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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lternative Image of Women Developed by a New Religion in Early Modern
Japan
In Japan during the Tokugawa period (1603-1867), women were regarded as inferior
to men in many respects. The widespread establishment of a patrilineal household
structure was accompanied by the spread of patriarchal values, which helped root a
popularized version of Confucian ethics in most sectors of Japanese society. A
woman was expected to concentrate on the inner, domestic sphere and obey her
father as a daughter, her husband as a wife, and her sons in widowhood.
Popularized yin-yang theory, which compared women to yin, earth, and water, while
likening men to yang, heaven, and fire, gave rise to the assumption that women had
a dull and passive nature and were innately submissive. Buddhist and Shinto notions
fostered an image of women as polluted and sinful. One of the earliest challenges to
this negative image of women was set out by an early eighteenth-century lay ascetic
devoted to the sacred mountain of Fuji. He pursued the realization of an ideal world,
the world of Miroku (Maitreya),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tried to free
women from their negative image as polluted and sinful creatures. Followers of his
teachings founded a new religious organization called Fujidō in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Fujidō promoted a positive image of women as not just free from sin and
pollution but as able and active as men, and its adherents expected such women to
work together with their male counterparts to realize an ideal world characterized by
an equilibrium between yin and yang. This paper examines how Fujidō developed this
new image of women and the activities its members undertook in hopes of realizing
an equilibrium between yin and yang.
근대 초기 일본의 신종교에 나타난 여성들의 대체 이미지
도쿠가와 시기(1603-1867) 일본에서 여성들은 여러 면에서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졌다.
부계 가족 구조가 광범위하게 확립되면서 가부장적 가치도 전파되었고, 이로써 일본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 유교 윤리가 뿌리내리게 되었다. 여성은 내부, 가정의 영역에 집중하고, 딸
로서는 아버지에게, 아내로서는 남편에게, 미망인이 되어서는 아들에게 순종할 것이 요구되

었다. 여성을 음, 땅, 물에, 남성을 양, 하늘 불에 비유하는 대중화된 음양 이론은, 여성이
둔하고 수동적이며 순종적이라는 억측을 불러왔다. 불교와 신도(神道)의 관념들은 부정하고
죄 많은 여성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부정적 여성 이미지들에 대한 가장 초기의 도전 중 하나는 18세기 초 신성한 후지
산에 헌신했던 한 고행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이상향인 미륵 세계(Maitreya)를 추구하는
한편, 여성들이 부정하고 죄 많은 존재라는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했
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19세기 초 후지도라는 신종교 조직을 설립했다. 후지도
는 죄와 오염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남성과 마찬가지로 유능하며 활동적인 모습으로 여성
의 긍정적 이미지를 독려했고, 지지자들은 이런 여성들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 이상 세
계를 실현하기 위해 남성과 함께 일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 논문은 후지도가 이처럼 새로운
여성 이미지와 음양 조화를 위해 신도들이 수행하는 운동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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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lored American Magazine and Black Media Networks in the United States
The humanities have had a long history –and current life– of aiming to effect change
in the world. The humanistic disciplines are built on the entirely modest and utterly
audacious idea that part of this mission lies in representing human images. This
notion that the mere representation of human beings is a political ac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ose considered marginal in the world. In the United States, African
Americans have fought battles around their media representations from the time of
slavery to the current day with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At the turn of the
previous century, during the period of legalized segregation known as the Jim Crow
era, W.E.B. Du Bois, the towering African American intellectual and leader, proclaimed
that “all art is propaganda” to argue for representation’s political power. In other
words, black writers and artists could counter the racist representations of African
Americans in the mainstream media with their own images. However, what these
alternative representations should be was up for debate. In this paper, I focus on the
Colored American Magazine, published from 1900-1909. Using race biographies,
fiction, photographs, and essays, the magazine worked to counter mainstream
representations

of

African Americans,

acting as

an antidote to their

poisons.

Representing black humanity at this time was a radical political act, and the
magazine’s tactics, I argue, have found continuity in the battlegrounds of black
representation in the changing world of today.
미국 유색인의 잡지와 미국의 흑인 미디어 네트워크
인문학은 유구한 역사를 통해, 그리고 현재까지도, 세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인문학적 훈련은 이러한 임무가 인간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있다는 겸손
하지만 매우 대담한 아이디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간의 표현이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주변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개념이다. 미국에서, 아프리
카계미국인들은노예생활을하던시기부터지금까지

“흑인의

삶도

중요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하며 미디어에 표현된 흑인의 이미지와 싸워왔다. 이전 세기의 전환기, 짐
크로의 시대로 알려진 차별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뛰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식인이자 지

도자였던 W.E.B 두 보이스는 예술적 표현의 정치적 힘을 주장하기 위해 “모든 예술은 선전
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즉, 흑인 작가와 예술가들은 주류 언론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자신들만의 이미지로 반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체될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했다. 본 논문은 1900년부
터 1909년에 발행된 <유색 미국인의 잡지(The Colored American Magazine)>에 초점을 맞
출 것이다. 이 잡지는 유색인종의 전기, 소설, 사진 그리고 에세이를 사용하여 주류에서 표
현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미지에 반박하며 독극물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에 흑인이라는 인류를 대변하는 것은 급진적인 정치적 활동이었으며, 이러한 잡지의 전
략은 오늘날의 변화하는 세상 흑인 표현의 전장에서 연속성을 찾아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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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socialist Chinese Nora: Stage Representations of Gender and Body in
Changing Womanhood."
I will focus on major postsocialist Chinese stage productions of Ibsen's "A Doll's
House" and discuss them in the context of how womanhood is redefined in terms of
gender

complexities

and

body

representation.

Clothing,

body

movements

and

femininity are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image of woman in contrast to that of
man. Ever since Freud defined gender by means of sexuality, the "love object" has
become a convenient means to distinguish between the masculine and the feminine.
It is in "A Doll's House" when Nora treats herself as a songbird that she accepts her
role as a "love-object" of Helmer. The way she dresses herself as a doll, and her
flirting with Dr Rank, as well as how she is instructed to perform in the Tarantella
dance,

is

evidence

of

how

her

femininity

is

deployed

and

exploited

in

the

male-female relationship. In China, there have been different attempts in representing
Nora as an emancipated woman. However, in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and in
different political contexts, Nora is represented as different in her dresses, her
movements in the Tarantella dance, as well as in the confrontation with Helmer when
she “undresses” feminine herself and become a new “self” seeking independence —
independence from man’s definition of woman, from clothing that define womanhood,
and from the male discourse of femininity. On the stage, all such changes in Nora
have to be presented in visual and body images. Hence, behind the visual images
are ideological and psychical underpinnings that define womanhood. I will contrast the
postsocialist

discourse of femininity

with the socialist

so as

to arrive at

an

understanding the experimentations in Chinese theatre; Performances of "A Doll’s
House" in 1956, 2000, 2006, and 2017.
탈사회주의 중국인 노라: 무대에서 보여지는 변화하는 여성에 대한 성과 육체의 표현
나는 입센의 “인형의 집”을 극화한 주요한 탈사회주의 중국의 연극 작품들에 초점을 두고,
이 작품들을 성 복합성과 육체 표현에서의 여성이 어떻게 재정의 되었는지의 맥락에서 논의
할 것이다. 의상, 몸 움직임과 여성성은 남성의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여성의 이미지를 구성

하는 요소이다. 프로이트가 젠더(gender)를 섹슈얼리티(sexuality)에 의해 정의한 이래로
“사랑의 대상(love object)”이라는 개념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편리한 방법이 되었다.
이러한 성의 구별법은 “인형의 집”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구별법에 따라 노라는 그녀 자신
을 새장 속의 노래하는 새로 여기며 헬머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인
다. 그녀가 인형처럼 옷을 입고, 랭크 박사에게 추파를 던지며, 타란텔라 춤을 공연하도록
훈련 받은 것은 그녀의 여성성이 남녀관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착취당하는지 잘 보여준다.
중국에서는 노라를 해방된 여성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각기 다
른 역사적 시기와 정치적 맥락에서, 노라는 스스로 여성성을 “벗고” 남성이 정의하는 여성
으로부터, 여성을 정의하는 의복으로부터, 여성성에 대한 남성담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시도
하는 새로운 “자신”이 될 때 그녀의 의상에서, 타란텔라 춤 움직임에서, 헬머와 대립하는
모습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표현된다. 무대에서, 노라의 이러한 변화는 시각이미지와 신체
이미지로 나타나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런 시각 이미지 뒤에는 여성성을 정의하는 이데올
로기적이고 정신적인 기반들이 있다. 나는 여성성에 대한 탈사회주의 담론을 사회주의와 비
교하여 1956년, 2000년, 2006년, 2017년 공연을 통해 중국 연극계에서 수행된 실험을 이
해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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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culinity, Medicine, and Human Empathy in Sinclair Lewis’s Arrowsmith(1925)
Masculinity, Medicine, and Human Empathy in Sinclair Lewis’s Arrowsmith (1925)
American novelist Sinclair Lewis won the Nobel Prize for Literature in 1930. The prize
committee described Arrowsmith (1925), one of Lewis’s major novels, as an attempt
“to represent the medical profession and science in all its manifestations,” at least in
the early twentieth-century Western world. My paper argues that Arrowsmith remains
relevant today for (among other reasons) the connection it reveals between, on the
one hand, shifts in cultural representations of masculinity during Lewis’s era and, on
the other hand, the changing role accorded to human empathy in medical discourse
and practice during the same period. Over roughly the past century, advances in
biomedical

science

and

the

increasing

use

of

technology

in

medicine

have

overshadowed the importance of a personal human connection in healing. This
problem has been exacerbated by a mindset known as “clinical detachment,” a form
of emotional distancing that many of today’s doctors have been taugh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ir scientific objectivity. Lewis’s Arrowsmith, I contend, provides the best
literary representation we have of the historical transition in medicine from prioritizing
human connection to privileging clinical detachment. Moreover, the book depicts
physician-protagonist Martin Arrowsmith’s manly identity as dependent on his ability to
firmly abide by modern bioscience’s requirement that he maintain a “control” group of
untreated people (importantly, these are people of color) when testing a potentially
life-saving medical treatment he has developed. The novel also represents male
doctors who manifest empathy as feminine.
싱클레어 루이스의 <애로스미스>(1925) 속의 남성, 의학 및 인간 공감
미국 소설가 싱클레어 루이스는 193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노벨 위원회는 루이스
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애로스미스>(1925)를 적어도 20세기 초 서구 세계의 “의료업 및 의
학의 모든 징후를 표현”하기 위해 시도했다고 설명한다. 본 논문은 <애로스미스>가 (여타
근거들 중에서도) 루이스 시대의 남성성에 대한 문화적 표현의 변화와 같은 시대의 인간 공

감으로 인한 의학적 담론과 의료행위의 역할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밝힘으로 인해 오늘날과
도 여전히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세기 동안, 생체 의학의 진보와 의학에서의 기술 사용 증가는 개인적인 치유에서 인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게 만들었다. 이 문제는 오늘날의 의사들이 과학적 객관성
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배우는 감정적 분리의 한 형태인 “임상 분리”라고
알려진 사고 방식에 의해 악화되었다.
루이스의 <애로스미스>는 인간 관계 우선시부터 임상적 분리의 특권화에까지 이르는 의학
에서의 역사적 문학적으로 가장 잘 대변하는 작품이다. 나아가 이 책은 의사 주인공인 마틴
애로우스미스의남성적정체성을그가직접개발한잠재적인명구조치료법을시험할때치료받지않는
사람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유색인종이라는 것이다)로 이루어진 대조군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대 생체과학의 요구에 엄격하게 따르기 위해 그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또
한, 이 소설은 공감 표현을 여성성으로 치부하는 남성 의사(male doctors)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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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 of Muslim Women in the New Media
One of the widely misunderstood concepts about Islam is the women status, how
women are regarded, treated and valued in Islam has been an ongoing discussion
that seems to come to no resolution. Muslim women are generally represented in the
Western

media,

(including

Europe

and

North

America)

as

being

oppressed,

disadvantageous and backward. While this can be true in many Muslim societies due
to inherited traditions, it can't be generalized to include all Muslim women in all
societies. There is no doubt that the traditional forms of media and publishing alone
will not be adequate to clarify this misted image and represent the true value of
women in Islam. Therefore, the recreation of a clearer and more representative image
of the Muslim women in the Western minds need to be administered through more
contemporary and advanced tools. Creating a strong presence to more authentic and
correct material can definitely be more effective than depending on older forms such
as

books,

newspapers

and

even

television.

Blogs

and

online

channels

are

considerably more contemporary forms of media that may be utilized to create a
more active presence to Muslim women. This current study examines these two
particular forms of new media and explores how Muslim woman is represented in
both. With reference to these two particular experiences of new media, this study
aims at; 1- Examines the traditional image presented to the Western public about
Muslim women. 2- Surveys the current attempts to represent a more authentic and
clearer image of women in Islam within the cyberspace as a more contemporary form
of media. 3- Analyze reader responses to the contemporary forms of the blogs and
the online television and their effect on the representation of the value of women in
Islam.
뉴미디어에서의 이슬람 여성 표현
이슬람에 대해 가장 널리 오해 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는 여성의 지위이다. 이슬람에서 여
성을 어떻게 여기고, 대우하며, 평가하는지에 대해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토론이 진
행되고 있다. 이슬람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유럽 및 북미를 포함한) 서구 미디어에서 억압

받고 불이익을 당하며 퇴보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때문에 많
은 이슬람 사회에서 사실일 수 있지만, 모든 사회의 이슬람 여성들에게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형태의 언론과 출판만으로 이 모호한 이미지를 분명히 하고, 이슬람 여성들
의 진정한 가치를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더 현대적이고 발전된 도구
를 통해 서양 사람들 마음에 더 명확하고 대표적인 이미지를 재창조해야 한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확고히 하는 것은 책, 신문, 심지어 텔레비전과 같은 구형의 자료에 의존하
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 일 수 있다. 블로그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과 같은 보다 현대적인 형
태의 미디어는 적극적 존재로서의 이슬람 여성을 창조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특정 형태의 뉴미디어를 검토하며 이 두 가지 미디어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어떻게 표
현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특정 미디어를 참고로 하는 이 연구는 다음을 목표로 한다.
서양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이슬람 여성에 관한 전통적인 이미지를 조사한다.
보다 현대적인 형태의 미디어인 사이버 공간에서 이슬람 여성의 이미지를 보다 정확하고 명
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한다.
블로그 및 온라인 텔레비전과 같은 현대적 방식의 독자 반응과 이 반응이 이슬람 여성의 가
치 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