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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해방 때가 된 움직임 : (2/5)
Transgender Liberation: A Movement Whose Time Has Come. 

New York: World View Forum, 1992.

레슬리 파인버그(Leslie Feinberg)
백소하 옮김
강건영 감수

역자 해제
이은용 작가님 김기홍 선생님과 변희수 하사님이 우리 곁을 떴습니다 이 너머에도 접하지 , . 
못한 수많은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폐단을 뿌리 뽑고 새로이 다스리겠다고 큰소리치는 이들. 
이 눈 하나 깜짝 않고 가한 새롭지 않은 살인입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분들의 죽음에 설, . 
친 밤인데 유달리 공허합니다 개인의 흥미로 옮기기 시작한 글을 이렇게 붙잡고 위안으로 삼. 
을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파인버그는 이 글에서 트랜스젠더의 억압과 해방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글의 큰 . 
흐름은 여러 학자의 논의를 빌려 모계 공동 사회가 점차 해체되며 여성의 배제와 노동의 착, 
취가 전개되는 계급 갈등의 역사를 차분히 훑고 있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 트랜스젠더의 역. 
사를 배치하여 파인버그는 트랜스젠더가 처한 탄압과 이에 맞선 트랜스젠더의 저항을 가부장, 
적이고 경제적인 계급 지배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살핍니다 강화되는 성별 이분법뿐 아니라 . 
자본주의로 인해 가능해진 도시 노동이라는 조건 역시 패싱의 탄생에 일조했다는 주장이나, 
다양한 트랜스젠더 관습 및 실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탄압을 모계 공동 사회의 가능성에 대
한 봉건 지주의 공격으로 보는 접근이 그 예시입니다 파인버그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트랜스. 
젠더 공동체가 으레 규정되듯 새롭고 부차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새로이 나타난 제도화된 억, “
압과 편견 이 되려 쫓아낸 역사의 일익 임을 강조합니다” ( ) .一翼

따라서 파인버그가 상상하고 제안하는 트랜스젠더의 혁명적 잠재력은 아무리 좁게 잡더라도 
지배 계급의 오래된 유산인 분할 통치 전술 을 끝낼 힘입니다 계급과 젠더 성애의 전선에“ ” . , 
서 항상 탄압의 대상이자 저항의 주체로 나란히 섰던 트랜스젠더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것은 
절대 당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자도생이 보편타당한 명제가 . 
되어 지배를 안정화하는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이들과 함께 잊, 
힌 공동전선과 연대의 기억을 더듬는 나비의 날갯짓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올 돌풍은 예컨. 
대 만민의 해방을 위해 맑스와 파이어스톤이 역설한 생산수단 생식수단의 장악과 같이 강렬하/
고 근본적이겠지요 지독한 혐오 한복판에서 용기를 내신 분들을 기리며 이 글이 위로와 자. , 
긍심 그리고 혁명의 힘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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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는 남자요“ ”

년에 이 대륙 북아메리카 의 크로우족 에 관해 저술한 한 백인 1850 [ ] (Crow; Apsáalooke)
남성은 이렇게 쓴다 이상한 곳이다 여기 남성은 드레스를 입고 여성의 일을 하고 여인. “ . , 
은 사내가 되어 자신의 성별과 짝짓는다.”

현대 단체인 게이 아메리카 인디언 의 창립자 랜디 번즈‘ ’(Gay American Indians)
는 역사 프로젝트 가 개의 북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에 걸쳐 여남의 (Randy Burns) ‘GAI ’ 135

이러한 대안적 역할들을 기록했다고 적는다.

이 대륙의 원주민 사회에서 트랜스젠더화된 남성과 여성의 높은 출현율은 이들을 베르다
쉬로 명명한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베르다쉬 원주민 여성은 북부 미주리 부족 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지도
자인 크로우족 여인 추장 바치암프 이다 그는 여러 “ ” (Barcheeampe; Bíawacheeitchish) . 
아내와 혼인하였고 사냥꾼이자 전사로서 그의 용맹함은 여러 노래가 찬미하였다 크로우족 . 
대표자 모임이 열리면 그는 추장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는 천막 개, 160
를 아우르는 무리에서 셋째였다.

오늘날 트랜스젠더는 반사회적 태도로 간주된다 그러나 클라마스족 공동체“ ” . (Klamath) 
는 트랜스젠더화된 여성에게 특수한 통과 의례를 열어주었다.

 
에드워드 기포드1)가 적은 바로는 코코파족 의 여성 의상도착자들은 와르 하, (Cocopah) “

메 라고 불리며 사내 같이 머리를 하고 코를 뚫었고 여인과 결혼하고 사내들(war hameh) , , 
과 나란히 전투에서 싸웠다.”

남자로 태어난 유명한 주니족 베르다쉬 위와 는 년에 태어나 년(Zuni) (Wewha) 1849 1896
에 죽었다 그는 주니족 가운데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셌다 주니족 사람들은 질문을 받을 . . 
때면 저 여자는 남자요 라고 말했다 주니족은 위와를 개월간 워싱턴에 보냈고 그는 그“ ” . 6 , 
가 베르다쉬임을 알지 못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을 만났다.

남자로 태어난 크로우족 베르다쉬 혹은 바데2)인 오쉬 티쉬 찾아 죽인다 는 - (Osh-Tisch, )
로즈버드 전투3)에서 싸웠다 식민 대리인이 오쉬 티쉬에게 남성복을 입히려고 강요하자. - , 
다른 원주민들은 그의 본성과 맞지 않는 일이라며 따지고 대리인을 자신들의 땅에서 쫓아
냈다 이들은 바데의 천성을 바꾸려 드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하였다. .

1) 역자주 캘리포니아 지역 선주민을 연구한 민족지학자 ( ) Edward Gifford(1887~1959). .
2) 역자주 크로우족에서 남성 신체로 태어나 일상에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을 일컫는  ( ) badé. 
표현이다.

3) 역자주 년 수족 대전쟁 중 월 일에  ( ) Battle of the Rosebud. 1876 (Great Sioux War of 1876) 6 17
벌어진 전투로 이 전쟁에서 압살룩족은 미국 쇼숀족과 연합해 라코타족과 북부 샤이엔족을 상대했,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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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한 예수회 수사는 베르다쉬를 관찰하였다 그들은 대표자 모임 에 호출되1670 . “ ‘ ’
었으며 그들의 조언 없이는 어느 하나 결정될 수 없었다, .”

그러나 선교사들과 식민주의 군대는 이 반구 의 원주민 베르다쉬에 살인적인 적의( )半球
를 띠고 반응하였다 많은 베르다쉬는 기독교도 지배자들에 의해 고문당하고 산채로 불타 . 
죽었다 다른 식민 군대는 베르다쉬에게 들개를 풀어버렸다. .

왜 그리 적대적인가?

왜 유럽 식민주의자들은 트랜스젠더화된 여남에게 그리도 적대적이었는가 그 답은 가? 
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발달하는 계급 사이에서 격화되던 유럽 대륙의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 대륙의 원시 사회는 공동체적이었다 기원전 만 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수천 . 2 5
점의 유물 발굴은 이 사회들이 남신들이 아니라 여신들을 숭배했음을 증명한다 일부 신은 . 
트랜스젠더화되었고 많은 무당과 종교 대표자도 마찬가지였다, .

우리는 지금의 방식이 언제나 그랬던 것과 거의 같다고 배웠다 이를 인류학의 고인돌 . “
가족 플린스톤”4) 학파라고 할 수 있겠다 확고한 교훈은 사람들을 바꾸려 들지 말라는 거 . 
다 그러나 역사를 흘긋 보기만 해도 인류 사회가 지속적인 발달과 변화를 겪었음이 입증. 
된다.

고대 사회의 여성의 역할에 관한 대논쟁이 년도 넘게 맹렬하게 펼쳐졌다 제시 헴150 . 
즈5) 및 그 동류가 호통치는 걸 듣고 있자면 가부장제 핵가족이 언제나 존재했다고 생각하 , 
게 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세기의 인류학자들은 사회 발달의 초기 단계에 모계 공동 사회가 전 세계에 존재했다20
고 인정했다 여성은 현대의 가족 과 별로 닮지 않은 . “ ” 씨족 혹은 부족의 우두머리였다 .

그러나 많은 이들이 모계 사회가 여성의 예속과 공존할 수 있고 역사상 어떤 문화도 여, 
성이 지속적으로 요직을 맡았다는 공인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남성지. 
배와 사유재산 사이의 관계를 무시하며 여성의 억압이 그저 인간 본성 의 결과임을 암시, “ ”
한다.

이 이념적 주장은 감옥만큼이나 계급투쟁의 무기이다.

4) 역자주 석기 시대에 사는 주인공 가족을 통해 현대적인 일상사를 다 ( ) The Flintstones(1960~1966). 
루는 미국의 애니메이션 시트콤. 

5) 역자주 미국의 정치인으로 년부터 년까지 공화 ( ) Jesse Alexander Helms Jr.(1921-2008). , 1973 2003
당 소속으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의원을 지냈다 인종차별과 성소수자 차별에 진력한 극우. 
주의자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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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잘린드 카워드6)는 저서 가부장제의 선례 (『 』 Patriarchal Precedents 에서 이 논쟁에 )
매우 유용한 개요를 제공한다 카워드는 대부분의 세기 유럽 학자들이 가부장제 핵가족. 19
과 남성 상속이 보편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기의 후반. 
부 남인도와 서남아시아를 연구한 유럽 식민주의자들은 그 시각을 반박하였다, .

년 요한 바호펜1861 , 7)은 진화하는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가족에 관한 과학적 연구인 그
의 유명한 저서 모권 (『 』 Das Mutterrecht 을 출간하였다 그의 작업은 현대 인류학에 핵심) . 
적인 공헌으로 여겨진다.

위대한 민족학자이자 인류학의 창시자 가운데 하나인 루이스 헨리 모건(Lewis Henry 
은 년에 주요 저서이자 여성에 기초한 친족제도를 지닌 공동 사회에 관한 철Morgan) 1887

저한 연구 고대사회, (『 』 Ancient Society 를 저술하였다 그는 이 북아메리카 대륙의 하우) . [ ] 
데노사우니 이로쿼이 연맹 와 인도 및 호주의 ( , Haudenosaunee/Iroquois Confederacy)
수많은 선주민을 연구하였다 사회 진화에 관한 그의 연구는 가족의 가부장제적 형태가 인. 
간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바호펜 그리고 특히 모건의 연구는 프리드리히 엥겔스 의 위대한 , (Frederick Engels)
년도 고전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 , , , (『 』 Origin of the Family,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 의 토대가 되었다 엥겔스는 초기 사회가 집단노동과 공동소유에 기초하고 ) . 
있다고 주장한다 집단적 생존을 위해 협동은 필수적이었다. .

과학적 사회주의의 원칙을 개발하는 데 있어 칼 맑스의 주요 공저자인 엥겔스는 이 고대
사회들이 압제적인 국가 기구 대규모 전쟁 노예제도 핵가족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고 있, , , 
음을 발견하였다 엥겔스와 맑스는 모건의 연구를 현대 여성의 억압이 재산의 사적 소유. , 
에 근거한 계급으로의 사회 분열에 기초해 있다는 증거로까지 인식하였다 억압이 초기 공. 
동 사회의 특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사회화된 소유를 위한 사적 소유의 전복이 인간관계
를 변혁할 기틀을 다지리라는 예상을 뒷받침해주었다.

이번 세기의 연구 특히 여성에 의해 수행된 연구는 여성이 언제나 열등 하다고 간주되, “ ”
었다는 관점을 논파하였다 마리야 김부타스. 8)와 거다 러너9)의 폭넓은 연구는 기원전 4500
년 이전 유럽과 서아시아 전역에서 남신들이 아니라 여신들이 숭배되었음을 밝혀냈다, .

자케타 혹스10)가 인류사 (『 』 History of Mankind 에서 끝맺듯이 전기 신석기 생활 양식) , “

6) 역자주 기자이자 작가로 페미니스트 쟁점이나 문화 기호학에 관한 저술 및 기 ( ) Rosalind Coward. , 
고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도 가디언 지에 기고를 계속하고 있다. .『 』 

7) 역자주 스위스의 인류학자 법학자 문헌학자 선사 모권제에  ( ) Johann Jakob Bachofen(1815~1887). , , . 
관한 연구로 유명하며 모권제에 관한 세기의 이론들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20 .

8) 역자주 리투아니아 출신의 고고학자로 각종 고대 유물 발굴에 참여 ( ) Marija Gimbutas(1921~1994). , 
해 선사시대 여신 문명의 존재를 입증하고 여신학의 토대를 닦았다.

9) 역자주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사학자로 여성사를 처음으로  ( ) Gerda Hedwig Lerner(1920~2013). , 
강의하고 학술적 분야로 정립하였다.

10) 역자주 영국의 고고학자로 미노스 문명이 여성에 의해 통치되었 ( ) Jacquetta Hawkes(1910~19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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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 하에서 어머니 밤과 씨족이 아직 지배적이었고 땅은 대개 여계 로 전래되었, - , ( )女系
다고 가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실로 초기 신석기 사회는 여성이 지금껏 알고 있는 것 . ,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를 그 시공간 범위 내내 여성에게 주었다 년에 글을 쓰고 있.” (1963
는 이 진보적인 여성 연구자가 아직 인류를 서술하기 위해 라는 말을 써야 한“mankind"
다고 여긴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편견의 시작

유라시아와 북동아프리카의 풍요로운 하곡 기원전 년부터 기원전 년까( ), 4500 1200河谷
지의 시기 즈음 인간의 노동은 더욱 생산적이게 되었고 넉넉함은 부로 축적되었다 오래, . 
된 공동체 제도는 서서히 그리고 모르는 사이 변화하였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남성 후계자에게 부를 넘겨주려는 욕망은 아내의 . 
단혼제를 요구하였다 가부장제 가족은 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단위가 되었다. .

그러나 트랜스젠더화된 남녀와 동성 간 사랑에 원시 공동 사회가 바친 공경은 이 사회들
이 극적인 변화를 겪고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예를 들어 수염 난 여왕 하트셉수트가 파라오의 의복을 입은 이집트 조각품 기원전 , (
년 은 힘과 지혜의 신성한 상징으로서 수염 난 여성에 관한 유명한 민속이 지속되었1485 )

음을 보여준다.

의상도착과 종교 관습 사이의 연관은 그리스의 신과 영웅에 관련된 고대 신화에서도 발
견된다 아킬레우스 신화는 그가 무예를 익히기 전에 스키로스에 있는 리코메데스의 궁전. 
에서 여성으로 살고 여성의 복식을 하였다고 전한다.

마크로비우스“ 11)는 남성 사제들이 키프로스의 수염 난 아프로디테를 기리고자 여성의 
복식을 하였다고 전한다 같은 섬에서 본래 다산 숭배였던 아리아드네 숭배는 사내아이. , ( ) 
가 여자의 옷을 입고 산고 와 출산의 증세를 연기하는 의식으로 특징지어졌다 차( ) .” (産苦 『
려입기 (』 Dressing Up))

헤로도토스는 스키타이 종교의 무당들이 여성처럼 말하고 여성의 복식을 하였으며 높이 
존경받았다고 한다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사제들은 여자의 옷 을 입었다고 전해진다. “ ” . 
차려입기( )『 』

사내들은 로마에서 헤라클레스 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차려입어야 했다 헤라클레스 자신“ (
은 리디아의 여왕 옴팔레의 궁정에서 여성의 복식을 하고 삼 년을 보냈다 포도 수확). ( ) …

다는 선구적인 주장을 하였다.
11) 역자주 세기 초반 로마 제국의 지방민으로 중세 신플라톤 ( ) Macrobius Ambrosius Theodosius. 5 , 
주의 고대 로마 종교 그리스어 및 라틴어 동사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저술 활동을 벌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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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아테네 오스코포리아에서 두 사내아이는 행진에서 여자 옷을 입고 포도나무 한 줄기, 
를 들었다 아르고스의 축제 히브리스티카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복을 입었다 사모스의 헤. . 
라 축일에서는 남성들이 길고 흰 로브를 입고 머리에 금색 망을 썼다 차려입기.” ( )『 』

새로운 경제 체제를 정당화 하고 집단적으로 살며 일한 사람들의 기를 꺾기 위해 여성 “ ” , 
지위의 구조적 격하와 트랜스젠더화된 인구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초기의 금지령은 최초의 가부장제 사회 가운데 하나인 히브리 민족의 
모세 율법에 성문화되어 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 “
말라 이런 짓을 하는 자는 모두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역겨워하신다 신명기. .” ( , 22:5)『 』

기원전 세기에서 세기 동안의 그리스 도시국가의 발흥은 여성 예속의 다른 사례이다8 6 . 
새로운 가부장제적 경제 체제는 모계와 공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트랜스젠. 
더 동성 간 사랑 그리고 의상도착이라는 오래된 종교 관습 다수는 새로운 지배 질서를 , , 
위협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융성하였다.

노예 소유자들은 사회에서 여성 평등을 전복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여성을 비하하는 
이념을 개발하였다 초기 그리스 신화의 다수와 아마존 전사에 대항하는 전투를 다룬 미술. 
품의 수많은 묘사는 모계 공동 사회의 타도와 가부장제 노예 사회로의 대체를 상징한다.

그리스 신 디오니소스와 같은 가부장제의 신은 전 계급적 여신을 제압하기 위해 생겨( )前
났다 디오니소스는 여신 숭배를 대체한 그리스 신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 . 
화가와 작가들은 디오니소스를 여성적이거나 여성의 의류를 입은 것으로 묘사했다 의상도. 
착은 디오니소스의 제의 에서도 지속되어 기독교가 지배 계급의 국교가 된 뒤까지도 ( ) , 祭儀
남아있었다.

여성을 향한 태도는 트랜스젠더화된 남성을 향한 지배 계급의 점증하는 적의를 부분적으
로 설명한다 그러나 여성적인 남성 그리고 특히 디오니소스에 반대하는 운동의 다른 . “ ” , 
측면은 나치의 전쟁 기구나 오늘날 펜타곤이 남성성 에 극단적으로 호소하는 것과 같은 “ ”
람보 정신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들은 확장하거나 죽거나 인 군국주의 사회였다 전쟁. “ ” . 
의 신 아레스와 달리 디오니소스는 전투에서 병사들이 초소를 저버리도록 부추긴 전쟁, , “
이 아니라 사랑을 하자 는 신이었다” .

기독교도 저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기원후 세기에 권고3 (『 』 Exhortation 라는 )
책을 써 이교도 그리스인들이 자기 신념의 오류를 자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누가 돌, . “
아다니며 그림과 조각상을 관찰한다면 그는 단번에 당신들의 신들을 그 수치스러운 묘사, 
에서 디오니소스를 그의 드레스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

트랜스젠더의 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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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가로질러 젠더화된 표현을 향한 지배적 태도가 바뀌고 있으며 압제적으로 변하고 
있었더라도 트랜스젠더를 향한 원시적인 공경은 근절되기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고 트랜스, 
젠더화된 여남은 사회의 모든 계급에 계속해서 존재하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여성의 의복을 입는 데 호감을 보였다고 보고되며 수에토니우스“ , 12)에 
따르면 칼리굴라는 여성복을 자주 취하였다고 한다 차려입기.” ( )『 』

그러나 지배적인 계급 압제는 점차 많은 순응을 심지어 엘리트층 사이에서도 요구했다, . 
아서 에반스13)는 가장 유명한 사례는 엘라가발루스로 기원후 년에 로마의 황제가 “ ( ) 218…
되었다 그는 황제로서 공중 앞에 여장을 하고. 14) 나타났으며 제례의 성교를 양성 모두의  , 
사람들과 행했고 그의 남자 애인들 가운데 한 명을 자신의 남편으로 공연히 선언했다 지, . 
배 계급은 격분하였다 그는 기원후 년에 분개한 친위대 하나에게 암살당했다 그의 사. 222 . 
체는 훼손되어 로마의 거리에 끌려다녔고 테베레강에 던져졌다 라고 기록했다 마법과 , ” . (『
게이 반문화 (』 Witchcraft and the Gay Counterculture))

기원후 세기에는 카파도키아의 아마시아 주교4 15)는 사내들이 긴 로브와 거들 끌신 그“ , , 
리고 커다란 가발 으로 크로스드레싱을 하는 정월 초하루의 관습을 규탄하였다 세비야의 ” . 
이시도르 주교 기원후 ( 560-636)16)는 새해 기념 무용수들을 그들의 남성적인 얼굴을 여성“
화하고 여성적인 몸짓을 한다 고 매도하였다” .

드레스를 입은 신의 숭배는 기독교 지배층을 격분케 하였고 기원후 년에 콘스탄티노691
폴리스 공의회17)는 다음을 포고하였다 우리는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신들 이라는 틀린 . “ ‘ ’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에 관한 춤과 통과 의례가 남성에 의해서건 여성에 의해서건 기독교
적인 생활 양식과 반대되는 원시적 관습을 따르기에 금지하고 우리는 어떤 남자도 여자의 , 
드레스를 입어서는 안 되고 여자도 남자에게 속하는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포고한( ) …
다 황홀경의 신.” ( (『 』 The God of Ecstasy))

자연적인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 되다“ ” 

12) 역자주 가이우스 수에토니우스 트란퀼루스 이후 로마  ( ) (Gaius Suetonius Tranquillus, 69?~122 ). 
제국의 역사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까지 인의 로마 제국 초창기 황. , 11
제를 다룬 황제기 (『 』 De vita Caesarum 국역본은 수에토니우스; . 풍속으로 본 인의 로마황제12 . 전 2
권 박광순 옮김 서울 풀빛미디어 을 썼다. . : , 1998.) .

13) 역자주 영국의 고고학자로 청동기 시대 그리스 문명의 전문가 ( ) Arthur John Evans(1851~1941). , 
이다.

14) 역자주 원문의 표현은 인데 현대적인 드랙 문화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남성의 여성복 착 ( ) “in drag” , 
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여장 으로 옮긴다“ ” .

15) 역자주 아마시아의 성 아스테리오스 세기 사람으로 사제직을 맡기  ( ) (Saint Asterius of Amasea). 4 , 
전까지는 법률가로 지냈으며 스물 한 개의 설교가 전해진다 여기서 인용되는 것은 초하루의 축제에 . 「
관하여 라는 설교다 영역본은 (“ON THE FESTIVAL OF THE CALENDS”) . 」 http://www.tertullian.o
rg/fathers/asterius_04_sermon4.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스페인의 학자이자 사제로 년이 넘게 세비야의 대주교를 지냈다 어원학과  Isidore of Seville. , 30 . 
문장 부호의 정립 등 학술적 공헌을 남겼으나 저술과 교회법으로 유대인 탄압을 강화하였다, .

17) 역자주 유스티니아노스 세가 소집한 퀴니섹스툼 공의회 를 지칭하는 것으로 ( ) 2 (Quinisext Council) , 
여기서 인용된 것은 공표된 개 조항의 교회법 가운데 항이다 영역본 전문은 102 62 . https://www.ne
wadvent.org/fathers/3814.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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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으로의 사회 분화 이전의 고대 종교는 집단적으로 지닌 신념을 자연에 관한 물질적 
관찰과 결합하였다 대중 종교로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도시들 가운데 빈민 사이에서 실. 
질적으로 시작되었고 부유한 지배 계급에 대한 증오와 집단주의의 요소를 혼합하였다 그, . 
러나 수백 년에 걸쳐 기독교는 도시 빈민층의 혁명적 움직임에서 부유한 엘리트층의 시중, 
을 드는 강력한 국교 로 변화하였다( ) .國敎

모든 형태의 트랜스젠더는 표적이 되었다 허용될 수 있는 자기표현으로 간주된 것을 협. 
소하게 한 것은 사실 사유재산 남성 지배적 가족 그리고 계급 분화의 발흥이었다 자연적, , . 
이었던 것은 그 반대라고 선언되었다.

노예에 기초한 로마의 생산 체계가 붕괴되면서 이는 점차 봉건제로 대체되었다 한때 , . 
사슬에 묶여 일한 노동자들은 이제 땅에 묶였다.

기독교는 도시 종교였다 그러나 지배 계급은 아직 자신들의 새로운 경제 체계나 이를.  
옹호하려는 종교를 소작농 계층에 슬그머니 떠맡길 수 없었다 이교도를 뜻하는 영단어 . 

은 라틴어 에서 오는데 이는 촌사람 혹은 소작농을 뜻한다 이는 곧 잔혹pagan paganus , . 
한 계급투쟁에서 암호가 되었다.

봉건제의 발흥 이후에도 옛 이교 의 자취는 남아있었다 이는 레즈비언 게이 양, ( ) . , , 異敎
성애 이성애를 가리지 않고 성을 쾌활하게 긍정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이를 실천하는 사, , . 
람들에 속했다 많은 무당들은 아직 의상도착자였다 그리고 의상도착은 아직 사실상 모든 . . 
시골 축제 및 제례의 일부였다.

중세의 우인제( )愚人祭 18)에서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 여성의 복장을 하였다 파리대학의 , . 
신학 교수진은 여성의 복장을 하고 성가대석에서 춤을 춘 사제들을 기록한다“ ” .

그러나 지주 가톨릭교회가 지배하기 위해선 전계급적 공동 사회에서 이어진 오래된 신, 
앙을 근절해야 했다 이들이 토지의 사적 소유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을 향한 원시적인 공경은 아직 소작농 계층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
다 의상도착은 시골의 문화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많은 이교 지도자들은 트랜스젠. . 
더화되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가 남녀 의상도착자들을 뒤쫓아 이단 딱지를 붙이고 소작. , 
농의 모든 의식과 축전에서 의상도착을 금지하고 진압하려 한 것은 놀랍지 않다.

세기에 이르러 서유럽 최대의 지주가 된 가톨릭교회는 오래된 신앙의 추종자들과 전11 , 
쟁을 벌일 조직적 군사적 힘을 획득하였다 이 운동은 종교의 기치 아래에서 진행되었으, . 
나 이는 더 오래된 공동 사회의 흔적에 대한 계급투쟁이었다, .

18) 역자주 중세 유럽의 축일로 성직자들 사이에서 위계를 바꾸고 가짜 주교 대주 ( ) Feast of Fools. , , 
교 교황을 뽑아 의식을 해학적으로 모방하였다 여러 성직자들이 규탄하였고 년 바젤 공의회에, . 1431
서 이를 금지하고 중형을 부과하였으나 세기까지도 존속하였다,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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