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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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의 트랜스젠더

우리의 초점은 유럽사에 있었고 의식적으로 그래왔다 반트랜스젠더 법안 및 태도의 책임, . 
은 그 대륙의 지배 계급의 어깨 위에 분명히 놓여 있다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 당시 고발. “
된 이들의 땅과 자산을 장악한 것은 지배 계급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 , , 
로 점령을 확장할 자본을 획득하게 해주었다 그 뒤 유럽 엘리트층은 자신들이 세계 곳곳에 . 
식민화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념을 강요하려 하였다.

그러나 문화적 말살을 향한 식민주의자들의 인종차별적 시도에도 의상도착 및 다른 트랜스, 
젠더화된 표현은 억압받는 이들의 제례와 신앙에서 관찰될 수 있다 이들이 서로 동떨어진 대. 
륙의 문화에 속하는 수없이 다양한 사회들에서 존경받는 공적인 역할을 맡았음은 명확하다.

세기부터 의상도착적 무당들은 칠레 남부와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에 살고 있는 거16 , “ ( ) …
대 부족인 아라우카니아 사람들 사이에서 보고되었고 의상도착적 남성 무당들은 서북베( ) …
네수엘라와 북콜롬비아의 소 목축민인 과히라족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수렵 채집민인 테우엘, 
체족에서도 보고되었다 구성.” ( (『 』 Construction))

의상도착은 베트남의 시골 지역과 버마의 무당들에 의해 인도의 수렵민 파르디족 사이에“ , , 
서 서남지역의 루사이족에 의해 그리고 한국에서도 행해지곤 했다 구성, , .” ( )『 』

종교 의식에 종사하는 트랜스젠더는 아직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보고된다 아보네. “ 1) 신들  
가운데 주신 이 되는 신들 중 하나는 남자와 여자 양자가 혼합된 형상인 리사 마론이다( ) - . 主神
대신 샹고는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묘사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의 브라질 무당은 남( ) . ‘大神
자 여자 인 얀산을 숭배한다 차려입기- ’ .” ( )『 』

케냐 메루족의 강력한 종교 지도자인 무가웨는 남성 정치 지도자들을 보완한다고 따라서 “ , 
여성적 자질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그는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의 헤어스타일을 . 
취했다 그는 대개 동성애자였고 간혹 남자와 혼인하였다 앙골라 반투 지역의 경작민 및 목. , . 
축민 부족인 콰야마족 사이에서 많은 예언자 선지자 병의 진단자는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 , , , 
의 일을 하며 다른 부인들이 여성인 남자의 첩이 되었다 남아프리카의 줄루족 예언자는 주, . 
로 여자였으나 대강 퍼센트가 남성 의상도착자였다 구성, 10 .” ( )『 』

특별한 종교적 중요성이 없는 듯 보이는 트랜스젠더는 케냐의 목가적인 난디족 수단MtF , 
의 딩카족과 누에르족 에티오피아의 경작 민족인 콘소족과 암하라족 누비아의 오토로족 가, , , 
나의 판티족 앙골라의 오빔분두족 짐바브웨의 통가족 농부들 마다가스카르의 타날라족과 바, , , 
라족 세네갈의 월로프족 우간다의 랑고족 테소족 기수족 세베이족에서 보고되었다 구, , , , , . (『
성 )』

1) 역자주 원문은 이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현 베냉 공화국에 있던 다호 ( ) Aborney , . 
메이 왕국의 수도인 아보메 의 오기로 추측된다(Abomey) .



크로스드레싱은 서아프리카 종교에서 유래한 브라질 및 아이티 의식에서 아직도 특색으로 
남아있다 구성. ( )『 』

축치족 캄차달족 코랴크족 이누이트족 북극분지의 모든 원주민 에는 여자의 차림을 한 남, , , ( )
성 무당들이 있었다.

인도에서 크리슈나의 열성 신자들인 발라바 종파는 여자의 차림을 하였고 년대“ , ( ) 1870…
와 년대의 기록은 여자로 살며 옷을 입은 셀레베스의 사제 비쑤 를 설명한다 차려입1930 ( ) .” (『
기 )』

그의 획기적인 책 황금가지 (『 』 The Golden Bough 에서 제임스 프레이저) , 2)는 팔라우 제도
에서 여신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자신의 대리인이자 계시를 받은 대변인으로 정하고 “ ( ) …
그는 여성의 의복을 입고 목에 황금 조각을 지니며 타노 평원에서 여자처럼 산고를 겪는다, , ”
고 적는다 프레이저는 이 관습이 선주민 사이에서 만연하였다고 보고한다. .

생존을 위한 패싱

유럽의 산업혁명이 보습을 무기와 기계로 주조할 무렵 트랜스젠더화된 여남을 향한 편견은 , 
착취의 태피스트리에 깊게 짜여 있었다.

그러나 상업 교역과 초기 산업자본주의는 거대한 농노 가족과 그 이웃들이 농촌에서 살고 
일한 봉건제 아래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익명성의 기회를 창출하였다.

자본주의는 소작농들을 땅에서 해방시켰으나 이들을 임금 노예로 기계에 구속하거나 새로, 
운 땅 노동력 자원을 정복하기 위해 군대나 함대로 보내버렸다, , . 

트랜스젠더화된 여성뿐 아니라 트랜스젠더화된 남성들도 이제 패싱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 . 
자본주의 하의 여성 억압은 트랜스젠더화되지 않은 수천의 여성이 자신이 처한 억압의 경제적
이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벗어나기 위해 남성으로 패싱하게 만들었다.

패싱에 따를 수 있는 결과는 가혹했다 세기 말엽에 잉글랜드의 처벌은 칼을 차고 덮개가 . 17
없는 수레에 실려 거리를 끌려다니는 것이었다 프랑스에서는 년까지도 의상도착자들을 . 1760
태워 죽였다.

형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유럽 전역에서 특히 네덜란드 잉글랜드 독일에서 남성으로 패, , , , 

2) 역자주 스코틀랜드의 사회인류학자로 현대의 신화학과 비교종 ( ) James George Frazer(1854~1941). , 
교학에 큰 공헌을 하였다 상기한 황금가지 에서 그는 세계 각지의 마법과 종교에 관한 신념에서 나. 『 』
타나는 유사성을 정리하는데 인용되는 부분은 년부터 년까지 권 분량으로 출판된 판의 , 1906 1915 12 3
권 주석 장 절인 여자의 차림을 한 사제들6 4 1 (「 」 Priests dressed as Women 에서 발췌된 것이다) . 3
판은 국역본이 출간된 적이 없다.



싱하였다 세기와 세기에 패싱은 너무도 만연해 이는 소설 전기 각색 회고록 예술. 17 18 , , , , , 
극 오페라 대중 가요의 주제가 되었다, , . 

세기에 패싱한 가장 유명한 여성은 소매치기 몰 로 알려진 메리 프리스17 “ ”(Moll Cutpurse)
일 것이다 이 대담한 인물은 세기 런던 암흑가의 남성들과 싸우고 술을 마셨(Mary Frith) . 17

다 그들은 그가 여자라는 것을 절대 알지 못했다 그는 점을 치고 장물을 매매하고 지나가. . , , 
는 사람의 가방이나 지갑을 맡아주어3) 생계를 유지하였다 여성이라는 게 밝혀진 뒤 소매치 . , 
기 몰은 자신의 일기를 출판하고 세에 죽기 전까지 두 번 극화되었다74 .

앙젤릭 브륄롱 은 리베르테 로 패싱하였고 년부터 년까(Angélique Brulon) (Liberté) 1792 1799
지 유럽 대부분을 봉건제로부터 해방한 일곱 번의 전투에 복무한 나폴레옹군의 서훈된 장교, 
였다.

찰리 윌슨 은 년에 잉글랜드에서 캐서린 쿰스 로 (Charley Wilson) 1834 (Catherine Coombes)
태어나 년이 넘게 남자로 살았다 세 때 윌슨은 강제로 구빈원에 보내졌고 성별이 발각40 . 63 , 
되었다 당국은 그가 푸른색으로 날염된 드레스와 빨간 숄을 착용하게 하였다 전해지는 바에 . . 
따르면 윌슨은 반복적으로 방문자에게 말했다 내게 돈이 있다면 난 여기서 남자 옷을 입고 . “ , 
나갈 거고 누구도 날 알아차리지 못할 거요.”

많은 여자들은 해적과 노상강도가 되었다.

트랜스젠더화된 표현은 남자들 사이에서도 지속되었다 독일 사학자 요한 빌헬름 폰 알켄홀. 
츠 는 포도송이 라고 불린 년대(Johann Wilhelm von Archeholz) (the Bunch of Grapes) 1770
의 런던 주점을 묘사한다 그 곳에 들어가자 경비는 여성복을 입은 두 사내를 발견하였다. “ . 
머프와 넓은 숄과 보닛 같은 매우 화려한 터번을 입고 있었다 클럽의 각 회원에게 여자. ( ) …
의 이름이 있다는 게 밝혀졌다.”

년 파리의 의상도착자 무도회에는 최소한 명의 남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몇은 1864 , “ 150 , 
너무 잘 가장하여 집주인이 그들의 성별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차려입기.” ( )『 』

트랜스젠더는 빅토리아 시대 잉글랜드에서 벌어진 가장 유명한 세기 스캔들 비어가 무리19 , 
의 중심이었다 이 년의 기록은 한 술집의 고객들을 서술한다 단(Vere Street coterie) . 1813 . “

골의 대다수는 여성의 드레스는 물론 여성의 호칭까지 썼다 홀링웨이 는 경( ).” (Hollingway)…
찰이 그들의 모임 하나를 습격하였으나 고객 가운데 최소한 한 사람에게 제대로 속아 그가 , 
경찰과 치안 판사들에 의해 여자로서 석방되었다고 한다 차려입기. ( )『 』

만연한 트랜스젠더 클럽 에 관한 이런 많은 기록들은 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에서 “ ” 19
보고되었다.

3) 역자주 원어는 일반적으로 덜어주다 경감하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익살스러운 완곡어로  ( ) relieve. ‘ ’, ‘ ’ , 
뭔가를 훔치다 라고 읽어낼 수 있다‘ ’ .



세기 잉글랜드의 한 유명한 사건은 년 월 일 스트랜드 극장 밖에서 일어난 스텔19 1890 4 28
라 어니스트 볼튼 과 패니 프레드릭 파크( ) (Stella (Ernest) Boulton) ( ) (Fanny (Frederick) 

의 체포이다 그들은 중범죄 모의 라는 죄목으로 심리가 이루어졌다 볼튼의 어머니는 Park) . “ ” . 
자식의 변호를 위해 증언하였고 그가 세 때부터 여자아이 차림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스텔6 . 
라와 패니 모두 무죄 방면되었다.

남자가 여자로 패싱하는 것보다 여자가 젊은 남자로 패싱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더 쉽긴 
하지만 많은 트랜스젠더화된 남성이 발각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았다, .

예를 들어 내쉬 부인 은 다코타 준주의 미드 기지의 병사와 결혼하였다 남편의 (Mrs. Nash) . 
전근 이후 내쉬 부인은 다른 병사와 결혼하였다 그가 죽은 뒤 그가 남자였음이 밝혀졌다, . , . 
기득권( (『 』 Vested Interests))

자본주의가 오랜 편견을 쥐다

자본주의의 초기 경쟁적 단계에 부르주아들이 봉건제와 이념적 짐과 싸우고 있을 때 그들, , 
은 세계와 사회에 관한 그들의 계몽되고 과학적인 관점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권력을 잡자 자본주의자들은 오랜 편견의 다수 특히 자신의 분할 통치 정책에 부, , 
합하는 것들을 이용하였다.

자유 박애 그리고 평등 은 지옥 같은 착취가 벌어지는 작업장이 공장 제도로 확장되자 “ , , ”
곧 사문화되었다 식민화된 이들은 부의 생산에 소모될 소재로 간주되었다 새로운 지배 계급. . 
이 자리를 잡자 이들은 임금 노예제의 체제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자신의 급진주의를 집, 
어던졌다.

그러나 오랫동안 불법 과 부자연 이라고 명명되고 여기에 비공식적 사형까지 여전히 짊“ ” “ ” “ ” 
어지면서도 의상도착은 여전히 인간의 표현의 일부이다, .

의상도착자들과 여러 트랜스젠더화된 이들은 년대 독일에서 시작된 게이 해방의 첫 번1880
째 물결의 지도자였다 그 운동은 사회주의 대중 정당에 속한 다수의 지지를 누렸다. .

년대 독일의 게이 해방의 첫 번째 물결의 유대인 게이 지도자인 마그누스 히르쉬펠트1880
역시 의상도착자라고 보고된다 그는 이 주제에 시원적인 작업을 저술(Magnus Hirschfeld) . 

하였다 이 운동이 역사상의 트랜스젠더에 관해 폭로한 대부분의 값진 문헌은 레즈비언 및 게. 
이 남성에 관한 연구와 함께 나치에 의해 장작더미 속에서 불타고 말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