아볼 것야다 여성들의 종교 참여
와 그로 언한 종교의 변화， 여성들이 문제 제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양자 간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1 세대 페미니즘이 종교에 대해
발견한 내용들은 2 세대 페미니즘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지만

1 세대

여성들은 후대 여성들과는 다른 조건 속에 있었다. 2 세대와는 다른
이 조건들이 여성운동의 단절을 만들어낸 구체적인 원인이다. 이 글
에서는 l 세대

여성운동의

흐름과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살펌으로써

이 조건들을 탐구하게 될 것이다.

H. 벼쭉 여성운동의 흐름팩 종교애 대행 논엌
1. 미국 여성운동의 흐름
1 세대 여성운동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노예제 폐지 운동이

었다. 노예제 폐지 운동에 참여하면서 발언권을 얻은 여성들은 ‘여성

세대 페미니즘이라 칭하겠다. 투표권 획득 이후 1960 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운

동은 맥을 잇지 못하는데， 본 논문은 40여 년에 달하는 여성운동의 ‘단절’에
종교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2세대 페미니즘’
은 미국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1960년대를 기점으로 본다.

초기 여성운동은 다양한 그룹들의 인권운동 속에서 출현했기 때문에 각각의 운
동에 공통된 기점을 정하기는 어려우나， 여기서는 베티 프라단의 r여성의 신비
.J (Feminiηe Mystiq.ιe)가 출간된 1963년을 상징적인 기점으로 보고 1920-63 년을
단절기로 구분했다. 한편 1990년대 초반， 이천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이 실천했

던 ‘운동으로서의 여성주의’가 여성 스스로의 욕망과 느낌에 졸직하지 못하고
결국 여성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 아래 소위 ‘ 3 세대 페미

니즘’의 흐름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여성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는가룹 반성하
면서 운동으로서의 여성주의와 대비되는 ‘존재로서의 여성주의’에 관선을 두고
여성 자신의 삶이나 역할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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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속’을 또 다른 노예제로 인식하고 여성운동의 독자적 조직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조직확된 운동은 1848 년 뉴욕 세네카
폴스에서 열린 여성의 권리 대회 (Woman’5 Ri ghrs Convention)로 나타

났다. 세네차 폴스의 선언서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께 창조되썼다고
선언하면서， 투표권에서 여성의 배제， 여성의 예속과 민법 상 재산권

의 첼여， 경제적 종속， 고등교육과 사제직에서의 배제 등을 고발했다
이 선언은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투표권’이라는 쟁점으로 집증시켰

다.

이런 와중에 가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성적 자유’
또는 ‘자유로운 결합’과 같은 유토피아적 관념들이 대중적인 판념으
로 전화되었다.3) 1 세대 페미니즘은 출산동제라는 채한된 쟁점을 통해
이를 수용했고， ‘새로운 성적 윤리’에 대한 모색으로 나아갔다. 한편
에서는 새로운 성적 윤리라는 쟁점이 강조되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서는 빅토리아적 가족형태가 끊임없이 꽁호되기도 했다. 19세기 중반
에 출현한 빅토리아적 가족형태는 여성의 고유한 미덕과 도덕적 우
월성에 대한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1 세대 백인 중간계급 여성들
은 도덕적 우월이라는 자신들의

이미지를 자본으로 삼아 공적인 영

역에서 더 큰 역할을 획득하는 데 사용했다.4) 그뎌들이 여성 참정권
을 정당화하는 방식도 이와 맞닿아 있었다 5)

그러나 여성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사-용했먼 ‘도덕’이
라는 전략은 전동적으로 성적 청교도주씌로 해석되었고， 1920년 투표
권을 책득했을 무럽에는 이른바 1 차 성혁명을 깨치면서 냥만적 사랑
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결흔 내부로 성애를 도입하는 결과를
3) 이애 대해서는 권현정 외

if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

점뜰J](서울 공감， 2003) , 3 장 “ 1 세대 페미니즘”을 참고할 것.
4) Richard J. Evans , The Feminists: Women ’:r Ernancip따ion Movements in

Eur，때 e， Am암lca

and Australasiα ]840-]920 (New York: Barnes & Noble Books , 1977). c 페미니
스트 비교사적 시각에서 본 여성운동 1840-1920 J], 정현백 외 옮김， 창작과 비
평사， 1997 , p. 5 1.
5)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나 죄수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숙한 여성은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등은 여성운동의 가정 보편적인 선전전술
증 하나였다. Ibid. ,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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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았다. 남성의 성에는 관대하면서도 여성에게는 순결을 요구하는 빅

토리아 시대의

이중기준에

대해

참정권 운동가들이

성적

자유라는

해볍보다는 결혼에 충실한 관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간 것은， 여
론을 장악하려는 대중운동 방식을 선택하면서 나타난 필연적이고도
현실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6) 자신의 육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
면서도 여성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고 결혼과 가족 내부에 남으려는

이들의 상반된 열망은 여성들에 대한 이중기준의 강화라는 퇴행적인
결과를 낳았다.

세네차 폴스 대회를 거치고 다수의 여성권리운동 단체를 설립하면
서 조직적으로 이어지던 l 세대 여성운동은 1920년 연방헌법 수정조
항 채 19조7)의 비준으로 여성참정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종언을 고했

다. 1920-50년대는 여성운동에 있어서 커다란 ‘단절’의 시기였다. 참
정권을 비롯하여

1 세대 페미니스트들이 얻어낸 많은 권리들은 정체

되거냐 퇴보하였고， 페미니즘적인 사유도 잊혀졌다 8) ‘참정권의 획득’

이라는 드라마틱한 사건은 이 단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즉 창정권을 획득한 이후 운동의 구심점을 찾지 못한 여성운동은 자

연스럽게 와해되었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1930년대 대공황을 맞이하
여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고， 40년대 2 차 세계대전으로 다시
산업분야에 진출해야 했으며， 전쟁이 끝난 50년대 또 다사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받았기 때문이라는 도식적언 설명도 이 단절에 대
한 가장 전통적인 설명이

되었다. 여성들이

경제참여와 가정복귀의

6) 이남희， “영국 여성참정권운동의 성격 1897-1918: 활동가에 대한 분석을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 p. 169
7) 연방 헌법 수정 치:1 19조(1919년 6월 4 일 발의， 1920년 8월 26일 비준) “제 1 절

미국 시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해서 국가나 어떤 주에 의해서도 거부 또는 제한
되지 아니한다. 제 2절. 연방 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
한을 가진다" 한국미국사학회 미국역사자료실 http://www.americanhistory.or.kr/

bookflink/d-law-k. htm <미국 헌법〉에서 인용.

8) 2세대 페미니스트들이 발견해낸 남성 지배의 면모틀은 설상 1 세대 페미니스트
들에게서 이미 발견되었던 것들이었고， 이 선배 페미니스트들을 찾아냄으로써
현대 여성운동은 긴장한다. 자신들이 밝혀낸 것들도 이렇게 잊힐 수 있다는 데

대한 불안은 학문과 각종 제도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72

종교학 연구

악순환을 경험하면서 조직화 능력을 상설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여성운동이 다시금 등장하께 된 배경은 동싼자적 가족형
태와 가정성 (domεsricity) 이었다. 60년대 대항문화의 반가족적 뚱토 속

에서， 2 세대 패미나스트들은 동반자적 자족형태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가부장제라는 남성권력 일반에 대한 비판으로 다아갔다. 이는 구체적
으로 가족 내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고정적인 성역할，
가족관계에 부착되어

있는 수동적인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는

관념에 애한 반대였다. 특히 ‘사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유
명한 슬로건을 비롯하여， ‘저항의 정치’， ‘차이의 정치’，여성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등으로 대변되는 。1 시거의 여성

운동F온 다양성과 대안적 하위문화에 대한 포용을 기반으로 하고 었
다는 점에서 1 세대 여성운동과 구별띈다. 다양한 페미니즘 사조들이

이 시기에 공존했으며， 따라서 때로는 상충되가도 하는 다양한 전략
의 활동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사실 2 세대 페미나픔에는 여러 까지 모순적인 요소가 결합돼어 있
으며， 이 모순적 요소들은 페미니람을 둘러싼 사회걱 조건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수차례 변모해왔다 따라서 2 세대 페미나픔의 시작과
변화， 대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운동의 맥락과 분태하여 사고할
수 없마. 2세대 여성운동가들은 락 음악과 히피 등으로 상징되는 대

항문화의 수혜를 받은 자들이었고， 그 가운에 여성운동도 광범완한
사회적 변화의 소요 속에서 출현했다 이들얘 이전 세대 여성운동가
들에 비해 차이와 다양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서슴지 않았
던 데에는 이런 사회문화적 변화의 열향이 컸다.

2. 여성들이 종교 참여왜 종;교애 때한 논의
1830-1920년에 이르는 1 세대 여생운동의 시기에 종교에 대한 페미

니즘척 논의와 여성운동기-들의 종교 인식은 크게 주요 교파 중심으

로 이루어진 여성의

도먹적 · 영적

우월성에 대한 논의와 복음주의

진영으로 대표되는 소수파의 비판적 종교 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정치적으로 다수였던 주요 교파의 여성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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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여성성과 영성의 결합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복음주의 진영으로 대표되는
소수파의 여성들은 남성지배가 성서를 기반으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수세기동안 공식적으로 도전받지

않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

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양자 모두 개신교회 단체를 통해 만
들어졌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여성들아 가정 밖에서 일하며

단체를 조직할 권리를 얻었던 첫 번째 장(長)이었다.
19세가 여성 종교인들의 활동은 20세기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준
다. 참된 자매애에 기반 한 이 시기의 소모임들은 여성 활동의 근갚
이었고， 여성들은 비록 지도자까지는 아다라 해도 많은 종교 공동체

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가고 있었다. 중산층 여성들은 가정과 국
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종교 자선단체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19
세거에는 여성이

설교를 하고 성직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둘러싼

최초의 논쟁들도 일아났다， 20세기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과는 달리，

19 새기의 기독교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여성 설교자에 대해 훨씬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9) 물론 대부분의 교파들은 여성의 설교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많은 종파 운동 및 유토피아 공동체의 출현을 통
해 여성들은 정형화된 틀을 벗어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10) 이
렇게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를 변형시키고자 했던

9) 바바라 맥허피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주의를 여성의 침묵이

나 복종과 연결 지어 생각하지만， 유니테리언 교도나 퀘이커 교도， 몇몇 복음주

의

단체에서는 여성에게도 중요한 공식적

Barbara MacHaffie , Her

Stoη

Women in

역혈을 부여하고 있었다고 한다‘

Christiaη Traditioη

(Philadelphia: Fortress

PrεS5， 1986) , T 기독교 전통 속의 여성 J ， 손승희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 p. 151
10) 가족이나 성역할에 대한 기존 통념에 철저하게 도전했던 셰이커 운동과 오네이

다 공동체，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지회， 퀘이커 혁스파 등의 종파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런 공동체틀에 더 많이 참여했는데，
바바라 맥허피는 이 런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여성틀은 종파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개선교 교회와 미국 문화 안에서 그듬이
갖는 열악한 지위에 대해 항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 Barbara MacHaffie , lbid. ,

p.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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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가들 중에는 “남성지배는 성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성

서와 쩡동 교회는 여성의 진보에 있어 두 가지 큰 걸렴돌”이라는 당
시로서는 급진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었는 사람들도 있었다 11) <세네
카 폴스 선언문(Declararion of Semimems , 1848)) 과 『여성의 성서 (The

Womaη ’S Bible , 1895)~ 를 통해 성서와 교회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다섯 명의 여성들 12)이 주도하여 결성하게 된 뉴욕 세네카 폴스의
여성 권리 대회는 68 명의 여성과 32 명꾀 남성들이 샤명한 선언문을
채택했고， 13) 핵심적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가운데 생명과 자유， 행복 추구
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피동치자의 동의로부터 정당한 권력을 얻

은 정부가 구성될 때 이런 권리틀은 확보되어야 함을 자명한 진리로 선
언하는 바이다

... 인간의 역사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한 절대적인 전제

릅 확립함으로써 계속해서 여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침해해 온 역사다. 이
릎 증명하기 위해 편견 없는 세상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전하노랴 …
남성들은 국가에 여성들을 받아들인 것처펌 교회에도 받아들였으나， 사
모뜰의 권위를 내세워 목회에서 여성틀을 배채하고 교회띄 일에 공식적
인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틀을 종속적인 위치에 놓았다 ...
(세네차 폴스 1848. 7. 19-20)14)

11) 이와 같은 관점을 보이는 글과 연설틀을 보려면 ElI en Carol Dubois (ed.) , The

Elizabeth Cady

51，α'nton-5usan

Co"，빼ondence，

B. Anthony Reader:

Writings, 5Peeches ,

2d edition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1981 , 1992) & Geoffrey C.
'Xla.rd 、

Not for OuγJelves Alone: The 5toη

01

Elizabeth Cady 5tanton and Sus，αm B.

Anthoηy， aηd IItustrated History (New Yor k: Random House , 1999)를 참조할 것.

12)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Elizabeth Cady Stanton , 1815-1902) , 루크레시따 모트
(Lucretia

Mott ,

1793-1880),

마사

코핀

라이트(Martha

Coffin

'W right ,

1806-1875), 매리 앤 맥클린탁(Mary Ann McClimock , ?-1884) , 제엔 헌트(Jane
Hunt , 1812-1889)
13) Elisabeth Gr뻐 th 、 In Her Own Right: The μife

01

Elisabeth Cady S^α'ntol1 (New

Yor k: Oxford University Press , 1984) , pp. 56-57 선언문에 서명한 이들 대부분

은 유니테리언” 퀘이커 등 보다 진보적얀 교파에 속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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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모든 인간의

평등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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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역사에서 설현되지 않았고， 더욱이 교회에서 여성들이 외면적으로는
받아들여졌으나 실제적으로 모든 중요한 일로부터 배제된 종속적인

존재였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현대 여성신학이 제기하고 있는 여성
문제의 핵심을 밝히고 있다. 성서는 여성의 권리를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고， 이 때 ‘성서 다시 읽기’는 필수적인 것이
었다.

그로부터 반세기 후 엘리자베스 캐디 스탠턴과 그녀가 구성한 위
원회는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여성의

성서 ~(The

Womaη 's Bible ,

1895)를 펴내기에 이른다.15) ~여성의 성서』는 기존의 성서를 대체하
는 새로운 성서가 아니라， 여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성서 구절에
대한 주석집이다

그것은 성서가 ‘특정한 문화적 시대의 산물’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신적인 진설과 ‘문화적으로 제한된 관점’이 모두 들
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시도였다. 이러한 입장은 현대 페미니스
트 성서해석자들이 취하고 있는 관점과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구체
적인 해석도 현재까지 유효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스탠턴의 주석
은 〈창세기〉의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구분하고， 첫 번째 이야기에
나타나는 평등주의를 강조한다.

여기 성스러운 역사가가 여성의 출현에 관해 쓴 첫 번째 설명이 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두 성을 동시에 창조한 것이다 성서의
언어를 통해서 볼 때， 신성 안에 사핍이 있었다는 시결과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가 동등하게 출현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16)

그녀는 그 밖에도 선격의 여성적 측면이나 언어가 갖는 중요성을
14) Elizabeth Cady Stanton , "Declaration of Sentiments" , in Alice S. Rossi (ed.), The
Femiηist Papeη-From Aaμms

to de

Beαuvoi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1973), p. 416에서 재인용
η) 이 위원회는 20'경의 미국 여성들과 5 명의 유럽 여성들로 구성되었고 그 중에는
3 명의 여성 목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16) Elizabeth

εady

Stanton and the Revising Committee, The

York: Prometheus Books , 1895 , 1999), p. 14.

tνomaη '5

Bibl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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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기도 하고， 창세기 1:26 17 )의 내용을 들애 여성의 종속얘 대한

성서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우려는 신성 안애 남성적 요소와 폼등

한 권능과 영광을 갖는 여성적 요소가 이 텍스트틀 속얘 선언되고 있음

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여! “하나님은 그의
형장대로， 남성과 여성을， 인간을 창조했다 "18)

성서나 시민볍이 기꺼이 강조하는 여성의 종속애 대해 말하자면， 모든
살아 있는 것을 지배할 동등한 권한이 여성에게도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말하는 구절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19)

『여성의 성서』를 통해 제기된 문쩨들은 첫째， 성사는 중립적인 것

이 아니라 여성해방운동을 제지하거나 노예제도를 합리화하는 ‘정치
적 도구’ (political weapon)로 빈번하재 이용되어 왔다는 사설， 뜰째， 따
라서 성서해석은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20) 이러한 문제는 기독교

가 서구 역사에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애 걸쳐 가장 중요한
메따포의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을 캄안할 때， 여성운동에서 성서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심각한 것임을- 새롭재 인식하도록 해 준다.
이 책이 출판되었을 당시 대부분외 공식 교회는 물론， 그녀가 회장
직을

맡고

있던

전미 여 성 참정 권협 회 (National

Ameri C:ln

'\lQ' oman's

Suifrage Association , NA WSA)조차도 그녀의 생각을 거부했다 21) 그러

나 이래한 결론들은 오늘날에는 매우 친숙한 것이며， 많은 패마나스
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때로 사람
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

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사고"(창세기

1:26), W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흔1:( 2001)의 번역을 따뜸.
18) Elizabeth Cady Stanton and the Revising Committee, op. cit. , pp. 14-15. 원저자
가::;f

fl~.

19) Ibid. , p. 15

20) 강남순 if 페미니즘과 기독교.J(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pp. 268-7 1.
21) Barbara Machaffie , Readings in Her Story: Womeη in Christiιη Tηzιlitù η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 1992), pp. 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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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승하고 있다. 1960년대 여성운동아

재개되면셔 이러한 관점은 이미 기독교와 유대교뿐 아다라 대안적인
모델로 제시된 종교들에게까지도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1960 년대

이후 많은 기독교와 유대교 여성들은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성차별
적인지를 발견해 가는 작업에 착수했다. 전례에서 남성형 언어가 일
반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 신이 오직 남성적 야미지로만 표사되는
것， 모든 가시적 역할을 남성이 독점하는 것 등이 벼판과 분석의 대
상이 되었다 여성들은 지도적 역할에서 배제되어 있었지만 많은 모

임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종교계는 커다란 변동을 맞게 된
다. 종교와 종교략 영역에서 페미니즘 담론이 형성되었으며， 일부 패
미니스트들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울타리 밖에서 다양한 종류의 패미
니스트 영성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아다. 여성신학은 분열했고， 서구
사회는 다양한 세계 종교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1960년대 이후 2 세대

1830-1920 1 세대 혜미니즙

폐 u] 니즙

가모장제 이론

~ 단 절

소모임 ·선교 활동 등을 동한
여성들의 종교 참여

&

전가부장제 가설

1920년 참정권 획득

l

“제 2 의 불결"다양성 과

성적자유와 1 차 성혁명

차이의 정치

청교도적 금욕주의와의 갈등
가정성의 변칠/극대화

복음주의와 종파 운동에서

여성 역할의 변화

여성권리 운동/노예제 폐지
운동등을통한종교비판

1•

_1_~1

t"o

_1 ， >1~1

---._1 ..... 1

이데올로기적 기반과 공적
。3 여 이
。

←1~1

λlλ1

세네카 폴스 선언F 여성의

성서가

이처럼

종교 잔동내에서의
--. ... 1

19 세기 페미니즘은 20세기

I
|

변화{페마니즘 비평)
제도 종교와의 결별 다양한

02

종교의 선택
페미니스트 종교학의 탄생

페미니즘에

값진 유산을 남겼

다. 특히 성서 종교에 대한 문제제기의 내용은 19세기와 20세기에 뚜
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째서 20세기의 페미니스트들
은 그틀보다 앞선 세대의 다른 여성들이 이미 했던 것음 알지 못한
채 새로 이 과정을 밟아야 했을까? 연속성의 결여， 집단 기억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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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체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특히

19세가 이전의 간헐적인 움직

임과는 달리 집단적인 운동으로 조직화되어

참정권까지 획득해냈던

1 세대 여성운동의 사유가 잊혔던 이유는 뭘까? 야를 종교의 측면에서

제시하기

위해서는 1 세대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적 기반들에

대한

통찰아 펼요하다.

III. 1 세대 꽤며나륨외 。빽올로기 2석 가반
1 패마니즘의 이데올로기적 지원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적 가원은 우선 18 세기의 지적 계몽에서 찾
아야 한다 22) 리처드 에번스는 패미니스트들이 대의명분으로 휘두를

만한 지적 무자들， 즉 이성， 진보， 자연볍 3 개인의 성취， 교육이 가지
는 은혜로운 힘， 제약으로부터의 자유， 권리의 평등 등에 관한 관념

틀이 계몽주의에 모두 집결되어 있다고 말한다.23) 계몽주돼는 여성들
이 최초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연대하고자 했던 경험， 프링-스 혁명의

이념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프랑스 혁명은 법적 · 채도적 제약
을 넘어 자유와 평등을 실현활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애밴스는 페미니즘이 발전하고 고양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로 자유주의적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사회적 이태올로기콸 제시
한다갱 프로테스단트 신앙은 구원에 대한 책임이 교회나 사제가 아

니라 개인에게 있다는 믿음 위에 서1 워졌다. 그에 따르면 계몽주의의
합리적 개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신앙익

종교적

개인주의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양성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었다 설제로는 주
요 개신교회의 지도적 인물들이 여성의 열등성을 확고하게 믿고 있
었을지라도， 모든 선자들이 사제가 될 수 있다는 그듬의 신념뜬 벙시
22) Kate Millett , Sexual

P。μt1α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1970, 2000) ,

r 성의 정치학，3 ， 정의숙 & 조정호 옮김， 현대사상사， 2003 , I? 65.

23) Richard Evans , oþ.cit. , p. 22.

24) lbid. ,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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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여성들도 포함하고 있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구원

을 위해 개인적으로 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프로테스탄트의 믿
음은 많은 19세기 여성운동가들에게 확신과 영감을 주었다 25)

계몽주의에 내포된 합리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의 도덕적 규범들은
19 세기에 들어와 자유주의 신조 속에서 융합되었다. 그리하여 청교도
주의와 계몽주의 양자가 모두 담지하고 있는 합리적 개인주의와 자
유주의

이데올로기는 1 세대

페미니스트들의 지적

정당성을 확보할

기반이 되었다 26)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1 세대 페미니스트들의 중간

계급적 성격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했다. 미국에서 개인주의
는 노예제 반대투쟁. 도덕개혁 운동， 사회개혁 단체와 같은 자유주의
운동과 여성운동의 출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다.27)
자유주의 운동과 결합했던 여성운동이 점차 독자적인 조직을 갖게

되고 여성들 자신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도역개혁’이었다. 도덕개혁은 빅토리아 여성운동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처음에 제도적이고 법적인 권리들을 목표로 했던 이들에게，

도덕성은 정치적 삶을 위한 토대로서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19
세기에는 ‘성적 자유’라는 또 하나의 자유주의도 함께

대두되었다.

성적 자유라는 쟁점은 합리적 수단을 통해 사회적 완전성을 추구한
다는 의미에서

빅토리아 여성운동의 청교도적 금욕주의와 흥미로운

혼동을 야기 했다 성 적 자유는 사랑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고 있
25) Ibid. , p. 24.
26) 여성들은 여권선언을 위한 초기 문서에서 계몽주의 남성들의 저작물을 모델로

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올랑빼

드 구즈

(Olympe de Gouges)가 작성했던 〈여권선언〉은 프랑스 〈인권선언〉을 모델로 한
것이었고， 앞 장에서 보았던 세네카 폴스 대회에서의 선언문도 미국의 독립선

언서를 기초로 한 것아었다 계몽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이 갖는 내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초기 여성운동가들은 이 이념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27) 초기 여성활동가 중 대부분이 이런 유의 자유주의 운동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

고 있는 집안 출신이었으며， 자유주의적 가정에서 자란 여성들은 성장과정에서
정치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배우게 되었다. 이 여성들을 비롯하여 많은 여
성들이 직접적으로 이와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했으
며， 이로부터 여성의 권리 획득을 위한 여성들만의 독자적인 조직으로까지 나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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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재생산 이외의 성교에 반대하는 금욕적앤 입장도 성적
자유와 공존할 수 있었다. 이 위태로운 공존은 ‘가정성’ 인-에서 통합
되며， 가정성이라는 가치는 무엇보다도 성서 종교의 강력한 형향 하
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2 . ‘참 여성성의 종파’와 ‘가정성’
19 세기 중반 빅토리아 시대의 성모랄아 마국 사회에서 새롭게 재

현되기 이전부터 ‘참 여성성의 종파ζ 즉 여성성 숭배가 형성되고 있
었다. 19세기에 이트러 미국은 여성을 이브의 이미지로 생각해왔던
전통적인 견해를 수정하게 되었다 새로운 여성상은 남성에 바해 도
덕적 · 영적 우월성을 가진 존재， 바꾸어 말하면 텔 육감적이고 덜 성
적인 존재였다. 도덕적 경건성을 소유한 참된 얘성은 미국의 사회 질
서를 수호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떠맡이-야 했다. 이 여성들은 조용한
설득과 근면한 모범으로 남편을 길들여

훌륭한 시민으로

길라내야

했다 28)

그녀들아 훌륭한 사민으로 길러내이: 할 대상은 남편뿐만이 아니었

다. 모성애 또한 여성의 도덕적 우휠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성스럽게

여겨졌다. 남성과 여성의 영역이 분리되면서 。}약를 양육하는 책임은
여성들이 떠맡게 되었고， 이것은 여성들의 성스러운 소명야 되다시피

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발전했던 것이다. 빅토려
아 시댐 문화에서는 어머니로 하여금 종교와 도덕성을 첸수하는 과
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바바라 웰터에 따르면 참 여성성띄 속성에는 경건햄， 순결， 수동성 1

가정성이라는 네 가지 주요한 미덕이 있다고 한다 .29) 종교는 여성 미

덕의 핵심이자 힘의 원천이었다. 01 러한 감수성 속에는， 신이 여자에
게 더 많은 걱정과 끈심을 주어 더 빨리 구원을 받아들야게끔 만들
28) Barbara MacHaffie,

Heγ Stoη ，

pp. 130-31

29) Barbara Welter, “ The Cult of the True
Qιmterly ，

152

γ'omanhood:

1820-1860" in

.II meηcaη

Vo l. 18, No. 2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196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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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겨 때문에 여성들이 고동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와 더욱 가까운 존

재라는 관념들도 존재했다 그리하여 여성의 ‘정화하는 사랑’， ‘욕정
없는 사랑’야 죄 많은 남자를 주께로 인도하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이다.
참 여성성의 종파에서 보여주는 여성과 종교에 관한 이와 같은 관
념들은 이론적으로는 그 전애 이미 인식되고 있었던 것들이다. 정치

권력이나 경채적 번영을 추구하는 몇몇 남성들은 차츰 종교를 포기
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 성서를 가르치고 가족 예배를 인도허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일은 여성의 일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
의 자리는 대부분 여성들로 채워졌고， 이 여성들이 자선단체나 선교

단채 및 교회가 후원하는 일에 관여하기도 했다. 섬지어는 여성과 종
교를 동일시하는 것이 상충적인 가치들을 해결하는 한 방편으로 해
석되기도 했다 30)

여성성과 가정성에 대한 숭배는 여성들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작
지위를 얻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체적 성을 부정해야
만 했다. 그러나 바바라 맥허펴는 적어도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는 여
성의 지 위 와 관련된 중요한 소득들이

들은 아이를 양육하고 가정 내에서

있었다고 보았다 3 1) 우선 여 성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 받았다 그리고 종교적인 부
분이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자 몇몇 목회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여
성들에게 더욱 적합하도록 수정하기도 했다. 나아가 참된 여성성에
대한 숭배 덕분에

여성은 자긍섬을 갖게 되었으며， 도덕적 · 영적인

우월성이 계속해서 주장되자 그렇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 받았다

는 것이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이 같은 종교적 풍토는 분명 여성운동의 출현

을 자극했다‘ 개신교회 단체를 통해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 일하며 단
체를 조직할 권리를 얻었다. 여성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여성틀
과의 유대감도 이 단체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되었고， 여성들의 입장에
30) Ibid. , pp. 151-52.
31) Barbara MacHaffie , ap.cit. , pp. 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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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깨혁을 추구하띤서 남성들의 행동에 대항했다. 금주운동단체들은
술 취한 남편들을i 도덕개혁단체들은 호색한들을， 자선단채들은 여성
노동자를 착취하는 공장주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얘부분의 여성들은
역할 분담이나 남성 권위주의에 대해서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끄， 소
수의 여성들만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언간성을 가진 존재라는 인
식을 토대로 활동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참된 여성에 대한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을 계
속해서 받아들였고， 가정 밖의 일도 그 논리엌 범위 내에샤 이루어졌
다. 그 이상에 이의를 제기했던 여성들은 교회로부퍼

비난 받았다.

이들 가운데에도 처음에는 복음에 나타난 여성의 평등성을 주장하면

서 목회자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한 여성들이 있었지만， 미들은 결국
주요 교파를 떠나 유니테리언이나 선지회 같은 좀 더 자유주꾀적인
단체로 옮아갔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주요 교파에 속해 있는 여성
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는 일아 도댁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부응
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렇듯 1 세대 여성들은 여전허

종교의 지배적인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 정치적으로 다수였던 주요
교파의 여성들은 선구적

여성운동가들의 급진적인 견해를 받아들이

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 빅토리아 여성 활동가들의 운동이
태 많은 지지를 끌어 모았다.

IV. 1 세대 페미나줌의 탠절과 종교;핵 빼;껑
1. 재정의 된 자정성과 가정 영역으로의 후퇴

도덕적 차원으로꾀 페미니즘의 발점과 여성 참정권 운동의 발생은
어느 정도 페미니즘의 급진화를 나타냈지만， 페미니즘의 진보는- 분열

을 초래하기도 했다 거의 모든 곳에서 급진주의자들은 소수였고， 다

수를 이루고 있던 보다 온건한 입장의 중간계급 여성운동가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급전적인 여성틀아 가진 성적 평등에
대한 비타협적띤 헌신은 주류 자유주의 입장의 경계 너머에 존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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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여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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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한 주장들은 19세기 말에 이르면 주류 페미니즘의 ‘가정성’
안에 통합된다.

성서 종교로부터 비전을 얻은 참 여성성에 대한 숭배와 가정성이

라는 가치는 여성들의 조직화에 힘을 실어주었다. 가정성은 제한적이
기는 하지만 가정， 종교 영역， 여성 모임이라는 분리된 영역에서 여

성들의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시킨 간접적인 힘이었다. 이
런 공간에서 여성들이 맺었던 갚은 자매애는 여성운동의 원동력이었
다. 가정성은 이 제한된 영역 안에서 여성들의 활동과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그리고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속에 성적 자유라는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급진적인 여성들의 비전들을 통합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1890-1920년 사이에 여성

운동은 극도로 조직화되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맞은 듯한 면모를
보인다. 대학교육을 받은 미훈의

직업여성이

‘신여성’의

첫 세대로

출현했고， 이들을 주축으로 사회복지관 운동， 여성클럽 운동， 여성 노
동조합， 소비자 연맹과 같은 기존의 제한된 여성 영역으로부터 탈피
한 공적

활동들야

활발해졌다. 전미여성참정권협회나 전국여성당과

같은 정치조직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당연하게도 공적 영역에 진

출하고 성적 자유와 자유연애를 부르짖었던 이들은 빅토리아 시대의
규범을 벼난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는 여성을 동반자적 결

혼야라는 재념을 통해 재정의 된 가정 영역으로 후퇴하게 만드는 결
과를 낳았다.

근대화는 여성 개인에게 자율적인 능력을 가져다주었지만， 빅토리

아 시대 가정성이 보장하고 있던 여성적 연대의 원천을 파괴하는 것
이기도 했다， 이런 모순이 낳은 결과는 1920년 참정권의 획득 이후

서셔히 나타나게 되었다. 낭만적 사랑， 성적 자유와 결합한 동반자적
결흔이 그것이다. 동반자적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이전에는 동성의
동료에게서 찾았던 감정적인 지지와 동반자 관계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야상적인 아내이자 동반자라는 이미지는 빅토리아 시대
여성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빅토리아적 도덕의 구속에서 벗
어남에 따라 여성 공동체에 대한 경혐이 사라지고 여성의 공동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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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확산을 상실하는 결과를 또래했다 32) 그리하여 법적 • 제도적

권리의 획득에도 불구하고 아전 시거에 비해 정신적 자율성뜬 앓게
되었다.

이데올로기적 기반에서부터 여성 활동가 재재인의 가장적 ‘ 종교적
배경에 이르기까지 성서 종교의 지배적인 영향 하애 놓얘 있었떤 1
세대 여성운동은， 그 성서 종교가 담보해 주고 있었던 6 가정성 1 을 토

대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당한 공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다. 19서1
가 중반부터 제기되었던 ‘성적 자유”라는 쟁점은 l 세대 페미니즘의

마지막 시기인 20세기 초에 극대화되었고， 성혁명을 통쾌 벅토리안
성모랄과 통합되었다. 새롭게 정의판 기정성은 빅토혀아 사대띄 그것

과 다르지 않었지만， 애 때문에 여성들만의 모임을 앓채 펴었쓰며 자
유의지라는 미명 하에 여성들은 가정 영역 안으로 후퇴해벼렸따.
아 시대의 가정성은 후대 베티 프리단에 의핵 ι 여성확 신배’라고

알려진 지배적인 가정 이데올로기로， 여성을 아내와 애머니의 관점애
서만 배타적으로 쩡의했다. 이것은 가정과 모성을 종시하는 이전 세

대의 관념에 성적 자유와 섹슈열리티룹 결합시켜 성적

특성찰 부여

한 공화주의적 모성의 현대적 해석이었다. 재정의된 가정성얀 ‘여성
의 신벼’는 19세기의 이데올로기적 토대였던 6 참 여 성성의 숭llß' 와는

달리 여성들에게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어주지 못했다. 종교돼 지매
적인 영향 하에 놓여 있던 ‘참 여성성의 숭배’가 여성의 도덕적 。 영
적 우월성을 지반으로 했던 것과는 달퍼， 섹슈열리티흘 떠안은- ‘여성

의 신비’는 여성들의 우월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피렇다고 무성적인
빅토리아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얘떤 형태로든

가정성이라는 가치는 유지되고 강화퍼썼지만， 옹호펙는 방식관 팔랐
던 것아다. 이는 1920-50년대 여성들이 조직화된 여성모임을 꽃자 못
한 채 가정 영역으로 후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확었다. 그라고 이
같은 이데올로기적 기반의 상설은 1 세대 여성운동 자채가 이미 갖고
있었던 도덕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긴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32) Sarah M. Evans , Born for Liberty (New York: Free Press , 1989 , 1997), W 자유를
위한 탄생; 매국 여성의 역사J ， 조지형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 pp

2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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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쐐대 여성운동의 단절
1 세대 페미니즘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은 무엇보다도 ‘참 여

성성’과 ‘가정성’이었다. 참 여성성과 가정성에 대한 숭배는 미국의
모든 문화에 스며들었고， 19 세기 초중반 급속하게 발전된 출판 산업

을 통해 확산되었다. 잡지， 소설， 종교문학 등에서 여성의 븐절 및 역
할을 주요한 주제로 다루었던 것이다. 이 가치들이 발전하고 고양되
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지적 계몽 및 자유주의 이대올
로가와 긴밀하게 결합하고 있던 프르페스탄티즘이었다. 모든 남성과

여성악 자션의 구원을 위해 개인적으로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프로테스탄트의 믿음은， 많은 19세가 여성운동가들과 상호 영향을 주

고받았다. 19 세기 중반 미국 사회에서는 빅토리아 시대의 성모란이
새롭게 재현되고 있었으며， 참여성성의 속성 중에는 경건함과 종교가
여성 미덕의 핵섬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참된 여
성에 대한 빅토리아 시대의 이상(모성과 가정성)을 받아들였고， 가정

밖에서 단체를 조직하여 일할 때에도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참 여성성의 숭배로 대변되는 기독교적 가정성은 제한적이나마 교회
와 가정， 여성들의 모임 등 여성의 활동 영역을 보장해주었고， 1 세대

여성들은 이러한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서

도덕개혁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가정성과 빅토리안 성모랄은 같은 시기에 대두되었던 ‘성적 자유’
라는 쟁점과 긴장 관계를 형성했다. 도덕주의와 자유주의는 흔재해
있었고， 이 이념적 긴장은 투표권 획득 이후 여성들의 조직화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적 자유라는 쟁점은 1 세대 페미니즘의 마지막
시기인 20세기 초에 극대화되었고， 1920년대의 성혁명플 동해 빅토

리안 성모딸과 기묘하게 통합되었다. 섹슈열리티와 결합함으로써 도

덕적 · 영적 우월성을 상설한 이 시대의 가정성은 더 이상 여성틀에
게 이데올로기적 기반이 되어줄 수 없었고， 후대 여성들은 1 세대 페
미니스트가 남긴 유산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거나 이용하지 못했다. 19
세기 중반 여성성에 대한 숭배와 결합했던 가정성이 l 세대 여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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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속시킨 완동력이었던 반면， 다시 20세기 초 성적 자유와 결합하

면서 변화를 겪은 가정성은 l 세대 여성운동을 단절시컨 원인이 되었
던 것이다. 1920년대 새롭게 정의된 가정성은 여성운동에 있어서 이
데올로기적 기반의 상실을 의미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한 고찰을 가
반으로 CDl 세대 여성운동에 있어서 도덕주의와 가정성외

영향，(2)

교회가 제공하는 공적 영역의 중요성，@ 성서 종교 아와의

종교에

태한 인식 부채를 1 세대 페미니즘의 딘-절을 불러 온 종교적 조건으
로 정래해볼 수 있다.
먼저 l 세대 여성운동 전반에 거쳐 도덕주의와 가정성은 중요한 가

치였다. 여성운동의 전개에 있어 ‘가정성’이라는 가치가 그토록 중요

했딘 이유는， 그것아 성서 종교의 장력한 영향 하에서 만들어진 젓이
었기 때문이다. 종교는 도덕성과 앙성블 통해 여성들의 우월한 자질

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였다. 2 세대 여성운동이 전통적인
가치들에 도전하는 운동들과 궤를 같아 하며 등장했고 다양성과 대
안적 하위문화뜰에 대한 포용을 기반으로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당성
을 종교 밖에서도 찾을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1 세대 여성운동F은 종

교라는 조건을 유일한 기반으로 했고 이것을 상실하면서 붕괴띄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제공하는 공적 영역의 상실을 늘 수 있다. 여성
성과 가정성에

대한 숭배는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

한계를 지니는

것이었지만， 1 세대 여성운동가들에게는 어찌됐건 공적 영역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이것은 가정， 종교 영역， 여성 모임이라는 ι 교회 안’과
‘분리펀 영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아기는 했지만， 여성뜰의 조직화를

촉진시킨 원동력이었다. 가정성은 이 제한된 영역에서 여성들꾀 활동
파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었다. 2 세대 여성운동이

애초에 가정성에

기반을r 두지 않고 사회 제영역에서 조직화되어 교회와 결합하지 않
고도 여성들만의 독자적인 조직을 형성할 수 있었턴 것과는 달리， 1
세대 여성운동은 1920년대 교회와 가정성이 보장해주고 있던 이 조
직화된 여성모임들을 기반으로 했고 이것을 상살하면서 붕괴되었다.

세 번째로 성서 종교 이외의 종교에 대한 인식의 부재플 들 수 있
겠다. 1 세대 여성운동의 시기는 아직 1과양한 세계종교들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이들을 종교라고 언식하지 않았던 시기다. 1 세대 여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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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종교는 성서 종교뿐이었고， 가장 급진적인
종교 비판조차도 성서에서 근거를 찾았다. 2 세대 페미니스트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페미니스트 영성운동이나 세계 종교들을 선택함으로
써 성서 종교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 있었던 반면， 1

세대 페미녀스트들에게 인식의 대상， 다시 말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교는 성서 종교뿐이었다. 그러나 1 세대 여성운동가들에게 성
서 종교는 적극적인 개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
보해줄 제도적 기반이었고， 성서 종교가 더 이상 여성들의 종교적 우
월성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1 세대 여성운동은 붕괴했다.
l 세대 페미니즘 단절의 원인은 2 세대 페미니즘 성공의 원인과 맞

닿아 있다. 1 세대 페미니즘의 단절을 가져왔던 도덕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긴장과 이에 대한 성서 종교의 지배적인 영향력은， 20세기에
이르러 타 문화에 대한 교차문화적 연구와 다양한 세계종교들의 유
입으로 인해 완화되었다. 1 세대 여성들이 서구 사회의 기독교적 모딸
과 교회외 부흥 등 성서 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종교의 지배적인 영

향 하에 놓여 있었던 반면， 2 세대의 여성들은 종교를 선택하고 변형
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2 세대 페미니즘은 1 세대 패미니
즘처럼

역사적으로 일관된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01 태올로기적 기반의 상설로부터도 좀 더 자유로웠다. 1 세대
페미니즘에서와 같은 극적인 단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2 세대
페미니즘이

제사했던

다양성과 차이의

정치는 1 세대

여성운동에서

중간계급 주류 여성 중심의 기독교적이고 도덕주의적인 단일 노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V. 맺음망
이

글에서는 1 세대

페미니즘의

이데올로기적

기원을 18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적 계몽과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에 두고， 이를 토대
로 미국 l 세대 페미니즘의 단절 원언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것들은
19세기에 들어서 자유주의 신조와 결합하며， 이로써 합리적 개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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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1 세대 퍼1 마니스트들야 자적 정당성을 확

보할 가반이 되었다. 자유주의 운동펴 결활활 I 쐐대 C9 성운동애서 가
장 두드러지는 것은 도덕개혁야었다. 19세자 중만어} 모순핵는 가치들

로 공존했던 빅토리안 성모딸의 도덕주약략 성적 자유주의는 가정성
의 승리로 귀결되는 듯 했고， 야 가정성야라는 가차는 1 서i 대 페마니
즘익 기-장 중요한 이대올로가적 가반01 되었다. 참 여성성의 향파로

대변펴는 이 서가의 기독교적 가정쟁은 성서 종교왜 강력한 영향 하
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가정성애 자받 한 도턱주악 여성운동은 투
표권 획득이라는 시점에 이를 때까찌 1 써태 여성운동의 주류를 이루
었고， 가정성이라는 가치를 만들어패는 해 갚은 영향을 띠찬 생서 종

교는 l 세대 페미니스트들애재 정치꽉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반이 되

어 준-었다.
그러나 여성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자 우}책 사용했던 ‘도덕’아
라는 전략은 성적 자유주의와의 긴장을- 파할 수 없었다
에

새좁게

형성되었던

가정성은 복잡한

젓이었다.

단절의 사기

단절가

초기인

1920년대 교육의 기회를 얻고 대중문화를 향유활 수 있었턴 젊은 여

성들에게 가정성이라는 가치는 공공딴한 것아

약냐었다@ 오히펴

이

시기 C낙성들은 가정성을 기반으로 했던 여성 문화， 여성 조직의 토rJ1

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였다. 소위 성혁명야라 불라는 얘 당시 여성
들의 성적 자유에 대한 관념들은 아야러냐하채도 낭딴적 사랑과 결
혼이라늠 신화와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정성으로 변절되어갔

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형성된 가장성은 더 약상 여성들이 또덕캘
우월성을 내세우X 열어왔던 정치적 끼성당/냥을 담보해주지 못했으벼， 1

세대 여성운동에게 이데올로기적 기반과 여성조직의 상살이라는 뼈
아픈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이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기의 조직화환 C냉성운동은 종교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활동과 여성모임의 조직으로부터 벼롯된 것이었다.
대부분 주류 개신교회를 종교적 배정으로 하고 있던 1 세대 여성운동

가들에게 종교가 정치 영역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이데올로
기적 기반을 제공한 것은 우연이 o}냐다. 그려나 1 세대 여성운동이
종교적 우월성을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 강력하게

의자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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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에 대한 강박은 필연적으로 자유주의와의 긴장을 안고 있는 것
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운동 단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논문은 여성운동의 오랜 단절기를 종교와의 관련 하에 서술하
려는 시도를 통해 기존의 정치사회적인 분석들이 간과해 온 이데올
로기적 기반에 대한 고찰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1 세대 페머
니즘의 역사에샤 종교와 여성‘운동?의 상관관계를 제시한다는 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 종교학이 발견할 수 있는 여성들의 숨은 지성사

에 관섭을 두는 것은 여성사를 서술하는 데 발전적인 방향을 채공할
것아다 뿐만 아니라 개별 종교 전동 내에서 여성의 지위나 몇몇 여
성들의 활동， 경전의 재해석 혹은 여성들의 새로운 종교운동， 여선숭
배나 의례와 같은 몇몇 제한된 주제들만을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삼
아왔현 페미니스트 종교학의 분야 확대에도 기여할 것야라고 생각한

다
또， 이 글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가 현대 여성
운동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직접적으로 다

루고 있지 않다. 비록 명맥이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1 세대 페미니스트
들은 ι서구 사회에서 성서와 성서 종교의 변화 없이 여성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에샤 파

생된 수많은 문제들， 즉 현재 ι 종교와 여성’ 분야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선격의 남성형 총칭에 대한 비판， 여신， 여신 의례， 여성 상징，
전례 용어， 여성 성직 임명， 여성 영성 등의 문제들은 그대로 여성운
동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페미니스트들의 핵섣적인 관섬사 증 하나
는 여성형 언어를 발견하는 것과 상정 영역에서 여성의 모습을 복원
하는 것이었다. 특히 자아의 발견과 내면의 자유를 중요사하는 현재

의 3 세대 페미니즘에 이르면， 여성 영성과 여선， 여성 상징은 그 자
채로 여성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종교가 현

대 여성운동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분석해보는 것도 페미
니스트 종교학의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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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ontinuous Period of American 메Tomen's
뼈ovement and Its Rel핑ious Background

Choe , Yeon-"Iung

Rεligioo

has almost always

femioisr

studies.

religion

on

beεo

This dissertatìoo
womεn ’ s

the

subjcct to cn t1C1 sm io the existiog
is

to illuminate the iofluence of

movemem

through

the

expJaoation

for

discontinuous pεriod (1920-1963) of American women ’ 5 movemen t.
Above all things , ‘ True Womanhood' and ‘ Domesticity ’ was the
imporrant

idεological

bases

of

the

1st

influenced

εhristian

the

00

domεStl Cl ty

growth and

represεnted

ferninism.

enlightεnmem

Protestantism that combined intellectuaJ
had

wave

the

00

the

and liberalism

elevation of these values.

by the cult of the true womanhood

guaranteed women activity area, and the 1st wave feminis t: s
women ’ s movement focusing

And

devεlopεd

the moral crusade within this Christian

limi t.
There was a social

tεnsion bεtween

Liberty ’ arose in the same
libεrty

the

pε 다od.

morality and

The

concεrn

thε

ro the

issue of ‘ Sexual
ìssllε

of

sεxual

was maximized by the early 20th century , the dosing period of

1st wave feminism and was combined to the Vic tO riao sexllal

morality through the Sexual Revolmioo in 1920 ’ s. For its combination
wìth the

sεxllality ，

domesticity in 1920 ’ s has lost its moral and spiritual

superiority , and couldn ’ t play a role as the
While domestìcity in the

mid-ninεrεenth

idεologiζal

which was

base anymore.

combinεd

to the

cult of the womanhood was the motive power of the conrinuance of

미국 여성운동의 세대간 ‘단절’과 종교적 배경

the 1st wave feminism , domesticity in the
the change was to be

thε

εarly

20th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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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εrgone

reason of the discontinuance of the 1st wave

women ’ s movεπlent.
Redεfined

in

1920 ’ s means

women ’ s movement.

the l05s of the ideological base

Consequently , it

is

possible

to

suggest

of

some

religious conditions that causes the discontinuation of the 1st wave
women ’ 5

movεmεnt;

1)

the

dominant

influence

of moralism

and

Chri5tian domesticity on women ’ s movement in the 1st wave period , 2)
the loss of the women ’ s public sphere which was provided by the
church , 3) the non-awarenεS5 of rεligions except biblical religions.
We can connect the factors in the discontinuance between the 1st
wave

fiεmmlsm

feminism.

with the factors in the explosive rise of the 2d wave

Bεcause

of the cross-cultural studies of the other areas and

cultures and the influx of various world religions in
thε

dominam influence of the biblical religions on women ’ s movement

decrεased. Womεn

in 2nd wave period were able to choose or change

their own religion. The politics of
the

mid-twentieth ,

thε

2nd

wavε

fεmllllsm

divεrsity

was pushing

and difference

thε

limits of

suggestεd

thε

by

1st wave

feminism ’ s unitary line that had been basεd on biblical rεligions and its
mor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