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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시대,
?
실천적 종교연구를 위한 시론
?
강 석 주

Ⅰ. 들어가며
“2018년의 대한민국에서 ‘남녀’는 ‘남북’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았다.” 한반
도의 분단 상황이 평화 체제로의 긍정적 전환 가능성을 보여줄 만큼 남북문제가
화두였지만, 젠더문제가 다른 이슈들에 더 이상 뒷전으로 밀려날 수 없었던 한 해
였다는 신형철의 지적이다.1) 연초부터 이어진 미투 폭로는 사회 전반의 영역에 숨
겨져 있던 성범죄 사실들을 공론화 시켰다. 특히 현직 검사의 생방송 인터뷰가 기
폭제가 된 이유는 검사라는 엘리트 직업군의 여성조차 성폭력에 공포감을 느끼며
오랜 시간 자책과 2차 피해의 와류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이 많은 이
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기 때문이었다. 전방위적 미투의 해를 보내면서 우리
는 젠더라는 계급성이 한국사회의 근원적 억압조건이 되어 왔음을 체감할 수 있었
다.2)
‘남녀’가 중요했던 만큼 성대결 또한 어느 때보다 격화되는 양상 속에서 웹사
이트 <워마드>3)가 논쟁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워마드는 현실의 젠더 불평등을 인

1) 신형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한겨레출판, 2018, 197-199쪽.
2) 윤김지영, 《지워지지 않는 페미니즘》, 은행나무, 2018, 209쪽.
3) 2 015년 6월 등장한 <메갈리아>는 온라인상에 팽배한 여성혐오 콘텐츠를 남성들에게 반사하여 되돌려주는 전략으로서 ‘미러링’을 주장
하고 실천했다. 그런데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 이성애자 여성과 레즈비언의 목소리를 더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던 메갈리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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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체성으로 생물학적 ‘여성’만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
다. 이 사이트가 청년세대를 넘어 대중일반에 강렬하게 각인된 시점은 작년 여름
부터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7월 10일, 천주교 미사에 쓰이는 ‘성체’에 낙서를 하
고 불에 그을려 업로드한 게시글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특정 종교에서 소중히 여
기는 신앙적 전통을 모독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비판과 함께, 사이트 폐쇄를 촉
구하는 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 시작했다.4)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 한쪽에서는 ‘신성 모독’과 ‘나라 망신’을 외치며 경찰수사와 법
적 처벌을 주장했고, 다른 한편 여성 사제와 낙태죄 폐지를 원천 금지하는 가톨릭
교리의 여성 억압적 측면을 점검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5)
‘성체훼손 사건’ 이틀 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봉환 신부(한
국천주교 주교회의 홍보국장)와 이현재 교수(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여성주의 철
학자)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들이 각각 ‘한국의 가톨릭’과 ‘페미니즘’의 입장을 대

변한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이 인터뷰는 이 글이 시작되는 중요한 동기가 됐다. 각
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자기주장의 말하기는 소통을 전제하지 않으며 진
정한 대화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해당 인터뷰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종교’와 ‘페미니즘’이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온 것인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자들이 소위 “여자만 챙기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주장하면서 2016년 초 포털 다음(daum)에 워마드 카페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후 독립
웹사이트를 구축한 <워마드>(https://womad.life)는 “여성우월주의”와 “남성혐오”를 기치로 내세우며 활동한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게이
남성과 트랜스 여성 등을 배척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워마드>가 <메갈리아>와 다른 점은 온라인 활동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 행동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실의 여성들을 집결시키고 젠더이슈를 사회 의제화 한다는 점이다. <워마드>는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 살
해 사건 추모 집회를 이끌었고, 그해 7월 게임업체 넥슨의 성우 교체 사건에 반대하며 넥슨 본사 앞에서 시위를 열었다. 같은 시기 안국
역에 생리대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정부가 생리대 물가 안정에 개입할 것을 주장했다. 2016년 8~9월에는 여성 대상 몰카 범죄에
대한 경찰의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혜화역과 종각역에서 진행했고, 10~12월에는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미프진 합법화, 남성처
벌 강화 등을 주장했다. 낙태죄 폐지 시위는 ‘워마드+여초 커뮤니티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기획되어 진행됐으며, 워마드
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표명하였다. 김리나, 〈메갈리안들의 ‘여성’ 범주 기획과 연대: “중요한 건 ‘누가’ 아닌 우리의 ‘계획’이다.”〉, 《한국여
성학》 33(3), 한국여성학회, 2017, 112-119쪽 참고.
4) 김형규, 〈[정리뉴스] ‘성체 훼손’ 논란으로 본 페미니즘과 천주교의 대립〉, 《경향신문 향이네》, 2018.07.11.
5) 채혜선, 〈“워마드 성체 훼손?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절박함도 봐야”〉, 《중앙일보》,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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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환 신부: “한마디로 그런 엽기적인 행동을 보고 너무 경악해서 이루 형용
할 수 없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략)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
를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거룩하게 축성해서 그리스
도의 몸이라고 받아 마시고 또 이 그리스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계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극히 공경을 드리고 있죠.
(진행자 김현정 앵커: 천주교에서는 여자는 사제도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부
도 못 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여성을 억압하는 종
교다. 이게 지금 성체를 훼손한 이유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발생한 성체 훼손 사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천주교에서는
사제 직무를 위해 오직 남자만을 택하셨고 어떤 여성도 열두 사도의 일원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사제 직무를 설명합니다. 그
래서 인간의 권리나 남자와 여자의 성평등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은 임신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낙태는 근본적으로 인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흉악한 죄악, 인간 생
명 자체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략) 옳고 거룩한 것은 아무
것도 배척하지 않으며 그 계율과 교리도 진심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는 마땅히 비
판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중략)”

이현재 교수: “(중략) 불편하면서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복잡합니
다. 실제로 온라인 공간은 여성혐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
실 그러한 비난으로부터 대피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가 워마드 인데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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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주제로 이야기해야만 우리의 페미니즘 혹은 우리의 이슈들을 건드
려 주는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중략) 그리고 왜 일베에서는 우리보다 더한 것들도 하는데 그것을 했을 때는

한마디 말도 없다가 왜 우리가 그들과 비슷한 미러링으로써 이런 짓을 할 때
에만 우리의 흠집을 잡아내느냐가 전반적으로 이들의 불만사항들 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식으로 해서, 일베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여성혐오의 일
들을 저지르는지를 봐라 라는. 사실은 폭로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저는 사실 워마드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마드의 행위에 흠집
을 내는 것을 너무 집중해서 말하는 방식이 이 문제들을 불거지게 한 성평등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가라는 데는 의심을 둡니다. 이 흠에만 집중
하는 방식은 악순환을 만드는 거 같아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런데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라고 한다면 성평등을 위해서 사실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는가를 먼저 같이 생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6) (강조
는 인용자)

위 인터뷰에 참여한 두 화자의 발언은 둘 사이의 엄청난 격차를 느끼게 한다.
안봉환 신부는 성체훼손 사건과 가톨릭의 여성 관련 입장들이 완전히 별개의 문제
라고 못 박으면서 워마드 행동 동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사제 직
무의 남성중심성과 임신중단에 관한 가장 보수적인 교회의 입장도 주지시킨다. 이
현재 교수는 워마드 활동방식의 과격성을 우려하면서도 온라인 공간 전반에서 그
동안 여성들이 겪어온 여성혐오적 환경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인터
6) 김현정의 뉴스쇼, 〈천주교 “워마드 성체 훼손, 바티칸에 지체 없이 보고〉, 《CBS 라디오》, 2018.07.12. http://www.cbs.co.kr/radio/pgm/
main/?pgm=1378 (최종접속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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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내용을 할애한다. 워마드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
는 것보다 성평등을 위한 우리사회의 고민과 행동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성체훼손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민감한 종교적 부분도
건드리지 않는다.
한국사회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중적 차원에서 페미니즘의 급격한 재부
상을 경험하고 있다. 2016년 5월 강남역 일대에서 벌어진 여성살해사건에 청년세
대 여성들은 자신들이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응대했고, 페미니즘을 생존을 위해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관으로 받아들인 결과, 최근 2명중 1명꼴로 자신을 페미
니스트라고 정체화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7) 그러나 이러한 대중 페미니즘의
사회적 폭발력에 비해 종교라는 영역과 페미니즘의 관계 맺기는 아직까지 심도 깊
은 차원으로 이뤄지지는 못한 것 같다.8) 특히 한국의 여성학자들에게 종교는 대체
로 무관심의 대상이며, 종교 역시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소외시켜오는
방식으로 변화를 거부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물론 종교계와 여성계의 대화는 쉬운 일이 아니다. 각자의 입장이 완고한 평
행선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소통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미
션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각자의 언어를 번역해줄 존재를 만나지 못했거
나, 대화의 방법을 연습할 기회 부족의 문제도 있을 것이다. 진정한 대화는 “우리
가 거부하는 견해를 고수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이며, 이것만이 서로의 세계와 사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8년 7월, 전국 20대(만19세~29세)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신을 페미니
스트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은 여성 중 48.9%, 남성 중 14.6%로 나타났다. 최근 미투운동, 탈코르셋운동, 혜화역시
위 등에 대한 지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여성은 모든 페미니즘 대중운동에 대해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남성의 경우 미투운동을 제외
한 나머지의 지지도는 낮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대 여성 2명 중 1명은 자신을 페미니스트라 생각〉, 《KWDI Brief》 49, 2018.11.15.   
http://www.kwdi.re.kr/publications/kwdiBriefView.do?idx=122744 (최종접속일: 2019.02.25.)
8) 천주교와 페미니즘의 가시적인 대립이 한국에선 생소한 사건으로 여겨지는 반면, 서구 유럽의 여성들은 오랜 세월동안 종교와 싸워왔
다. 일례로 2008년 우크라이나에서 결성돼 현재 프랑스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급진적 여성주의 단체 페멘(FEMEN)은 가톨릭교회
가 본질주의적인 섹스 개념을 수호하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한다고 보고 적극적인 비판을 가한다. 이들은 현대판 가부장제가 종교라는
방식으로 출현하며 인간의 내밀한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여성을 심각하게 억압한다고 본다. 한편, 프랑스 가톨릭교회 역시 젠더 이론의
발전에 명백한 반대자로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성적 민주화’(sexual democracy)를 지연시키기 위해 페미니즘 및 LGBT 연구를 공
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Éric Fassin, “Gender and the Problem of Universals: Catholic
Mobilizations and Sexual Democracy in France,” IARG: Religion & Gender 6(2), 2016,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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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풍부하게 만든다. 《인간의 조건》(2015)에서 사회학자 바우만(Zygmunt Bauman)과 예수회 사제 출신 종교학자 오비레크(Stanisław Obirek)는 “사회학의 세상

과 예수회의 세상이 서로 다른 전제 위에 구축되어 있음을 인정함에도” 대화를 나
누었다.9) 대화는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자신을 전달하고, 다른 세상
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페미니즘과 종교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역사를
지녀왔다. 이에 이 글은 앞으로의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위한 자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존 논의의 지형을 점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글은 페미니즘과 종
교를 동시에 연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부각시켜 왔는지를 중심으
로 범주화해 역사를 재구성하고 앞으로의 페미니즘적 종교연구의 과제를 제안하
려는 시론적 시도이다.

Ⅱ. 기본개념: 페미니즘, 젠더, 종교
페미니즘과 종교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와 어휘들을 우선 알아
야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정의하는 작
업을 할 것이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운동이자 인
식론”이다.10) 벨 훅스(bell hooks)의 이 명제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성차별주의
에 문제의 핵심이 있음을 바로 알게 한다는 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좋은 개념정

9) Z
 ygmunt Bauman & Stanisław Obirek, On the World and Ourselves, Cambridge: Polity Press, 2015; 《인간의 조건: 지금 이곳에 살기 위
하여》, 안규남 옮김, 동녘, 2016, 11-12쪽.
10) b
 ell hooks, Feminism is for Everybody: Passionate Politics, Cambridge: South End Press, 2000; 《행복한 페미니즘》, 박정애 옮김, 큰나,
2002, 9쪽 &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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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이다. 즉 페미니즘은 역사적으로 제도화된 성차별주의에 대한 이론적 이해이며,
이를 만들고 고착화시키는 구조와 문화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페미니즘의 학문적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학은 1970년대부터 학계에 진
입하게 되면서 사상과 이론을 집약 및 발전시킬 수 있었다. 여성학은 태생적으로
학제간 연구의 특징을 지니는데, 복잡한 여성들의 현실이 단일한 분과학문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다.11) 시대별로 중요한 학문적 사조(자유주의, 맑스주
의, 사회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주의 등)와 이론 경향들이 페미니즘 발전의 중

요한 자원이 되어온 것처럼, 여성학도 다른 분과학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성장해왔다. 여성학은 여러 학문들과의 인식론적, 방법론적 융합을 통해 다면적이
고 다층적인 여성의 현실을 탐구 가능하게 한다. 특히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
(sexuality)’라는 고유의 분석도구를 고안하고 정교화하면서 모든 분야에 제공하는

학문적 허브(hub) 역할을 한다.
학술 및 정책 용어이기도 하고 일상어이기도 한 ‘젠더’는 페미니스트 문제의식
을 가지고 사회분석을 촉구하는 개념적 렌즈이자 사회분석 범주이다. 일차적으로
는 성(性)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거나 고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사회문화적
으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러면서 남
성(men)과 여성(women) 집합이 구성되는 방식이 비대칭적, 불균형적임을 가시화
하고 그 안에 어떤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
적을 갖는다. 오늘날 젠더는 여성 혹은 남성을 만들어내는 힘, 성적 특질을 생산
하는 행위들에 대한 수행적 개념, 현실을 구성하는 담론적 권력의 한 형태, 이항대
립과 위계질서에 수반되는 효과에 대한 질문 등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아비투스
11) 김
 승경·이나영, 〈학제간 학문으로서의 여성학: 여성학(과)의 정체성 및 제도화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2(1), 한국여성학회,
2006,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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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tus)”로서 화두가 되고 있다.12)

젠더라는 분석범주를 종교연구에 적용한다는 것은, 종교 전반(상징, 의례, 신
화, 교리, 경전해석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을 통해 종교를 인간 삶의 온전한 시

스템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13) 오직 남성들의 관점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
적 복잡성과 종교 조직을 유지하는 구조들을 놓치게 하며 정확한 분석을 왜곡한다
는 의미에서 그렇다. 젠더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종, 계급, 민족에 관심을 갖는 것
처럼 인간 사회 요체들의 다면적인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젠더
를 주요도구로 하여 페미니즘적 종교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도 1960년대
후반으로, 여성학이 학문화된 시기와 비슷하다. 페미니즘은 종교연구에서 전통적
으로 중요시돼온 현상학적 풍토를 탈코드화 하였으며, 종교를 절대적인 것이 아닌
특정한 문화와 역사적 맥락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패러다임을 창출시켰다.14)
그렇다면 도대체 ‘종교’란 무엇인가? 많은 논자들이 역사적으로 종교를 다양
하게 정의해왔지만, 각종 포스트 담론(후기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탈식민주의 등)
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 해체주의 철학자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여전히 “종교
(religion)는 대답(réponse)이며, 대답은 책임(responsabilité)이다”라고 말하고 있음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15) 물론 하나의 대답만을 추구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책임 있는 대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종교라는 점은, 종교를 다루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바일 것이
다. 그러므로 페미니스트 종교학은 “종교를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연구하는 데서

12) 배
 은경, 〈사회 분석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과 페미니스트 문화 연구: 개념사적 접근〉, 《페미니즘연구》 4(1), 한국여성연구소, 2004,
55-57쪽.
13) Darlene M. Juschka, “Gender,” John R. Hinnells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the Study of Religion, New York: Routledge, 2010,
pp. 251-252.
14) 이숙진, 〈현대 종교학 이론의 현황과 전망: 페미니스트 종교연구의 최근 동향〉, 《종교와문화》 13,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7,
130쪽.
15) 쟈크 데리다, 《신앙과 지식/세기와 용서》, 신정아·최용호 옮김, 아카넷, 2016(1996),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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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종교를 페미니즘적으로 변형시킨다”16)는 면에서, 종교 본연의 책임성을 실
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Ⅲ. 페미니즘과 종교의 소통을 위한 자원들: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페미니즘과 종교의 소통의 관점에서 그동안 어떤 주제들이 논의돼 왔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논자들마다 그 방식이 다양하다. 페미
니즘은 당대에 유행하는 주류이론과 사유체계를 활용해서 바로 그 이론과 담론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려 하기 때문에 범위와 내용이 무한히 확장되는데, 종교는 이러
한 페미니즘보다도 길고 방대한 역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종교학의 모든 연구대
상들이 페미니즘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볼 때 이를 한 편의 글에서 다루기는
불가능할 것이다.17)
페미니즘의 개입을 시대 구분을 두어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은 종교학 연
구들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이지만(이순기, 2005; 이숙진, 2007; 최연정, 2006; Gross,
1996; Mikaelsson, 2016; Morgan, 1999 외),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는 역사의 선

형적 발전론을 상상하게 하며 세대 간의 단절도 전제한다. 비슷하게, 여성학에서
는 페미니즘의 역사를 설명할 때 주로 물결(wave)이라는 비유를 사용한다. 페미니
즘이 파도와 같이 크고 작은 물줄기들을 만들며 끊임없이 이어져왔다는 역사의 연

16) R
 ita M. Gross, Feminism and Religion, Boston: Beacon, 1996; 《페미니즘과 종교》, 김윤성·이유나 옮김, 청년사, 2004, 129쪽.  
17) 예를 들면, 성차별적 경전과 종교제도에 대한 비판적 폭로 및 재해석, 종교사에 누락된 여성의 경험을 복원하고 기입하는 문제, 대안적
종교 상징으로서의 여신 관련 연구, 종교 내 리더십과 역할분배의 남성중심성 지적 등이 역사적으로 페미니스트 종교연구 분야의 주요
연구 관심사였다. 보다 이론적으로는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 성스러움, 신화의 보편성, 판단중지(epoche) 등 종교학의 기본적
인 인식론/방법론 및 대표개념들의 성맹성(gender-blindness)에 문제제기하는 연구도 중요한 축을 이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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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큰 바다 안에 수렴되기도 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다. 그런데 이것은 페미니즘이 특정 시기에 좀더 많은 동력을 확보한 것이 사실
이라 해도, 두세 번의 물결 외에는 페미니스트 활동이 없었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
다.18)
이 글에서는 그동안 종교와 페미니즘이 만나 대화를 시도한 목표에 따라 5가
지 주제를 범주화해 역사를 재구성한다. 키워드로 뽑은 것은 동등, 해방, 차이, 교
차성, 해체이다. 여성이 세상의 절반이며 남성과 ‘동등’한 존재라는 기본전제를 설
득하는 것조차 종교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숙제로 남은 가운데, 페미니즘 이론은
젠더 개념과 정체성의 고정성을 ‘해체’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을 이뤘다. 성별 이
외에 다른 사회적 조건들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 최근 페미니즘
이론의 일반적 관점이지만, 여전히 여성의 경험과 몸의 ‘차이’를 강조해야 하는 국
면들이 존재한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억압 상황을 하나씩 소거하는 방식으로 ‘해
방’을 꿈꾸는 존재들의 시도는 늘 소중한 것이다. 즉 이 모두는 완성 혹은 종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거나, 이제 막 떠오르는 새로운 과제가 아닌, 모순된 채로 공존
하고 있는 동시대 현재진행형의 주제들이다. 이러한 기술방식과 범주화 작업을 통
해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한국사회 종교와 페미니즘의 소통에 필요한 기초 이론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1. 동등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가 영국에서 《여권의 옹호》(1792)를
쓴 시점을 보통 근대 페미니즘의 시작으로 본다. 이 시기 여성운동의 과제는 여성

18) Jane Freedman, Feminism, UK: Open University Press, 2001; 《페미니즘》, 이박혜경 옮김, 이후, 2002,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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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민이 되는 것이었다. 시민의 권리인 참정권, 교육권, 노동권, 재산권 등의 확
보가 주된 의제로 부각됐다. 여성운동가들은 이 권리를 신이 부여한 것으로 이해
했다. 국가가 여성을 시민에서 배제하는 것은 애초에 신의 창조원리와도 맞지 않
는다는 입장을 폈다. 울스턴크래프트 역시 《여권의 옹호》의 많은 서술에서 그 근
거를 종교로부터 찾고 있다. 그가 보기에 당시 여성의 현실은 남녀 모두에게 자신
의 형상을 부여해준 신에 대한 모독이므로, 교육을 통해 여성의 인간존엄성을 되
찾는 것이 중대한 목표가 됐다.19)
미국에서는 여권운동의 공식적 첫모임이라 할 수 있는 ‘전미여성인권대회’
(1848)가 세네카 폴즈의 한 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초기의 취지는 노예제 폐지 운동

내부의 여성 배제와 차별에 대항하고자 하였으나, 기독교 여성들이 주축이 되면서
여성의 시민됨의 조건과 종교적 지위가 함께 토론에 부쳐졌다. 이 시기 페미니스
트들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대우에 있어 종교적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믿었으므
로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성
서에서 그 근거를 발견하는 과정이 연결되었다. 즉 여성의 시민권 확보를 참정권
이슈로 집중시키면서도, 교회제단의 남성 독점권 폐지를 동시에 요구했다.20)
여성 참정권 운동을 주도했던 캐디 스탠턴(Elizabeth Cady Stanton)은 《여성의
성서》(1895)에서 성서가 가부장적 남성들의 정치적 도구로 오용되어 왔음을 지적
했다. 이 책은 기존의 성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것이 아닌, 여성에 관해 언급한 구
절을 모아 놓은 성서 주석집이다. 성서 기술방식에 특정한 문화적 배경이 깔려 있
음을 밝히면서 이것이 신적인 진실과 공존하고 있음을 구분해낸 성서비평 역사의
핵심적 성취였다.21) 스탠턴은 특히 창세기에 기록된 평등주의를 강조했다. 성서에

19) M
 oria Ferguson & Janet Todd, Mary Wollstonecraft, Boston: Twayne Press, 1984, pp. 59-72.
20) 이숙진, 〈여성신학의 최근 동향〉, 《기독교사상》 53(8), 대한기독교서회, 2009, 31쪽.
21) 리타 M. 그로스, 앞의 책,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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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가 동등하게 출현하고 있으며, 신성 안에 존재하는
여성적 요소가 남성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다.22)
이러한 ‘동등’의 이슈는 3세기부터 불연속적으로 이어져온 성서와 교회에 관
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평과 재해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
는 강력하고 핵심적인 현재적 문제이다. 래쉬코브(Ilona N. Rashkow)는 페미니스
트 관점으로 히브리 성서를 연구하는 것이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것은 성서의 남성 작성자와 남성 번역자가 주목하지 못했거나 잘못 해석했던 성
서 시대 여성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성서 해석의 폭넓은 전통을 만들어내며 역사
적 방향성과 종교의 가능성을 넓히는 일이다. 누가, 언제,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말했는가에 대해 주의 깊은 질문을 가지는 태도는 ‘정확성’에 대한 갈망이며 결국
종교적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점이기 때문이다.23)
한편, 가톨릭교회는 1976년 교황청의 ‘여성사제 불허선언’ 발표 이후, 현재까
지 여성 사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다. 가톨릭 신앙의 중심인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이 남성 사제에게 집중되는 한 여성 수도자들의 자율
성과 능력이 남성보다 부족하다는 인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24) 이것은 전사회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 시
대적 소명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개신교 여성들은 목사 안수를 통해 목회자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려있지만, 100년이 넘은 한국 교회 역사 속 활
발한 개신교 여성운동의 특징에 비해 아직까지 매우 적은 수의 여성 목사만이 배
출되고 있다. 교회 내 뿌리 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 목회자에게 부수
적 업무만 맡기거나 목사보다 사모의 역할을 권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22) E lizabeth Cady Stanton, The Woman’s Bible, Charleston: BiblioBazaar, 2010(1895), pp. 13-15.
23) Ilona N. Rashkow, “Feminist Perspectives from the Hebrew Bible,” Michele A. Paludi & J. Harold Ellens, eds., Feminism and Religion:
How Faiths View Women and Their Rights, Santa Barbara: ABC-CLIO, 2016, pp. 50-54.
24) 최혜영,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와 젠더 문제〉, 《한국 여성 종교인의 현실과 젠더 문제》, 서강대 종교연구소 엮음, 동연, 2014,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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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25)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재영의 2018년 조
사에 따르면, 90% 이상의 교인이 여성과 남성의 할 일을 구분하지 말아야 하고, 교
회의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사결
정권을 갖는 장로직의 경우 적당한 여성 비율을 묻는 질문에 평균 31.1%로 나와,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26)
불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불교 최대종단인 조계종은 지도자가 반
드시 비구여야 함을 종법(1962년)으로 명시하면서 비구니를 차별하고 여성불자를
배제하는 제도를 지속시켜오고 있다. 그러나 옥복연이 지적하듯이, 제도에 무관심
하거나 냉담해지기보다 꾸준한 비판과 개입을 통한 동등한 권리요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관습과 전통의
공고한 성차별성을 여성 종교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드러내야만 쟁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27)
즉,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존재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토대로 한 종교 내
여성리더십 확보28) 및 경전의 성평등적 재해석은 종교와 페미니즘의 관계에서 여
전히 중요한 제1의 대화 주제이다. 다른 이슈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
는 미완의 과제인 것이지 포기되거나 시선을 돌려야 하는 철지난 문제가 아닌 것
이다.

25) 임희숙, 〈한국 개신교 여성 목회자의 실태와 한국 교회의 과제〉, 《한국 여성 종교인의 현실과 젠더 문제》, 서강대 종교연구소 엮음, 동
연, 2014, 133쪽.
26) 정재영, 〈성 평등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페미니즘 시대의 그리스도인》, 송인규·양혜원·백소영·정재영·김애희·정지영, 한국
교회탐구센터 & IVP, 2018, 185쪽 & 207쪽.
27) 옥복연, 〈불교 조계종단의 여성불자 참종권 배제의 정치학〉, 《종교연구》 75(1), 한국종교학회, 2015, 178-179쪽.
28) 국내 종교들(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유교, 원불교, 무속)의 여성 종교인 현황과 이에 대한 한계를 평가하는 연구사 정리는 김진
경의 연구를 참고하자. 김진경, 〈종교연구동향: 종교문화 속에 내재된 젠더 드러내기〉, 《종교문화비평》 28, 종교문화비평학회, 2015,
266-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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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방

두 번째 논의 주제는 ‘해방’이다. 페미니스트 철학자 앨리슨 재거(Alison Jaggar)에 따르면, 해방은 억압의 상태로부터 구제되는 것이다. 이때 억압은 불운 때

문에 빚어지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가 불공평하게 차별적으로 제한
될 때 초래된다.29) 인간의 억압상태로부터의 해방은 (차별적인 이유로 자유를 제약받
는 어려운 환경에서) 다소 과격하고 급진적이며 발본적인 방식으로 문제상황의 핵

심을 찌를 때 그 가능성이 열린다. 소저너 트루스(Sojourner Truth)는 1851년 오하
이오주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기 검은 옷을 입은 작은 남자가 말하네
요. 여성은 남성만큼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성이 아
니었기 때문이라고요.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죠? 하느님과 여성으로부터
왔잖아요. 남성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죠.”30) 흑인, 노예, 여성의 신분
으로 당시의 그녀는 상당히 급진적이고 과격한 주장을 펼쳤다. 2물결 페미니즘의
시기에 여성해방을 고민했던 사람들을 ‘래디컬(radical)’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 것
도 같은 맥락이다. 일례로, 슐라미스 파이어스톤(Shulamith Firestone)은 《성의 변
증법》(1970)에서 여성이 가진 생물학적 특징에 수반되는 성적 역할이 여성을 하위
계급에 머무르게 만드는 문제라고 보고, 성과 재생산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만이
여성해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자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왔
다. 메리 데일리(Mary Daly)는 1971년 하버드 기념 교회 최초 여성 설교자로 초
청받은 자리에서 탈기독교 선언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신학자였던 그녀가 교회

29) A
 lison M. Jaggar,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Totowa, NJ: Rowman & Allanheld, 1983, p. 5.
30) 박성원, 〈[Opinion] “노예로 살기보단 혁명가가 되겠습니다” [사람]〉, 《아트인사이트》, 2018.04.30. http://www.artinsight.co.kr/news/
view.php?no=34839 (최종접속일: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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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떠난 것은 페미니스트 종교연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되었다.31) 《교회와 제2
의 성》(1968)에서부터 데일리는 급진성의 단초를 보여주었다. 기독교를 “과거로부
터 물려받은 부담스러운 짐”, “우리 자신의 어둠”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녀는 기독교가 인간의 존엄성을 항상 가르쳐 왔다고 낙관하면서 성평등의 근거를
성서와 교리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가 여성억압을 외면하고 심지어 기
반이 되어주는 현실을 정당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32)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1973)에서는 육화된 신의 개념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독교의 남성중심적

상징주의가 현실의 성별위계를 강화하며, 공공연하게 여성들의 무의식을 억압한
다는 점을 비판한다. 따라서 가부장적 종교의 기초 가정에 도전하고 여성들의 “인
간 되어감(human becoming)”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해방 철학이 필요함을 천명하
게 된다.33)
한편, 류터(Rosemary Ruether)는 데일리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고 가톨릭 신앙
을 유지하면서 해방주의 신학자로서 성서에 사용된 언어의 위계성을 검토했다. 그
는 《성차별주의와 하느님-말》(1983)에서 성서에서 발견되는 남성 신격의 이미지
를 고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우상숭배이므로 이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34)
신을 가부장적 질서, 제국주의적 언어와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위계관계를 전
제하기 때문에 평등과 거리가 멀다. 류터는 이러한 신학적 사고가 여성을 하위적,
피지배적 존재로 귀착시키면서 역사 안에서 여성의 종속을 당연한 것으로 가르치
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35)
물론, 해방의 가능성이 기독교 전통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열린다고 볼

31) 리타 M. 그로스, 앞의 책, 56쪽.
32) M
 ary Daly, The Church and the Second Sex, Boston: BeaconPress, 1968; 《교회와 제2의 성》, 황혜숙 옮김, 여성신문사, 1994, 251-252쪽.
33) Mary Daly, Beyond God the Father: Toward a Philosophy of Women’s Liberation, Boston: BeaconPress, 1973;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 여
성들의 해방 철학을 향하여》, 황혜숙 옮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55쪽.
34) 리타 M. 그로스, 앞의 책, 153쪽.
35) 박충구, 〈다시 ‘해방신학’을 말한다 (3): 로즈메리 류터의 해방신학〉, 《기독교사상》 52(4), 대한기독교서회, 2008,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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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종교통합주의자 현경은 21세기 인간해방의 포괄적 지향점으로 에코페미
니즘을 주창한다. 여성들과 함께 모든 생명의 억압 문제에 뿌리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을 “살림이스트(Salimist)”라고 지칭하는데 이
는 명사 ‘살림’에서 온 말이며, 한국 여성이 매일 하는 가정 일을 일컫는다. 동시에
죽어가는 환경과 지구를 살아나게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36) 그녀는 여성과 자
연에 대한 억압이 같은 사회문화적 사상과 종교적 기제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으
며,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이 함께 추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37)
한편 스리랑카 여성들에 관한 한 연구에서, 여성이 낮은 지위를 갖는 사회에
서 종교적 텍스트들이 이를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이 지적된 바 있다. 종교가 여성들에게 낮은 지위의 운명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면서 여성의 종속을 유도하고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
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제한하는 모든 종교적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종교 해체운동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38) 종교적 해방이 사회·경제·정치적 해방
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해방은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상황
이 아니라 억압의 상태가 계속 일어날 때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앨리
슨 재거의 말을 상기할 때,39) 앞으로도 해방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시도되
어야 하는 것이다.

36) 현경,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거야 1》, 열림원, 2002, 22쪽.
37) 위의 책, 343쪽.
38) T . Seneviratne and J. Currie, “Religion and Feminism: a Consideration of Cultural Constraints on Sri Lankan Women,” Darlene M.
Juschka, ed., Feminism in the Study of Religion, New York: A&C Black, 2001, pp. 216-217.
39) A
 lison M. Jaggar, op. cit., p. 7.

특집논문_63

3. 차이

페미니즘 역사에서 차이를 강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다른 여성만
의 특질에 주목한다는 의미이다. 에이드리언 리치(Adrienne Rich)는 ‘레즈비언 연
속체(lesbian continuum)’라는 개념을 만들어 여성들 간에 모든 형태의 긴밀함을 포
함하는 동일시 체험의 영역이 있음을 강조했다. 여성의 모성적 체험과 ‘즐거움’을,
모성의 가부장적 ‘제도화’와 구별하여, 페미니즘 이론에서 주변화 되었던 모성 개
념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도 성차 자체를 긍정하고 ‘여성성(femininity)’의 특징과 가치들이
여성 힘(power)의 원천이 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40) 엘렌 식수(Hélène Cixous)는
‘여성적 글쓰기(écriture féminine)’가 여성의 대안성을 문화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
는 수단이라고 보았으며, 종결이 없는 여성적 리비도 체제를 문화 속에 새기는 혁
명적 작업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41) 뤼스 이리가레(Luce Irigaray)는 여성의 탈중심
적이고 복합적인 섹슈얼리티에 주목하였다. 여성 몸의 두 개의 음순이 자율적 쾌
락을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게 하며, 이때 확산되는 희열(jouissance)이 여성을 위
한 새로운 형태의 성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보았다.42)
이것은 종교 내 ‘여성적 경험’을 강조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줄리아 크
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聖스러움’을 ‘여성성’과 연결시켜 사고하였다. 가부장적
상징질서에서 배제된 여성적 공간이 종교적 성스러움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
았는데, 가톨릭의 성모마리아를 예로 들어 기존의 주류 상징과 의례에서 채울 수
40) 물론 Moses(1996)와 강초롱(2015)의 지적처럼, 성차와 언어를 강조하는 이론 중심의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프랑스 페미니즘을 정리하
는 관행은, 미국 학계가 1970년대 중반부터 페미니즘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상일 수 있다. Claire Moses, “Made
in America: ‘French Feminism’ in United States Academic Discourse,” Australian Feminist Studies 11(23), 1996; 강초롱, 〈현대 프랑스
페미니즘이 직면한 현실: 미국산 프랑스 페미니즘의 탄생과 확산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3(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321쪽.
41) M
 aggie Humm, The Dictionary of Feminist Theory, New Jersey: Prentice Hall, 1989; 《페미니즘 이론 사전》, 심정순·염경숙 옮김, 삼신각,
1995, 177쪽.
42) 위의 책, 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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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모성적 성스러움을 구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모마리아 숭배가 카타르시
스적 성격을 띠며, 관계를 향한 유토피아적 희구를 대변한다”고 보았다.43) 가톨릭
에서 성모마리아는 분명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있다.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부정되는” 이 권력은 신의 어머니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고, 오히려 승천을
통해 지상의 삶을 “부드럽게 통과하는 영예”를 누리는 것으로 드러난다.44) 오직 헌
신적인 어머니 이미지로 존재하는 성모마리아 이지만, 한편으로 권력을 향한 여성
들의 현실적 열망을 만족시켜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물론 크리스테바가 생물학
적으로 본질론적인 여성성 개념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 여성은 ‘주
변성’의 강조이지만, 그것을 억압, 결핍, 부정, 비이성, 어둠이 아닌 ‘위치 정하기
(positionality)’의 문제로 규정하도록 해준다는 면이 독특하다. 크리스테바는 여성

성을, 가부장제의 경계선에 놓여 상징질서의 ‘교란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45)
이본 게바라(Ivone Gebara)의 ‘마리아 신학(theology of Mary)’은 이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그는 남미의 가난한 여성들의 상황과 마리아를 연결하여 읽어내려고
하였다. 마리아 역시 사회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 가난한 여성이었지만,
민족 전체를 해방시킬 존재를 낳고, 예수 곁에서 억압 상황에 저항하며 새 시대를
열고자 했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미 여성들에게 마리아는 그들이
고통, 가난, 폭력 속에서 탄식할 때 현실에서 곁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존재로 체험
되고 있다.46)
한편, 캐롤 크리스트(Carol P. Christ)는 여성의 종교적 경험을 보다 적극적으
로 해석하면서 여신운동의 발전을 이론화 했다. 여신 상징을 갖는다는 것은 더 이
43) 이순기, 〈여성의 경험: 종교학 연구범주로서의 가능성 고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48쪽.
44) Catherine Clément & Julia Kristeva, Le féminin et le sacré, Paris: Éditions Stock, 1998; 《여성과 성스러움》, 임미경 옮김, 문학동네, 2002,
153-154쪽.
45) Toril Moi, Sexual/Textu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1985;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임옥희·이명호·정경심 옮김, 한신문화사,
1994, 195-196쪽.
46) 김혜령, 〈이본 게바라의 남미 여성해방신학과 생태여성신학 연구〉, 《21세기 세계 여성신학의 동향》, 동연, 2014, 103-107쪽; Ivone
Gebara & Maria C. Bingemer, Mary Mother of God, Mother of the Poor，Maryknoll, NY: Orbis Book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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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남성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남성 지배체제에 의존해온 서구
제도종교 문화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펼쳐낸다.47) 뿐만 아니라, 여성의 힘이 강
하고 선하며 독립적이고 창조적임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
의 몸과 고유한 삶의 주기를 긍정할 수 있게 된다.48) 여성들은 생리와 출산을 경험
하고, 전통적으로 아이와 노인을 돌보며, 생명과 깊은 관련을 맺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여신운동과 여신의례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재탄생 과정을
재현한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여성의 힘을 평가절하하고, 여성의 몸을 폄하하
며, 여성의 의지를 불신했던 무드(mood)”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여성들 간의 결
속과 유대와 유산을 중요하게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49)
여신상징이 여성의 종교적인 삶과 경험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의미부여 하
기 위해 선택된 것이지만, 그것의 효과는 이를 초과한다. 예를 들어, 여신의례의
진행과정에서 수직적 위계질서를 거부하고 참여자들 간의 수평적 관계가 드러나
게 되는 점이나, 원형적 공간을 사용하여 자연주기와 생명순환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실험적 실천이며,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범주를 넘어 새로운 종교적
현상이다.50) 즉 여성적 경험과 몸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성들을 향한 종
교적 지지기반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인류의 창의적인 종교문화적 상상력을 촉진
하기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47) C
 arole P. Christ & Judith Plaskow, Womanspirit Rising, New York: HarperCollins, 1979; 《여성의 聖스러움》, 김명주·김영희·이연숙·
이승례·차보영·김진주 옮김,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1992, 343쪽.
48) 위의 책, 349쪽.
49) 위의 책, 357쪽.
50) 이유나, 〈현대 여신숭배 현상 연구: 여신학(Thealogy)과 여신의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5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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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차성

교차성은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페미니즘의 주요 인식론이자 분석틀로
사용되고 있다. 흑인 페미니스트 법학자 킴벌리 크렌쇼(Kimberlé Williams Crenshaw)가 논문 〈인종과 성의 교차를 주류화하기〉(1989)에서 ‘교차(intersection)’라

는 비유를 처음 사용했다.51) 그는 흑인여성이 여성과 흑인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
을 다르게 경험하지만, 여성운동과 흑인운동 모두에서 대표되지 못하는 모순의 복
합성이 제대로 포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52) 이것은 젠더라는 분석범주 안에 다
담길 수 없는 인종적, 계층적, 종교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억압이 중층적으로
교차하며 서로를 구성한다는 세계관으로 발전되었다.
패트리샤 힐 콜린스(Patricia Hill Collins)는 《흑인 페미니즘 사상》(1990)에서 고
유한 관점을 가진 어떤 집단의 인식론적 접근법이 결국 학술적 진리의 객관성도
높인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백인 중산층 가정에 거주하는 흑인 여성 유모는 젠
더, 인종, 계층이 교차하는 삶 속에서 통합적인 인식론을 체득하게 된다. 이때 자
신의 고유한 관점을 희생시키거나, 타 집단의 부분적 관점도 억누르지 않을 수 있
다.53) 흑인 페미니스트 인식론은 이렇게 진리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에 질문을 던
지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확보한다. 콜린스는 기존 페미니즘 사상에 단지 추가된
관점으로서가 아닌 흑인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중대하게 수용하는 방식으로 페
미니즘 전반이 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레니타 윔스(Renita J. Weems)는 교차성의 관점으로 성서를 새롭게 해석한 인

51) Kimberle Crenshaw,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Legal Theory, New York: Routledge, 1989.
52) 김보명, 〈공백으로부터, 아래로부터, 용기로부터 시작하는 페미니즘, 교차성〉, 《교차성×페미니즘》, 한우리·김보명·나영·황주영, 여
이연, 2018, 65쪽.
53) Patricia Hill Collins,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New York: Routledge, 1990; 《흑
인 페미니즘 사상》, 박미선·주해연 옮김, 여이연, 2009, 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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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다. 이러한 작업은 성서가 백인들의 억압 도구로 사용되어온 역사를 고발하며
동시에 흑인들의 희망과 생존의 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
운 시도이다. 윔스의 성서 비평은 “다양한 삶의 자리로부터 나온 실제 살아있는 독
자들(real flesh and blood reader)”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이 성서를 읽는다는 것
의 의미를 재고하게 한다.54) 그는 창세기 16장과 21장의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사
라가 아닌 이집트 노예 하갈을 중심으로 읽어내면서 백인 고용주에 의해 반복되는
인종차별적 함의를 이끌어낸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이용하여
하갈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라의 모습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
습일 수 있다는 비판적 해석을 첨가한다. 윔스는 비-백인 여성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 성서를 읽고 해석할 권리가 있으며 식민주의적 특권층을 향해 자신들의 해석
방식을 변호할 필요가 없음을 당부한다.55)
이처럼 서구 백인 중심이 아닌 탈식민적 페미니즘 역사를 독자적으로 기술
해야 한다는 움직임과 함께, 종교연구 전반이 서구 중심, 기독교 중심으로부터 시
선을 확장할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이다 모기시(Haideh Moghissi)는 《이슬람
과 페미니즘》(1999)에서 서구 페미니즘 논의들이 그동안 “제 3세계” 여성들을 무력
한 희생자로 단일하게 구성해 왔다고 비판한다. 동시에 이슬람 엘리트 여성들 역
시 서구 페미니즘의 대안으로서 이슬람사회 여성들의 다양성을 무슬림 정체성에
귀속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지적한다.56) 서구 중심주의에 반대한다는 미명 아
래 자민족 중심주의가 이슬람 원리주의와 공모하게 되는 상황 역시 경계해야 한다
는 것이다. 즉 페미니즘의 역할은 당사자 여성들의 행위주체성을 언어화할 수 있

54) R
 enita J. Weems, 2003, “Re-reading for Liberation: African American Women and the Bible,” Cannon, Katie Geneva, Emilie Maureen Townes, and Angela D. Sims, eds., Womanist Theological Ethics: a Reader, Louisville: Presbyterian Publishing Corp, 2011; 박지은,
〈레니타 윔스의 우머니스트 성서읽기〉, 《21세기 세계 여성신학의 동향》, 한국여성신학회, 동연, 2014, 179쪽에서 재인용.
55) 박지은, 위의 글, 183쪽.
56) Hiadeh Moghissi, Feminism and Islamic Fundamentalism: The Limits of Postmodern Analysis, London: Zed Books, 1999; 《이슬람과 페미
니즘》, 문은영 옮김, 프로네시스, 2009,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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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슬람사회 내 여성 투쟁의 복잡한
역동성을 분석하는 것이 돼야 한다. 강남순도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과 아시아 신
학 담론이 동양/서양, 한국/서구의 이분법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만성화된 식민지
성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타자화 시키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57) 그러
므로 스스로의 ‘상황 지워진(situated)’ 영역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일상의 문제를
파고들어 무수한 소서사를 성실히 쓰는 작업이 중요하다.
한편, 우혜란이 한국의 종교 여성 지도자들(천주교, 개신교, 불교)이 보여주는
카리스마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 하나의 가능한 교차성 연구 실천으로 보인다.58)
가부장적 종교문화가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종교적 권위를 행사하고자 할
때, 그 권위의 원천과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전략이 서구이론의 카리스마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 비정상-비권위-비
제도라는 낙인과 억압이 반복되지만 ‘치유’라는 특수한 능력으로 사적 카리스마를
확보해내는 여성들을 공적으로 가시화 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억압 요인들이 젠더와 어떻게 맞물리고 교차하며 작동되는가를 드
러내는 일은 종교연구와 페미니즘 둘 다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여성 주체의 자
명함을 질문하는 것을 통해 그동안 식민화 되었던 타자의 목소리를 복원할 수 있
고 종교적 범주들을 재구성하는 작업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59)

57) 강남순,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탈식민주의 시대의 신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1), 한국기독교학회, 1996, 336쪽.
58) 이 연구에서는 개신교의 최자실 목사, 현신애 권사, 강은숙 원장, 김계화 원장과 천주교의 윤율리아와 황데레사, 불교의 대행 스님, 송
은영 스님, 묘심화 스님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우혜란, 〈젠더화된 카리스마: 한국의 여성 종교지도자들의 사례를 중심으
로〉, 《종교연구》 62, 한국종교학회, 2011.
59) 김윤성, 〈종교와 젠더 논의의 국면 전환과 전망: 포스트구조주의와 탈식민주의의 효과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8, 한신대학교 종
교와문화연구소, 2006,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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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체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만남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이론가 중 한명으
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젠더라는 분석범주의 고정
성을 허물어 그것의 유동성을 질문 가능한 것으로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젠
더 트러블》(1990)에서 행위성(agency)이 정체성(identity)에 우선한다고 주장하였
다. 젠더를 근본적으로 이분화된 범주로 상정해온 그간의 이론들이 행위성과 행
위의 가능성을 배제해왔음을 지적하였다. 버틀러에게 정체성은 젠더 수행(gender
performativity)의 반복을 통해 변주될 수 있는 하나의 ‘효과’이다. 이때 페미니즘은

이러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경합시키는 “반복적 실천에 참여해서 그 실천에 개입할
공간적 가능성을 여는” 과제를 부여 받는다.60)
그는 젠더 범주를 흔들리게 만드는 예시로 ‘드랙(drag)’을 제시한다. 드랙은 주
로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으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드랙퀸의 경우 여성의
의복뿐 아니라 제스처, 에티튜드, 에티켓 등을 모방한다. 예를 들어 ‘여성’을 ‘연기’
하는 ‘게이남성’으로서의 ‘드랙퀸’이 있다면 그/녀의 ‘실재’는 무엇이라 할 것이며,
드랙퀸이 여성보다 더 ‘여성스러움’을 구현할 때 ‘실제 여성’은 누가 돼야 하는가?
즉 버틀러는 그/녀들이 반복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젠더의 보편성을 조롱하고 본질
주의적 비어있음을 드러내면서 젠더의 경계를 허문다고 본 것이다.61) 젠더의 본래
적 빈약함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로 드랙을 소개할 때 이는 비단 ‘퀴어함’만을 대
표하지 않는다. 모든 젠더가 드랙과 같이 구조화된다고 버틀러가 보고 있기 때문
에 젠더 분석 전면에 드랙을 위치시킨 것이다. 버틀러가 말하듯 젠더는 언제나 ‘행

60)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읽기와 쓰기》, 현암사, 2014, 222쪽.
61)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 London: Routledge, 1990, Taylor & Francis e-Library ed., 2002, pp.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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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므로 고착화될 수 없다. 드랙이 매순간 복장, 몸짓, 자세 등을 모방할 때 보여
주는 표현물은 결과가 아니라 젠더 그 자체이다.
불교의 관음여신은 서구 여신담론의 고정적 이미지에 대항하는 “저항적 젠더
부정”으로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관음은 어떤 규범 속에 묶여 있지 않는 유
동성, 혼종성,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가지며 경계 흐리기와 연결을 동시에 함축하
는 새로운 상징이다. 관음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젠더 역전을 이룰 뿐 아니라, 남
성도 여성도 아닌 제 3의 젠더로 변하거나 젠더 자체를 초월한다. 이것은 성별 규
범 수행의 어떤 억압도 거부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자유로운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
적 기반이 될 수도 있다.62)
유기쁨의 지리산 여신축제 연구를 버틀러 이론을 활용하여 재해석할 수도 있
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 의례 참가자들에게 여신에 대한 믿음이 선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례의 ‘효용’이 중시되고 있고, 이 효용을 얻기 위해 의례에
참여하고 있는 점이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리산 여신의례는 개인들에게 해방
적 가치들을 체현시키고, 현실로 돌아와서도 탈가부장적, 친생태적 현실 구축을
위해 살아가도록 독려하는 기능을 한다.63) 참여자의 성별이나 여신 상징의 의미보
다, 의례에서 발생되고 작동되는 수행-실천-장치들을 통해 특별한 정동이 유도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히려 여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긍정적 여
성 정체성을 사후적으로 구성시킬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해체적 젠더이론이 종교연구와 만날 수 있는 방식은 앞으로도 무궁무
진할 것이다. 의례를 연구할 때 행위자의 성별이나, 종교적 상징의 토대를 흔드는
것을 넘어, 의례 행위 그 자체의 작동효과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둘 수 있게 하며,
그것이 사후적으로 어떤 종교적 정체성을 만들고 의미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연다.
62) 김명숙, 〈서구 여신담론과 관음여신의 대안 가능성〉,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013, 220-221쪽.
63) 유기쁨, 〈에코페미니스트 여신의례: 지리산 여신축제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30, 한국종교학회, 2003, 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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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틀러가 지적했듯, 정체성의 해체는 정치성의 해체가 아니다. 정체성이 표명돼온
방식의 비자연성을 폭로하는 작업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Ⅳ. 최근 한국사회, 페미니즘적 종교연구가 당면한 복잡성
현재는 후기구조주의, 탈식민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를 지나 이론사적
으로도, 페미니즘의 차원에서도 주제별 자원이 모두 섞인 풍부한 논의 환경이 조
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미니즘적 종교연구를 수행한다면 이 모든 자원과
인식론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연구 경향을 보여줄 수 있다. 그
러나 이론적으로 이미 많은 진척이 이뤄진 것에 비해, 페미니즘과 종교의 현실적
인 대화 테이블에서 여전히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들은 산적해 있다.
특히 2010년대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유독 두드러지는 가부장성과 성차별성
을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듯이 보인다. 성폭력, 낙태 금지, 호모
포비아 등의 오래된 사회문제가 다시금 재점화 될 때 종교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해법이 더욱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종교 내 성폭력은 은폐와 2차피해를 쉽게 만
드는 구조를 가지며, 임신중단권을 생명권과 경쟁시키는 이분법적 논의를 계속해
서 재생산하고, 동성애자와 난민 혐오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폭력적 시선을 심
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도 종교가 자임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한국 개신교 우파를 중심으로 복음주의적 아버지 부흥 운동, LGBT 혐오, 이슬람
차별 등이 계속되는데 이러한 행보가 후기-개발주의적 남성성을 복권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64) 이들은 종교가 아닌 시민의 이름(‘건강한사회를위한국

64) K
 im Nami, The Gendered Politics of the Korean Protestant Right: Hegemonic Masculinity, Cham: Palgrave Macmillan, 2016,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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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을 내세우며 해외자료 공유, 출판 작업, 전문

가 강연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대해나가고 있다.65)
하지만 한주희가 지적하듯이, 개신교 보수우파 그룹이 사회적 호모포비아를
심화시킬 수도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미 고조되고 있는 반개신교 감정이 강화돼
역설적으로 퀴어 정치학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작동할 다른 가능성도 있다.66) 따라
서 매우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즉 혐오와 종교가 공생관계
에 있는 듯이 보이는 한국사회의 현 상황이 특정 종교 내부의 문제로 환원되거나
일부 종교계의 태도를 문제 삼는 방식으로 축소돼서는 곤란하다. 종교의 이념적
지향과 실천 행위에 대한 추적과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및 심리적 반응이
함께 고찰돼야 할 것이다.67)
종교지도자의 성범죄가 전문직 중 가장 많다는 발표(경찰청, 2010~2016)가 있
을 정도로 종교 내 성폭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68)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에
의한 힘의 불균형과 종교리더를 비호하도록 가동되는 체계적인 은닉 시스템 속에
서 종교는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섹슈얼리티의 사각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69)
하지만 그동안 교회 내 성범죄를 다룬 학계의 연구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심리나
가해자의 개인적 성향 및 정신병리적 측면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권최연
정이 지적하듯이 성직자의 성범죄를 ‘범죄’로 보는 공론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
다.70) 성범죄자를 비판하기 보다는 죄의 판단을 신의 영역으로 돌리거나 성직자의
“셀프 용서”를 방관하는 신앙적, 신학적 기반들이 종교 안에 공고하며 이러한 분위
기가 성범죄를 범죄로 인식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종

65) 나영, 〈지금 한국에서, TERF와 보수 개신교계의 혐오선동은 어떻게 조우하고 있나〉, 《문화과학》 93, 문화과학사, 2018a, 52쪽.
66) 한주희, 〈퀴어 정치와 퀴어 지정학〉, 《문화과학》 83, 문화과학사, 2015, 80쪽.
67) 구형찬, 〈혐오-종교 공생에 대한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 《종교문화연구》 29,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7, 21쪽.
68) 이용상, 〈전문직 성범죄, 종교인이 가장 많다〉, 《국민일보》, 2016.12.22.
69) 강호숙, 〈교회리더의 성(聖)과 성(性)에 관한 연구: 성의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교회 메커니즘(church mechanism) 문제에 대한 실천신학
적 분석〉, 《복음과 실천신학》 47,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018, 31쪽.
70) 권최연정, 〈여성혐오와 교회 내 성범죄〉, 《종교문화연구》 29, 한신대학교 종교와문화연구소, 2017, 3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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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가지는 특수성은 민감하게 고려돼야 한다. 종교 공동체 안에서 계속 살아가
려는 사람들에게 가해자 처리 문제가 (용서와 회개, 뉘우침과 깨달음, 자비 등과 같은
종교적 가르침과 관련하여) 분명히 심각한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일일 것이기 때문

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며 문제를 대하는 인식과 해결 방법에 창
의성이 필요한 것이다.71)
최근 한국사회는 형법의 낙태죄 위헌 여부 심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
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여성운동과 종교계의 대립이 유례없이 가시화되고 있고,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에 표면적인 에너지가 많이 쏠려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문제는 2019년 4월로 예고된 헌재 판결 이후의 상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이다. 종교계는 “태아의 생명”이라는 구호 뒤에 숨어, (안전하지 못한 시술로 고통 받
는) 수많은 여성의 생명을 외면해온 모순적인 생명윤리를 성찰해야 한다. 임신중

단 뿐 아니라 피임마저 금지하며 제대로 된 성교육을 거부한 책임으로부터도 자유
로울 수 없다.72) 뿐만 아니라, 얼핏 단일하고 견고해 보이는 종교계의 목소리 이면
의 개념적 모호성들에 대해서도 다시 질문되어야 한다. 인간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 없이 종교인들의 욕망과 권력의지로 인위적인 인
간 범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재고해야 한다. 종교적 죄 개념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이다. 폴 리쾨르(Paul Ricoeur)의 신학적 통찰은 죄-허물-흠이 매우 다의적인
인간의 연속체적 체험임을 알게 하는데, 종교가 낙태를 ‘죄’로 단순화 하는 것은 인
간 삶의 이러한 복잡한 측면을 간과하는 독단일 수 있다.73)
이처럼 페미니스트 종교학이 풀어내야할 과제들과 당면한 현실은 그리 단순
하지 않다. 20-30대 청년 여성들에게는 다시 급진적 페미니즘이 필요하다는 움직

71) 권
 최연정, 〈기회와 공모: 종교계 성범죄의 발생과 은폐〉, 《불교평론》 74,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8.
72) 나영,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인가 명령인가〉,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성과재생산포럼 기획, 후마니
타스, 2018b, 136쪽.
73) 김윤성, 〈생명논의와 모호성의 윤리: 낙태문제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5,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4,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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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과 함께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성별 분리주의적인 경향이 심화되고 있지만,
‘믿는 페미’, ‘갓 페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도종교 안에서 연대와 개혁을 시도하고
희망을 꿈꾸는 젊은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74) 오늘날
페미니즘적 종교연구는 이 복잡성과 모순성을 직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하
는 것이다.

Ⅴ. 페미니스트 비평적 개입으로서의 종교연구를 기대하며
최근 강남순이 잘 지적하였듯, 종교가 자체의 존립을 위해 현상유지만을 모
색하면서 존재한다면, “이기적인 구원클럽” 그 이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75) 종교가
진리와 정의라는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린 자세로 페미니즘과 소통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페미니즘 운동의 역사와 인식론 안에는 타자에 대한 윤리
와 책임을 고민하게 하는 담론적 자원들이 풍부하다. 페미니즘 역시도 인간에 대
한 깊은 통찰력의 측면에서 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 종교적 상상력을 필요로 한
다.
이 글에서는 종교와 페미니즘의 소통을 위한 우선적인 대화 주제를 5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동등, 해방, 차이, 교차성, 해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페미니스
트 종교학의 역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각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존재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토대로 한 종교 내 여성리
74) ‘믿는 페미’는 크리스천 페미니즘 운동단체로 2017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웹진 〈날것〉을 발행하고, 팟캐스트 〈믿는페미, 교회를
부탁해〉를 진행한다. 교회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예배들을 주최하고 있으며, 각종 책읽기 모임과 영화 상영회를 열고 있
다. ‘갓 페미’는 이제 “갓”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을 한다, “최고”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 “하나님(God)”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
였다는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기독학생회(IVF) 소속 여성 간사들이 주축이 되어 기획되었다. 지금까지 수차례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고, 교회 및 선교단체에서의 여성혐오 사례를 모은 소책자를 2017년 8월에 발간했다. 박경은, 〈교회 성차별 개혁…개신교 ‘페미
니즘’ 바람〉, 《경향신문》, 2017.10.24.
75) 강남순, 《젠더와 종교: 페미니즘을 통한 종교의 재구성》, 동녘, 2018, 23쪽.

특집논문_75

더십 확보와 경전의 성평등적 재해석은 종교와 페미니즘의 관계에서 여전히 중요
한 첫 번째 대화 주제이다. ‘해방’ 또한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유토피아적 상태가 아
니며 억압의 상황이 계속 발생할 때 그것들을 직면하고 제거해가는 과정들의 연속
이다. 여성적 몸과 경험의 특수한 ‘차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여성들을 향한 종교적
지지기반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인류의 창의적인 종교문화적 상상력을 촉진하는
데 보탬이 된다. 다양한 억압 조건들이 젠더와 어떻게 맞물리고 ‘교차’하며 작동되
는가를 드러내는 일은 종교연구와 페미니즘 둘 다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으며, 종
교적 범주들을 재구성하는 작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체성 ‘해체’ 이론은 특히 의
례를 연구할 때 행위자의 성별이나 종교적 상징의 토대를 흔드는 것을 넘어, 의례
행위 그 자체의 작동과 효과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둘 수 있게 하며, 그것이 사후적
으로 어떤 종교적 정체성을 만들고 의미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연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모든 주제가 완성 혹은 종결되어 사라진 것이 아닌 현
재진행형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또한, 서구 중심의 이야기가 아
닌 각각의 이슈가 지금 여기 한국에서 우리의 문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
었다. 여기서 강조돼야 할 지점은 각각의 범주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중첩
되고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 글은 이론화 작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실천으로서의
시도이다. 다른 분야와 비교해 여전히 기초적인 담론 형성 단계를 지나고 있는 페
미니즘적 종교연구가 앞으로 활발한 비평적 개입으로서 한걸음 진보하기 위한 준
비작업의 일환이다. 페미니즘적 종교연구는 미완의 역사적 과제들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현실의 복잡성과 모순성의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는 실천학문으로 거듭나
야 한다.
“종교학은 인간의 얼굴을 가진 학문이기 때문에 현실세계 속에서 인간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종교학의 위상을 강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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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우술라 킹(Ursula King)의 말처럼,76) 종교학이 상아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닌 활발한 비평적 개입을 통한 현실학문 차원으로 내려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
각한다. 페미니즘과의 끊임없는 열린 교류를 통해 이러한 실천적 비전을 강화할
수 있는데, 현재 페미니즘적 종교연구가 당면한 과제는 단순하지 않다. 종교는 평
등과 정의의 전진을 위한 노력의 역사 한편에, 억압과 혐오가 심화되는 후퇴의 현
실도 맞이하고 있다. 동성애, 임신중단, 성폭력 등 섹슈얼리티 문제에 있어 시대역
행의 프레임을 재생산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종교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희망을
만들려는 젊은 여성들의 존재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페미니즘적 종교연구 (혹은
페미니스트 종교학)은 이러한 모순성과 복합성을 언어화하고, 현실 종교와 살아있

는 여성들의 대화의 국면들에서 믿을 만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77)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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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Ursula King, “Is there a future for religious studies as we know it? Some postmodern, feminist, and spiritual challeng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70(2), 2002; 우술라 킹,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학에 미래는 있는가: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 영성
으로부터의 도전〉, 최화선 옮김, 《종교문화비평》 3,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3, 207쪽.
77)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주고 조절함으로써 어떤 집단의 비전에 대한 자신의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돕거나, 중
재 및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퍼실리테이터는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구성원들의 생각에 맞서며, 한편으로는
독려한다. 팀이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잘 알도록 해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HRD 용어사전 참고.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78973&cid=51072&categoryId=51072 (최종접속일: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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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한 조사에서 청년여성의 절반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바야흐로 페미니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종교와의 관계 맺기는
아직 기초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여성학자들에게 종교는 대체로 무관심의
영역이며, 종교계 역시 페미니즘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하
지만 이 둘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면서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역사를 지녀왔다. 따라
서 앞으로의 대화와 소통의 자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존 논의 지형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종교와 페미니즘의 소통을 위한 우선적인 대화 주제를 다섯 가지로 범
주화하였다. 동등, 해방, 차이, 교차성, 해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페미니스트 종교학
의 역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모두는 이미 완성 혹은 종결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거
나, 이제 막 떠오르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모순된 채로 공존하고 있는 동시대 현재진
행형의 이슈들이다. 여성이 세상의 절반이며 남성과 ‘동등’한 존재라는 기본전제를 설득
하는 것조차 종교의 영역에서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은 가운데, 페미니즘 이론은 젠더 개
념과 정체성의 고정성을 ‘해체’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을 이뤘다. 성별 이외에 다른 사회
적 조건들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 최근 페미니즘 이론의 보편적 관점이
지만, 여전히 여성의 경험과 몸의 ‘차이’를 강조해야 하는 국면들이 존재한다. ‘해방’은 마
지막으로 성취되는 유토피아적 상태가 아니며 계속해서 발생하는 억압의 상황들을 직
면하고 제거해가는 과정들의 연속이다. 여기서 강조돼야 할 점은 다섯 가지 범주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중첩되고, 서구중심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
이다.
한편, 현재 한국사회 페미니즘적 종교연구가 당면한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종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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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임신중단, 성폭력 등 섹슈얼리티 문제에 있어 시대역행의 프레임을 재생산하고
있음에도, 그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희망을 만들려는 젊은 여성들의 존재 또한 가시화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종교는 인간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책임있는 대답이 무엇
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면에서 페미니즘을 활용하여 종교 본연의 책임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 페미니즘 역시도, 인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논의를 성장시키기 위
해 종교적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사회 페미니즘적 종교연구가 여전히 기초적인 담
론형성 단계를 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글은 앞으로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실천으
로서의 시도이다. 페미니스트 종교학은 평등과 정의의 전진을 위한 노력의 역사와 미완
의 과제들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현실 종교의 복잡성과 모순성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통의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실천학문으
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페미니즘, 동등, 해방, 차이, 교차성, 해체, 소통의 퍼실리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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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ra of Feminism arrived: An Essay for the Practical Study of
Religion

Kang, Seok Joo
Seoul National University

A recent survey revealed that about half of young women identify
themselves as feminists. It is tellingly possible that the era of feminism has
already arrived around us. However, trying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the feminism and the religion, it is still an early stage to decide
whether its possibility. Feminist scholars in Korea mostly consider that the
feminist issues in the religion are an area of “indifference or apathy”, and
reversely, the religious sphere might not be attentive or not so much serious
to the feminism issues as well. However, these two approaches have not
been comfortably related each other and rather retained in their own
positions but now, they inevitably have to face each other.
In this essay, I categorized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feminist
studies of religion into the five subjects and reorganized as follows; 1] the
equality, 2] the liberation, 3] the difference, 4] the intersectionality and 5] the
deconstruction. These topics, being already dealt with and in some issues
being solved, but are still ongoing issues that are urgently asked to be
discussed.
The commonsensical facts that the half of the populations are women,
and woman/man are equal, and both have the same entity is not easily
accepted in the religious issues. The feminist theory has developed to the
direction of deconstructing the gender concept and the rigidity of the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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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man and woman. Looking at the more complex social conditions
and contexts which are tensely interacted each other, we are not only
confined to the gender issues only but far beyond them. The recent feminist
theories are inclusively dealt with those issues of the female experiences, the
body and the physical differences between them. The “Liberation” is not an
utopian state, the final achievement but a process of removing the oppressive
situations that are daily imposed on us.
Meanwhile, the realities of how to deal with the feminist studies of
religion in Korea are not simple. The conservative positions of the religious
institutions are usually against to the homosexuality, the abortion and the
sexual violence issues. However, some young religious women are trying to
create the changes by themselves within these institutions. Fundamentally, the
perspectives of the feminism can be hopefully utilized by the study of
religion. The religion, after all, is to be an innate concern and a
contemplation of the responsible answers to the core of human life. Also, the
feminism requires the religious imagination in order to expand its debates in
terms of the insight of the humanity.
The feminist studies of religion in Korea has been started and is
admittedly remained in the pristine states of the tasks. This essay is attempted
only to the “feminism praxis” and the equality and the justice should be in the
perspectives while the practical religions today are revealing the
discriminative and contradictory and even the hatred to the society. The field
of religious feminism can take the role of the “communication facilitator” as a
genuine, practical study.

Key Words: feminism, equality, liberation, difference, intersectionality,
deconstruction, facilitator of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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