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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5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유럽 전역에서 마녀사냥이 

발생했다. ‘마녀’1)라는 이름으로 기소당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죄목은 

다양했으나,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악마와 결탁하여 마법2)을 부렸다는 것이었다. 마법이라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근거로 자행되었기 때문에, 마녀사냥은 과거보다 ‘진보’했으며 

‘합리주의’를 주장하던 르네상스 및 과학혁명 시기와 모순되어 유럽 근대 

초를 다각도로 연구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오랜 시간 진행되었던 마녀사냥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로, 정확히는 1560년에서 1660년까지이다.3) 대부분의 

마녀들이 특히 이 시기에 주변 이웃에 의해 고발당했으며, 특별재판소에 

회부되어 이단심문관으로부터 고문을 받는 과정 가운데 죄를 자백한 뒤 

1) Witch는 마녀(魔女)로 번역되면서 ‘여성’의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는 단어가 
되었으나 사실 그 어원인 wicca, wicce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
이다. (김동순, 「witchcraft란 무엇인가?」, 『서양중세사연구』 (2003) 논
문 참고.) 다만 국내에서는 ‘마녀’를 대체할만한 마땅한 용어를 찾지 못해 부
득이하게 기존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2) witchcraft는 마법, 마술, 마녀술 등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마녀’가 가지는 젠더적인 성향을 지양하기 위하여 마법으로 번역한다. magic
은 마술, sorcery는 주술로 번역한다. 

3) 제프리 버튼 러셀, 김은주 역, 『마녀의 문화사』 (파주: 르네상스, 2004),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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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따라 구속되거나 추방당하거나 처형당했다.4) 특이한 점은 마녀를 

고발하여 재판받게 한 자들이 대체로 엘리트가 아닌 민중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마녀사냥에서 민중들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을까? 민중들을 여전히 마녀사냥의 피해자로만 둘 수 있는 것일까? 

사실은 그들이 또 다른 가해자는 아니었을까?

위와 같은 의문은 ‘마녀사냥 과정에 민중문화와 엘리트문화가 각각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학자들은 마녀사냥의 

발생원인과 마녀라는 개념의 정의를 해석하는 과정에 엘리트문화와 

민중문화 사이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논쟁해왔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해석을 소개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장은 

엘리트 집단이 사회적 통제를 위해 민중문화를 억압했으며, 그 결과 

마녀사냥이 발생했다고 보는 ‘엘리트문화의 변용설(Acculturation)’

로, 로베르 뮈샹블레(Robert Muchembled)가 대표적이다.5) 두 번째 

주장은 카를로 긴즈부르그(Carlo Ginzburg)에 의한 것으로 그의 

베난단티(Benandanti)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민중문화를 독자적인 

영역으로서 우선적으로 인정한 뒤 이것이 엘리트 문화에 영향을 끼쳤으며 

결론적으로 엘리트문화에 흡수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6) 본고에서는 

편의상 ‘민중문화의 자율성이론’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결론적으로는 

엘리트문화에 흡수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민중문화가 뮈샹블레의 

주장처럼 강제변용 되었다기보다는 독자적인 영역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주장은 피터 버크(Peter Burke)의 ‘문화 

4) 브라이언 P. 르박, 김동순 역, 『유럽의 마녀사냥』 (고양: 소나무, 2003), 21쪽.

5) Robert Muchembled, “Satanic Myths and Cultural Reality”, in Bengt 
Ankarloo and Gustav Henningsen ed., Early Modern European Witch-
craft: Centres and Peripheries (Oxford: Clarendon Press, 1993); “Lay 
Judges and the Acculturation of the Masses”, in Kaspar von Graeyerz 
ed., Religion and Society in Early Modern Europe 1500-1800 (London: 
German Historical Institute; Boston: Allen Unwin, 1984).

6) Carlo Ginzburg, “The Witches’ Sabbath: Popular Cult or Inquisitional 
Stereotype?”, in Steaven L. Kaplan ed.,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Berlin; New York: Mouton, 1984); I Benandanti (Turin, 1966), 조한욱 
역, 『(마녀와 베난단티의) 밤의 전투: 16세기와 17세기의 마법과 농경 의
식』 (서울: 길, 2004); “Deciphering the Sabbath”, in Bengt Ankarloo and 
Gustav Henningsen ed., Early Modern European Witchcraft: Centres 
and Peripheries (Oxford: Clarendon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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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종설(Hybridity)’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동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는 모든 문화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교환에 의해 

새로운 문화로 끊임없이 변형(transform)되고 개혁(reform)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7) 

뮈샹블레의 주장을 ‘변용’, 긴즈부르그의 주장을 ‘민중문화의 자율성’ 

및 ‘엘리트문화로의 흡수’, 버크의 주장을 ‘혼종’으로만 정의 내린다면, 

결론적으로 두 문화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그 차이가 모호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세 주장의 차이를 

각 이론이 주목한 문화에 두고자 한다. 뮈샹블레가 주장한 강제변용은 

오로지 엘리트에 의해, 엘리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민중문화 

요소가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 민중문화의 자율적인 

발전 모습이나 의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긴즈부르그의 경우에는 

베난단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엘리트문화로의 흡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민중문화 자체의 독자적이면서도 자율적인 힘을 

인정하였으므로 엘리트문화보다는 민중문화의 역할에 더 무게중심을 

실었다고 볼 수 있다. 버크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문화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두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혼종되고 그 결과 새로운 문화로 변형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버크에 따르면 민중문화는 엘리트에 의해 억압받아 사라지거나 

스스로의 영향력을 가진 채로 흡수된 것이 아니라 그저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버크의 주장이 실제 마녀사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마녀사냥의 지침서인 『말레우스 말레피카룸(Malleus 

7) Peter Burke, Popular Culture in Early Modern Europe Rev.ed., (Al-
dershot, Hants: Scolar Press, 1994); “The Comparative Approach to 
European Witchcraft”, in Bengt Ankarloo and Gustav Henningsen ed., 
Early Modern European Witchcraft: Centres and Peripheries (Oxford: 
Clarendon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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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ficarum)』8)을 기본 사료로 삼는다.9) 마녀사냥이 지닌 문화혼종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사료는, 1486년에 도미니코 수도회(Ordo 

fratrum Praedicatorum, O.P.) 수사 헨리쿠스 인스티토리스(Henricus 

Institoris)10)와 야코프 슈프렝거(Jakob Sprenger)에 의해 출판되었다. 

16세기와 17세기 마녀재판의 지침서로 사용되었던 이 책은 마녀사냥을 

다루는 대부분의 백과사전과 저서 및 연구논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을 

만큼 유명하다. 브라이언 P. 르박(Brian P. Levack)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을 두고 “직접적으로 광적인 마녀 재판의 열기를 부추긴 

것은 아니나 유럽 전역의 마녀사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11)

그런데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그 명성에 비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 대해 자세한 

8) Malleus Maleficarum의 원어 발음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으로 이를 한
국어로 번역하면 ‘마녀의 망치’가 되는데, 사실 그 정확한 의미는 ‘마녀 잡는 
망치’, ‘마녀를 판단하는 망치’, ‘마녀 철퇴’ 등이다. 이 때문에 마녀사냥을 연
구한 기본서 및 논문들을 살펴보면, 『마녀의 망치』, 『마녀의 추』, 『마녀 
망치』 등 그 해석이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체로 해당 책을 명명
할 때는 르박의 책을 번역한 김동순의 표현을 따라 ‘마녀의 망치’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녀의 망치’라고 지칭하였을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정확한 
의미를 알아차릴 수 없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고 의미를 살려 ‘
마녀 잡는 망치’ 등의 표현으로 번역할 경우 원제목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Malleus Maleficarum을 지칭할 때는 한국어로 그 뜻
을 변역하는 대신 원어 발음을 살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라 표기하도
록 하겠다.

9) 본고에서는 Malleus Maleficarum의 내용을 살펴볼 때 영역본인 Henricus 
Institoris·Jakob Sprenger, translated by Christopher S. Mackay, The 
Hammer of Witches: A Complete Translation of the Malleus Malefi-
car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을 주 사료로 사용
하였다.

10) 본명은 하인리히 크라머(Heinrich Kramer)이나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을 
출판할 당시에 저자명으로 인스티토리스를 사용했다. 크라머의 경우 kramer
의 a에 움라우트 추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연구자들에 따라 크래머 혹은 크
라머로 혼용하여 표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인스티토리스를 사용하고자 한다.

11) 르박에 따르면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1486년 초판이 발행되어 1520년 
이전까지 무려 14판이나 출간되었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대규
모 사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마법(르박의 표현에 따르자면 마녀술)
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르박, 『유럽의 마녀사냥』, 89-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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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한 학자로는 거의 유일하게 한스 피터 브로델(Hans Peter 

Broedel)을 들 수 있는데, 그의 연구는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의 

전반적인 특징을 요소별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나,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12) 국내에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을 연구한 경우는 보통 마녀사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언급하는 정도이거나 집단 심성을 설명하는 과정에 사료로 

사용한 정도에 그친다.13) 따라서 본고에서는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 

주목하여 마녀사냥과 문화 혼종 사이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가진 특징들을 기존 연구보다 상호관계성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Ⅱ. 마녀가 가진 특성들의 기원이 된 민중문화

민중문화(Popular Culture)란 복합어로서 확실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단어이지만, 본고에서는 문학비평용어사전의 정의를 빌려 “종속계급 

혹은 피지배 계급의 삶과 일상적 정서에 근거를 둔 문화”로 정의한다.14) 

다시 말해 민중문화란 민중들이 향유한 문화인데, 그 때문에 민중들의 

대다수가 글자를 몰라 문서화된 전문적인 사료가 남아있지 않아 직접적인 

사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민중문화를 연구하려면 구전되어 내려오는 민담, 설화, 민중 신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민중문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신화와 같이 최초의 기원을 찾아 민중문화적인 성격을 

12) Hans Peter Broedel, The Malleus Maleficarum and the construction of 
witchcraft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3).

13) 국내에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 대해 자세하게 다룬 연구 성과물로는 
주경철, 『마녀』 (서울: 생각의힘, 2016)과 주미현, 『중세 말 근대 초 기독
교인들의 마녀에 대한 집단심성: Malleus Maleficarum을 중심으로』 (충남
대학교 석사논문, 2004) 등을 찾을 수 있다. 본문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서
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1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0060&cid=41799&catego
ryId=41800 (검색일: 2018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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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민중들 사이에서 이야기되었던 

민담·설화를 통해 민중문화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인큐버스

(Inccubus)나 서큐버스(Succubus) 문제를 다룰 때는 전자의 방법을, 

비행과 변신 문제를 다룰 때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문제는 둘 중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더라도 참고할 수 있는 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민중문화는 

기록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무려 16세기 이전 유럽에서 

민중들이 향유했던 민담설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료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구할 수 있는 사료 중에는 존 쉬너스(John Shinners)

가 편집한 『중세 민중 종교 1000-1500(Medieval Popular Religion 

1000-1500)』이 다루고 있는 시기 상 가장 적합한 사료일 수 있으나, 

책의 내용 대부분이 가톨릭신앙에 근거한 수도원 자료들을 모은 것이라 

비행이나 변신을 다루고 있는 직접적인 사료는 많지 않아 해당 사료를 

주로 사용하기엔 문제가 있었다.15)  

따라서 여러 민요담을 살펴본 결과 참고할 사료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서 살펴봐야할 민중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 그림형제(Jacob·Wilhelm Grimm)의 『독일전설(Deutsche 

Sagen)』을 선택하였다.16) 그런데 『독일전설』이 출간된 시기가 1816

년이다 보니, 글에서 다루는 16세기 이전 민중들의 인식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독일전설』

의 내용은 그림형제가 창조한 것이 아니며, 편찬자의 개입과 윤문을 

최대한 배제하고, 고대에서부터 18세기 이전까지 독일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던 전설·민담·설화를 모아 민중의 언어를 충실히 재록하여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중세 민중들의 상상을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15) 비행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변신에 대한 것은 까마귀의 모습
을 하고 오리의 소리를 내어 모습을 나타낸 귀신에 대한 설명뿐이다.(41-2, 
253-256쪽.) 그 외에는 불신(unbelief)을 언급하고 있는 장에서 비행과 변
신에 대해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다.(70-137, 70-139, 406-407쪽); John 
Shinners eds., Medieval popular religion, 1000-1500: a reader / 2nd ed 
(Ontario: University of Toronto, 2008). 

16) 그림형제, 임한순·윤순식·홍진호 역, 『독일전설 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
문화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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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17) 더불어 민중문화가 하나의 학문 분야로 등장한 것은 18세기 말 

독일에서부터였고, 그림형제는 이 작업에 착수한 대표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민중문화를 보는 과정에서 이들의 작품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18) 따라서 사료가 가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들이 해당 사료를 사용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림형제의 『독일전설』을 통해 민중 신앙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민중문화적 요소는 비교적 

뚜렷하고 확실하다. 첫째로 마녀와 악마에 대한 정의에서 해당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여성형 악마 개념을 도입하여 민중문화적 요소들을 ‘악’

으로 정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둘째로 마녀의 행위에 대한 기술에서도 

민중문화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마법을 통해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비행, 변신, 저주 등을 들 수 있다. 

1. 민중문화에서 유래된 악마, 인큐버스와 서큐버스19)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일반적으로 남성형 악마들에게만 

집중하던 다른 악마학 저서들과는 달리 인큐버스나 서큐버스를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여성형(形) 악마들에게도 집중하고 있다. 여성형 악마에 

대한 주목은 민중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서큐버스와 관련된 논제들이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2부 질문

1의 4장은 마녀가 어떤 방식으로 인큐버스에게 몸을 바치는지에 대한 

17) 그림형제가 편집한 독일전설은 총 2권으로, 1권은 지역전설, 2권은 역사전설
을 다루고 있다. 2권의 경우 5세기에서 16세기까지를 다룬다고 정확히 언급
되어 있는 반면, 1권의 경우에는 그 시기가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16-18세기 문학을 중심으로 작성했던 동화집과는 달리 전설집의 문학적 출
처는 거의 전적으로 중세문학에 한정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어 시기적인 문제
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설집이 사용한 수집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머리말(v-xviii)과 역자후기(387-396쪽)를 참고하시오.

18) 민중문화와 그림형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김난숙, 『마녀사냥에 대한 민중
문화사적 접근』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1996), 9쪽을 참고하시오.

19) 인큐버스와 서큐버스는 다른 개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개체로써 성(性)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두 악마를 함께 지칭할 때는 몽마(夢魔)라는 표현
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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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다루고 있고, 질문2의 1장은 인큐버스와 서큐버스에 대항하는 

수단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인큐버스와 서큐버스를 민중 

신앙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릴리트(Lilith)신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유대교 신비주의(카발라)의 경전인 조하르(Zohar)에 따르면, 릴리트는 

크리스트교 문명권에서 인류의 첫 조상으로 이야기되는 아담(Ãdam)

의 첫 번째 부인이다.20) 그들은 지상낙원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생활하였는데, 여러 부분에서 맞지 않았지만 특히 성관계 문제가 

그러했다. 아담과 릴리트는 늘 정상위(正常位)로만 성관계를 가졌는데 

릴리트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릴리트의 생각에 아담과 자신은 

‘동시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평등한 존재였으며, 따라서 자신이 늘 아담의 

‘아래’에 있어야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었기 때문이다.21) 그러나 아담이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자 그녀는 그 즉시 

지상낙원에서부터 탈출해버렸다. 

그 후 릴리트는 음란한 악마들로 가득 차 있던 홍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악마들과 자유로운 성관계를 즐겼으며 이윽고 악마의 왕인 사마엘

(Samael)의 신부가 되었다. 신은 릴리트가 회개하기를 바랐으나 그녀는 

듣지 않았고, 결국 화가 난 신은 아담에게는 릴리트와는 달리 순종적이고 

온유한 성격의 하와(Hawwãh)22)를, 릴리트에게는 낳는 아이마다 모두 

죽는 벌을 내렸다. 화가 난 릴리트는 아담에게 복수하고자 뱀으로 화하여 

20) Raphael Patai, The Hebrew Goddess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90), pp. 223-224.

21) 여성학에서는 신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 여성을 창조하는 내용(창세기 2장 
21-23절)을 두고 이 내용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여성, 즉, 남성의 종속
적인 내조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했다는 것과 남성 지배를 정당
화하는 장치로 작용되었다고 본다.; 박미숙, 『창세기 2-3장에 나타난 신화
적 요소와 비신격화 과정에 대한 여성신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
문, 2006), 이난희, 「창세기 2:18-15에 나타난 에쨀의 신학적 의미」, 『한
국여성신학』, 34집(1998) 등 참고.; 반면 유대교 신비주의 경전 조하르에 나
오는 릴리트의 경우 ‘남성의 신체 일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남성과의 동시 
창조’이므로 ‘종속관계’가 아닌 ‘평등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22) 영어식 표현으로는 이브(Eve)라고 부른다. 이 글에서는 히브리어식 발음인 
하와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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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를 꾀어내 신이 금지한 생명의 나무 열매를 섭취하게 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지상낙원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어버렸다.

릴리트가 지상낙원을 탈출하여 악마와 관계를 가지고 아담에게 복수하는 

과정은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적어도 

이 모든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릴리트가 아담을 벗어나 악마의 부인이 

되었으며 아담과 하와를 지상낙원에서 쫓아내는 데에도 성공했다고 

언급한다. 주목해야할 것은 그녀가 ‘뱀’으로 화하는 모습과 그녀가 

‘여성형 악마’의 시조가 된다는 점이다. 여성형 악마와 뱀 사이의 관계, 

특히 상반신은 여성의 모습이고 하반신만 뱀의 형태를 띠는 모습으로 

이성을 유혹하는 여성 대한 이미지는 릴리트 외에 에키드나23)에게서도 

유래하는데, 이는 여성형 악마와 관련되어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세 

민중들의 상상이라고 할 수 있다.24)

릴리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에덴동산에서의 복수 

이후 릴리트의 삶은 이성에 대한 유혹과 유아 살해라는 두 가지 활동으로 

함축된다.25) 다음은 조하르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릴리트는 밤에 배회하는데,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남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이 정액을 내뿜도록 만든다. 남성이 혼자 잠들어 있는 모든 장소에 

나타나는 그녀는 그를 움켜쥐고 그녀 자신의 몸을 그에게 붙인 뒤 그로부터 

욕망을 채운다. 또한 남성이 병에 들게 만드는데 정작 그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이 모든 일은 달이 사라질 때 일어난다.26)

23) 이집트 자료에서 유래하는 고전 시대의 괴물 또는 악마로 반은 여자이고 반은 
뱀의 형상을 한 것으로 묘사된다. 케르베로스, 키메라, 괴물 개 오르토스, 헤
스페리데스의 수호 용, 히드라와 다른 괴물들의 어머니라고 하며 중세의 유혹
하는 뱀 이미지들의 기원이기도 하다. 프레드 게팅스, 강창헌 역, 『악마 백과
사전』 (서울: 보누스, 2014), 358쪽.

24) 프레드 게팅스, 같은 책, 123쪽.

25) Patai, The Hebrew Goddess, p. 233.

26) Zohar i. 19b, Patai, The Hebrew Goddess, p. 2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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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대교 신비주의 문헌들에 따르면, 릴리트는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인 악마들의 왕 사마엘27)을 저버린 뒤 인간세계로 내려와 잠들어 

있는 남성들과 몽정의 형식으로 성관계를 맺는데, 그 방법을 통해 

악마들, 영들, 릴린, 즉 소위 ‘인류의 저주’로 불리는 것들을 낳는다고 

적혀있다.28) 이 신화는 중세인들의 상상으로 전승되었으며, 릴리트의 

모습은 서큐버스로 변모하게 되었고 몽정이나 상상임신 등의 원인으로 

손꼽히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인큐버스와 서큐버스에 대한 기원은 고대 신화에서 

시작되어 민중들의 상상에 의해 전승되었다. 인큐버스와 서큐버스 

신화에서부터 비롯되어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은 여성형 악마의 등장과 악마와의 

성관계에 대한 주목이다.

실제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인큐버스 및 서큐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다. 인스티토리스에 따르면, 코블렌츠

(Koblenz)에 사는 한 남성은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큐버스에게 

농락당했다.29) 이 외에도 인큐버스에 의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럽혀졌다며 성교에 동의한 적 없다고 울며 주장한 어느 처녀에 대한 

이야기, 밤마다 인큐버스의 유혹을 받던 여자가 그녀의 친구를 침대에 

대신 재우고 자신은 편하게 잘 수 있었다는 이야기, 프랑스 아키텐

(Aquitaine)에 살고 있던 한 여자가 6년 동안이나 인큐버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 등을 찾을 수 있다.30)

27)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 전승에 나오는 악마로 죽음의 천사라 불린다. 에덴동
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으로 이야기되기도 한다. 

28) Emeq haMelekh, p. 103a; cf. The Yiddish book Hanhagat Hasidim 
w’Anshe Ma’ase (Frankfurt a.M., 1700), pp. 16a-17a, The Hebrew 
Goddess, p. 233에서 재인용.

29) Jakob Sprenger·Heinrich Institoris, Malleus Maleficarum, translated by 
Christopher S. Mackay, The Hammer of Witches: a complete translation 
of the Malleus Maleficaru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414.

30) Malleus Maleficarum, pp. 41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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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인큐버스와 서큐버스는 마녀사냥의 근간이 되는 악마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몽정과 상상임신 등 실제 

생활에 관련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일반 민중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생소한 내용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들이 쉽게 마녀사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2. 밤의 비행과 짐승으로의 변신에 대한 전승

마녀를 부르는 별칭 중에는 ‘밤의 여자들(Ladies of the night)’이라는 

말이 있다.31) 릴리트가 ‘달이 없어졌을 때’ 활동했던 것처럼 마녀들의 

활동 역시 주로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녀들이 하는 밤의 활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사바트(Sabbath)’라고 

불리는 마녀들의 집회인데, 사바트야말로 대표적인 민중문화 요소라고 

할 수 있다.32) 그러나 사바트에 대한 유래와 전승 과정은 이미 여러 차례 

연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사바트 그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사바트로 향하는 마녀들의 특징인 ‘밤의 비행’과 이와 관련된 ‘짐승으로의 

변신’ 즉 마녀들의 이동 방법의 기원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몽마신화와 마찬가지로 마녀의 비행은 마녀사냥 이전부터 민중 신앙 

가운데 공공연히 퍼져있던 인식이다. 실제로 브로델은 마녀들이 밤에 

다이애나 여신과 함께 비행하는 것을 민간전승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33)주경철 역시 마녀의 비행과 관련하여 사바트의 개념이 

확실해지기 이전까지는 박식한 저술가들은 이를 부정했으며 민중 

신앙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34) 

31) Norman Cohn, “The Night-Witch in Popular Imagination”, in Elaine G. 
Breslaw ed., Witches of the Atlantic World: An Historical Reader and 
Primary Sourcebook Unabridged (New York: NYU Press, 2000), p. 121.

32) 고대 신화에서 비롯된 사바트에 대한 연구는 마가렛 머레이(Margaret Mur-
ray)와 카를로 긴즈부르크에 의해 자세히 진행되었다. 

33) Broedel, The Malleus Maleficarum, p. 50.

34) 주경철, 『마녀』,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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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서도 밤의 비행에 대한 언급은 빠지지 않는다. 

2부 질문1 3장에서 마녀들의 공간 이동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은 물론이요, 비행에 대한 언급 역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인스티토리스는 비행에 관한 근원적인 자료로 주교법령35)을 사용하는데, 

마녀들이 악마가 개최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36) 저자들은 주교법령과 민중 신앙을 기반으로 마녀가 

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상정하고 있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서 

주장하는 마녀들이 비행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악마에 의해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둘째로 육신은 잠들어 있는 

상태로 영혼만 빠져나와 이동하는 것이다.37)

먼저 악마가 사람을 직접 이동시키는 내용은 독일지역 설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림형제가 독일 전역에 전승되어 내려오던 마녀, 

요정, 난쟁이, 용, 늑대인간 등에 대한 전설들을 모아 편집한 전설집을 

살펴보자. 209번, ‘악마가 신부를 데려가다’와 211번, ‘변호인이 된 악마’

라는 제목의 설화들에는 ‘악마가 인간을 데리고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8) 이를 통해 일반 민중들에게는 악마가 공중을 

날아 이동하며 사람도 직접 이동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자연스러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육신은 잠들어 있는 상태로 영혼만 빠져나오는 모습 역시 

설화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49번, ‘밖으로 나가는 연기’와 250

번, ‘버드나무에서 나온 고양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마치 죽어있는 것 

같은 모양새로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런 때에는 주변에 

동물의 형태나 검은 연기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한다.39) 이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영혼이 동물의 형태로 육체를 잠시 떠났으며 영혼이 떠난 

육체는 죽어있는 것과 같은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영혼이 떠나 있는 

35) 여기에서 말하는 주교법령이란 캐논 에피스코피(Canon Episcopi)를 뜻한다. 

36) Malleus Maleficarum, p. 93(각주 151), p. 204.

37) Golden, Richard M., Encyclopedia of witchcraft : the Western tradition, 
(Santa Barbara[Calif.]: ABC-CLIO, 2006), p 381.

38) 그림형제, 『독일전설 1』,  234-235쪽,  237-238쪽.

39) 그림형제, 같은 책, 277-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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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육체를 이동시킬 경우 영영 죽어버린다는 민중 신앙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주로 동물의 모습이 되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있다. 222

번, ‘오젤베르크의 처녀’와 223번 ‘두꺼비의자’에 따르면, 저주를 받은 

여성들이 뱀의 모습이나 두꺼비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내용이 나온다.40) 

영혼이 비행하기 위해 스스로 동물의 형태로 화한다는 것이나 인간이 

저주에 걸려 동물의 모습을 변한다는 상상들은 그리 특별할 것 없는 민중 

신앙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친숙하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구전 설화들은 

자연스럽게 민중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후 인스티토리스를 비롯한 

엘리트 저술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주를 내려 짐승으로 변화시킨다거나 악마와 마녀가 스스로 짐승의 

모습을 한다는 점, 그리고 마녀가 악마의 도움으로 하늘을 날아 장소를 

이동한다는 식의 이미지는 마녀사냥 시기에 마녀가 가진 주요 특성으로 

발전된다.

Ⅲ. 민중문화 요소들을 구조화한 엘리트 이론

앞서 살펴보았던 민중문화적 요소들은 고대 신화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랜 

시간 민중들의 삶에 녹아있던 ‘민중 신앙’과 ‘이야기’로서, 그 자체로 

엘리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앞서 

살펴 본 생각들을 허황된 것이며 터무니없는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스티토리스만은 다르게 생각했다.

인스티토리스가 주목한 것은 악마와 마녀의 성관계 문제였다.41) 그는 

40) 그림형제, 같은 책, 249-250쪽.

41) 인스티토리스는 Part1의 논쟁에 대한 대부분의 답을 육체적 결합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마녀가 되는 여성들은 대부분 음탕하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인용해 인간의 원죄가 악마와의 성관계에서 시작되
었음을 명확히 한다. Malleus Maleficarum, pp. 17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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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들이 음란하다고 생각했으며 성관계를 통해 악마로부터 힘을 

받는다고 여겼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인스부르크재판에서의 헬레나 

쇼이버린(Helena Scheuberin) 고소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인스티토리스는 쇼이버린에게 성생활과 관련된 질문들을 던졌는데, 당시 

주변 엘리트들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다. 심지어 브리크센(Brixen)의 

주교 게오르그 골저(Georg Golser)는 인스티토리스와 그의 행동을 두고 

“나이에 비해 너무 철이 없다”고 평하기도 하였다.42) 그러나 이로부터 약 

한 세기가 지난 후에 인스티토리스의 주장은 마녀를 판단하는 기준이자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지침으로 자리 잡았다. 그것이 가능했던 원인은 

민중문화 요소와 엘리트 이론 사이의 교묘한 결합과 문화 혼종에서 찾을 

수 있다.

1. 몽마와의 성행위에 대한 신학적 고찰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서 다루고 있는 인큐버스와 서큐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민중문화에서 비롯된 악마적 특성과 엘리트문화의 

신학적 이론이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큐버스와 서큐버스로 대표되는 악마들의 유혹과 악마와 인간 사이의 

성관계라는 원초적인 특성은 민중 신앙에서 기인하는 한편, 이를 악마적 

특성으로 엘리트들이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설명들은 엘리트문화로 볼 수 

있는 신학적 이론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인스티토리스가 제일 먼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한 글은 

신학 교부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의 

것이었다.43) 15세기 엘리트들은 모두 스콜라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만큼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Aurelius Augustinus)의 이론들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인스티토리스가 

이들의 의견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일 수는 

42) “Propter senium gantz chindisch.” Ammann, “Innsbrucker Hexenpro-
cesse,” p. 86, Broedel, The Malleus Maleficarum, p. 10에서 재인용.

43) Malleus Maleficarum, p. 123.



101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엘리트문화와 민중문화의 혼종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인스티토리스가 자신의 주장을 엘리트들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언급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이다.

앞의 의견들과는 반대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악마는 육체적 행위를 위해 

사용할 씨를 모은다.”고 말한다.(『삼위일체론(The Trinity)』, 3권

(3.8)) 이것은 공간 이동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악마는 어떤 

사람들로부터 씨를 얻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할 수 있다.44)

인스티토리스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악마는 육체적 행위를 위해 씨(정액)

를 모으고 이를 공간 이동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입한다’고 말한 내용을 

근거로 악마는 인간과 육체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마와의 육체적 행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서술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City of God)』 5권 22장45)

도 언급하고 있다.46)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에서 인큐버스로 지칭될 

법한 다양한 종류의 귀신들이 여성들과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왔으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이라고 확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스티토리스는 그 외에도 왈라프리드 스트라보(Walafrid Strabo)

의 주석과 그레고리우스 1세(St. Gregory), 세비야의 이시도르(St. 

Isidore), 호라티우스(Horace), 사도 바울(Paul), 비드(Bede), 『우주

(The Universe)』의 저자 윌리엄(William),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다양한 권위자들의 주석을 근거로, 민중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각종 숲귀신들과 천사들은 인큐버스와 동일한 존재들이며 이를 엘리트를 

비롯한 독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47) 여성들과 성행위를 

즐김으로써 인간이 수태할 수 있게 만들고 이를 통해 사악한 인종들을 

44) Ibid., p. 123

45) Malleus Maleficarum 원본에는 22장이라고 나와 있으나 Mackay의 번역본
을 살펴보면 사실은 23장이라고 덧붙여져 있다. 글 본문에서는 원문 그대로 
22장이라고만 표기한다.

46) Ibid., p. 126.

47) Ibid., pp.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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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태해내는 악마들의 행위는 단순한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음욕을 통해 죄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48)  

이상은 인큐버스와 서큐버스로 이야기되는 몽마들이 인간을 수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임과 동시에 인스티토리스가 인스부르크에서의 

실패 경험에 기초해 다른 엘리트들에게 설득시키고 싶었던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민중들이 가지고 있던 인큐버스와 서큐버스에 대한 믿음은 

인스티토리스의 노력으로 다양한 신학적 주석과 결합함으로써 명확한 

가톨릭 교리로 탈바꿈되었다. 이처럼 당대 엘리트들의 사고를 뒤엎고 

엘리트 이론적 논증을 통해 교묘하게 성립된 악마와 마녀의 육체적 관계에 

대한 인스티토리스의 주장은, 이후 마녀재판에서 마녀를 도출해내는 

가장 큰 근거로써 작용하게 된다.

2. 악마가 가진 권능에 대한 신의 허락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몽마들에 대한 논증과 더불어 밤의 비행이나 

짐승으로의 변신에 대한 논증도 다루고 있다.49) 인스티토리스는 인간의 

비행 및 변신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의 허락(divine permission)’

을 내세운다. 신인 허락 하에 발휘되는 악마의 초월적인 권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스티토리스가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결코 ‘환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세상에 마법이란 없고 모든 것은 상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간주한 토마스 아퀴나스와 관련하여] 토마스 아퀴나스 주장의 이유는 

성경에서 비롯된다. 많은 성경 구절들은, 악마가 신의 허락 아래 인간의 

육체와 상상력을 지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각 속을 

48) Ibid., p. 127.

49) Ibid., pp.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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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면 세상 그 어디에도 주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이와 비슷하게 악마의 존재 역시 단지 민중들의 생각일 뿐이라고 믿는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악마에 대한 공포는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보며, 

악마를 보았다고 믿는 것도 생생한 상상에서 비롯된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생각한다(이러한 생각은 주술사(sorcerer)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모든 생각들은 참된 신앙에 적합하지 않다.50)

인스티토리스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하기 

이전까지 마녀가 마법을 부린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단으로 치부되는 

분위기가 많았다.51) 그들이 이를 이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주교법령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해석에 의함인데, 인스티토리스는 

오히려 이를 역으로 인용하여 본래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한다. 

인스티토리스는 마법을 상상이라고 주장할 경우, 오히려 주교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신법(divine law)과 교회법(ecclesiastical 

law)에 기초한 설명이다.52) 신법과 교회법 모두 ‘마녀를 잡아 죽이라’

고 언급하며 마녀들에 의한 마법 피해를 소개하는데, 만약 이 모든 것이 

환상에 불과했다면 ‘잡아 죽이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마녀의 영향이 상상이나 환각이 아닌 실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엘리트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상상 혹은 환각에 불과하다고 

여긴 ‘비행’과 ‘짐승으로의 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인스티토리스에게는 

이를 엘리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만약 

이것들이 ‘실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50) Ibid., pp. 92-93,

51) Ibid., p. 91.

52) Ibid.,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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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1부에서 마녀가 ‘밤하늘을 날아 이동하는 것’은 ‘실제 육체적’

으로도 ‘상상’으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53) 2부에서는 

특히 ‘육체적’으로 가능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한다.54) 

마녀들이 육체적으로 날 수 있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마법사들의 또 다른 활동에 의한 것이다. 만약 

그들이 날 수 없다면, 이는 신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이거나, 악마가 이를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경우에 의해 마녀들이 날 수 없을 리는 

없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크고 더 작은 행위들이 신의 허락 아래 틀림없이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아이들과 어른들 할 것 없이 의인과 은총을 받은 

위대한 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것이 명백하므로, 악마의 힘에 의해 아이들을 바꿔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마가 인간을 이곳저곳에 이동시킬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대답해야 한다. 

결국 마녀가 ‘육체적으로 날 수 있는’ 이유는 신의 허락이 있기 때문이고, 

악마가 그 허락에 기대어 권능을 부리기 때문인 것이다. 

짐승으로의 변신에서도 이 주장은 적용된다. 인스티토리스에 따르면 

악마는 신으로부터 초월적인 능력을 부여받고 물리적 세계를 움직이고 

인간의 상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본질적 변신(change in 

substance)을 가능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비본질적 변신(change in 

incidental trait)은 일으킬 수 있다.55) 인스티토리스는 동물로 보이는 

환영이 악마의 도움으로 인해 발생한 눈속임이라는 주장과 더불어 

악마는 공기로 이루어진 추상적인 몸을 입고 다니며 이것이 보는 사람 

눈에 날아다니는 새로 보일 뿐이라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도 

53) Ibid., p. 95.

54) Ibid., p. 293.

55) Ibid., pp. 3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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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인다.56) 

결국 인스티토리스의 논증에 따르면 그것이 눈속임이든 상상의 시야이든, 

동물로 변신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의 허락을 받은 

악마의 권능 아래 가능하다. 인스티토리스에 의해 이러한 현상들이 

실제 가능한 것으로 판명났기 때문에 이후 마녀재판에서 하늘을 날아 

마녀집회에 참석했으며, 스스로가 동물로 변신했다거나 다른 사람을 

동물로 만들어버렸다는 고백과 악마가 동물의 형태로 자신들을 

찾아왔다는 마녀들의 주장이 마녀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Ⅳ. 16-17세기 악마학의 발전과정과 민중들의 동의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집필되던 당시만 하더라도 엘리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인스티토리스의 주장들이 책 출판 이후 마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변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말레우스 말레피카룸』과 이에 동의하고 있는 다른 악마학 서적들의 

출간 시기를 살펴보다보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어째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출판된 1487년으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16

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가서야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 동의하는 

악마학 저서들이 다수 등장했던 것일까? 한 세기에 이르는 시간 동안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주목받지 못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화 혼종이 16-17세기 

마녀사냥의 전성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화 혼종이 

실제로 마녀사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문화 혼종이 마녀사냥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 16세기 초중반 엘리트들의 입장과 비주류 문화의 탈락

56) Ibid., p.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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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의 내용을 당시 엘리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다. 믿음의 여부를 떠나 당시 

사람들에게 마법은 특이하거나 생소한 일이 아닌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동 저자로 이름올린 야코프 슈프렝거의 명성, 당시 

신학분야에서는 명실상부 최고의 자리를 점하고 있던 쾰른대학교 신학부 

교수들의 추천 서명, 그리고 1848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Innocentius 

VIII)에게 직접 수여받은 교황 칙령(Summis Desiderantes Affectibus) 

등은 인스티토리스의 주장에 신뢰성을 더해주었다. 

따라서 16세기 초반에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 근거를 둔 악마학 

서적이 출판되지 않고, 오히려 마녀재판의 횟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발견되는 것은 엘리트들이 인스티토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다. 마녀사냥이 사그라졌던 가장 큰 원인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비롯된다. 종교개혁의 발생이 그것이다. 새로운 종교적 변화의 

물결은 엘리트들의 관심을 마녀에서 종교개혁으로 옮겨놓았다. 가톨릭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가톨릭 세계를 지키기 위하여, 프로테스탄트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집단이 아닌 개개인의 이단적 특성에 주목하는 마녀재판에 

신경을 쓰기는 어려웠다. 

마녀에 대한 재판이 다시 활발해지고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 대한 

엘리트들의 동의와 이에 기반을 둔 저서들이 등장한 시기는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이탈리아 북부의 트리엔트(Trento)에서 진행된 공의회가 

개최되고 종교개혁에 대항한 가톨릭의 대응종교개혁이 시작된 시기와 

맞물린다. 종교개혁의 여파로 인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모두 서로에게 

평신도를 뺏기지 않으려 했고, 이를 위해 근본적인 교리와 일치하지 

않아 보이는 믿음과 관습들을 근절하고자 했기 때문이다.57) 마녀는 좋은 

타겟이었으며, 마녀를 잡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녀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이 뒤따랐다.

57) Jonathan Barry·Owen Davies eds., Witchcraft historiograph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p. 111.



107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엘리트문화와 민중문화의 혼종

1570년대 이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이단심문관들의 저서들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서 언급하는 마녀에 대한 이미지들을 근거로 

정형적인 마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58) 그 중에서도 마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설명한 대표적인 저서는 1580년 장 보댕(Jean 

Bodin)이 쓴 『마녀들의 빙의망상(La Démonomanie des sorcierse)

』이라고 할 수 있다. 보댕은 마녀의 존재와 마법의 실재를 인정했으며, 

악마에 의한 마법은 그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얻게 

되는 마녀의 증언만으로도 사법적 증거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9)

이처럼 마녀의 실재를 인정하고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의 영향을 받아 

마녀를 판단하는 시각이 이 시기 엘리트 계층의 주된 마녀담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마녀를 인정하며 실존한다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 

1563년에 『악마의 환상에 관하여(De Praestigiis daemonum)』를 

출판한 요한 바이어(Johann Weyer)는 마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다.60) 그는 마녀란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은 

단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나이 든 여성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마녀들은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에 악마에게 더욱 쉽게 농락당하는 환자들이고, 

따라서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61) 그의 

주장은 확실히 근대적인 이념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62)

그런데 더 진보한 것처럼 보이는 바이어의 의견이 당대 엘리트들에게 

무시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이어를 비롯하여 레지날드 스코트

(Reginald Scot), 미셸 드 몽테뉴(Michel De Montaigne) 등 마녀재판에 

58) 르박, 『유럽의 마녀사냥』, 92-93쪽.

59) Jean Bodin, Demon-Mania of Witches, trans. Randy A. Scott (Toronto, 
2001), pp. 173-195, Levack, sourcebook, pp. 128-134.

60) 요한 바이어(Johann Weyer)는 영어식 발음을 따라 요한 와이어로 알려져 있
으나 이 글에서는 원어 발음을 따라 바이어[ˈvaˈ.ˈr]로 지칭하고자 한다. 자
세한 발음에 대한 설명은 독일 위키피디아 Johann Weyer페이지의 주석 1번
을 참고하시오. https://de.wikipedia.org/wiki/Johann_Weyer (2018년 4월 
9일 검색)

61) 구로카와 마사다케, 「중세 말과 근대 초 유럽에서의 마녀와 상상」, 『서양
중세사연구』 No. 26(2010), 110-111쪽.

62) 르박, 『유럽의 마녀사냥』, 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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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감을 느끼며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의 주장에 도전한 인물들은 

일종의 르네상스 인문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63) 중요한 사실은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 즉 신플라톤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당시의 주류 

엘리트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당시 엘리트 사회는 여전히 스콜라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주류 엘리트이지도, 주류 엘리트 사상을 

수용하지도 않았던 바이어의 주장이 철저히 무시되고 수장당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바이어를 비롯한 비주류 엘리트들의 문화는 

아직 변형되기 이전의 날것이었기 때문에, 한 세기 전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그랬던 것처럼 문화 혼종을 통해 당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 마녀에 대한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성공한 것은 문화 혼종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는 

것에 성공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의 악마 개념이었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의 문화 혼종적 성격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엘리트들의 

마녀담론은 마녀와 마법의 실재에 대한 확신과 그 실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민중 신앙적 요소들의 수용으로 압축된다.

2. 16세기 말-17세기 초 엘리트들의 마녀담론과 마녀들의 자백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인용되고 답습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음 확인하기 위하여 보댕의 뒤를 이은 악마학과 마녀 

담론을 확인해보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스티토리스는 릴리트의 

불복종과 음란한 특성에서 비롯된 악마와의 성관계를 악마들이 인간을 

죄악으로 몰고 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장하였다. 인스티토리스는 

악마와 인간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음은 물론, 수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인스티토리스에게서 시작된 악마와 인간의 성관계에 대한 

확신은 16ㆍ17세기 마녀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엘리트, 

민중 할 것 없이 이 시기를 살고 있던 모두는 마녀들이 사바트에서 악마와 

성관계를 맺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63) 르박, 같은 책, 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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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부르고뉴(Bourgogne) 주(州)의 재판관 앙리 보게(Henri 

Boguet)의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그는 『마녀에 대한 

담론(Discours des Sorciers)』의 11장에서 악마와 마녀 사이의 성교를 

언급하고 있다.64) 보게는 프랑수아즈 스크레탕(Françoise Secretain)

의 자백을 들면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몽마라고 불리는 악마들이 각각 남성과 여성의 형태를 취한 

채 마녀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충성을 얻어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보게가 글을 출판했던 시기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뒤인 1612년에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쓴 이단심문관 피에르 드 

랑크르(Pierre de Lancre)의 저서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바스크지방의 마녀사냥을 주도했던 드 랑크르는 1612년에 『타락천사와 

악마의 변덕스러움에 대한 묘사, 또는 마녀와 주술에 대한 상세한 논설

(Tableau de l’inconstance des mauvais anges et démons, ou il est 

amplement traité des sorcierrs et de la sorcellerie)』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드 랑크르는 이 책에 실린 ‘악마와 마녀65) 간의 성교와 이를 

통해 출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담론’에서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악마와 

마녀가 성관계를 맺고 있단 사실을 부정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이를 반박한다.66)

보게와 드 랑크르가 그가 악마와의 성관계가 환상이 아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재판경험에 따른 결과였다. 당시 재판에 

회부되었던 마녀들의 자백에는 대부분 악마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617년 게르느제 지방의 마녀들로 재판에 회부되었던 

64) Henry Boguet, Discours des Sorciers, trans. E. A. Ashwin, Montague 
Summers ed., An Examen of Witches (London, 1929), pp. xxxi-xxxvi, 
Levack, sourcebook, pp. 79-80에서 재인용.

65) 르박의 책에 따르면 담론5의 제목은 ‘Satan’s copulation with male and 
female witches, and whether that is capable of producing any offspring’
으로 여기에서 마녀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이나 문장의 모순을 
막기 위해 마녀로만 표기하였다. (Levack, sourcebook, p. 107.)

66) Pierre de Lancre, Tableau de l’inconstance des mauvais anges et dé-
mons, ou il est amplement traité des sorcierrs et de la sorcellerie, 
Nicole Jacques-Chanquin ed. (Paris, 1982), pp. 197-199, Levack, 
Sourcebook, pp. 107-1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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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트 뒤 몽(Collette Du Mont), 마리 베케(Marie Becquet), 이자벨 

베케(Isabel Becquet)는 모두 악마와 인간의 형태로든 개의 형태로든 

성관계를 맺었다고 자백한 마녀들이다.67) 1621년 재판에 회부되었던 

에드먼턴(Edmonton)출신의 마녀 엘리자베스 소이어(Elizabeth 

Saywer) 역시 그의 심문 과정에서 악마가 계약의 조건으로 몸을 원했고 

이에 응했다고 자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68) 

한편 비행과 변신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니콜라 

레미(Nicholas Rémy)가 쓴 『악마 숭배(Demonolatry)』(1595)이다. 

그는 로렌(Lorraine) 지방에서 이단심문관으로 활약하였다. 레미가 

출판한 『악마 숭배』는 여느 악마학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저자의 재판 

경험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사바트로 가기 위해서 

마녀들이 비행하는 것과 짐승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에 대한 담론을 

찾을 수 있다.69) 레미는 마녀 비행이 실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사바트로 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환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환상이라는 단어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적어도 레미는 악마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으며 마녀들이 실제로 굴뚝에서 비행 연습을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티토리스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스티토리스 역시 비행의 방법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영혼만 이동하는 것을 주지한 바 있다. 결국 인스티토리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레미는 사바트가 상상이든 실제로든 존재하며, 마녀들 역시 

사바트에 참석하는 방법으로 꿈속에서든 실제로든 비행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에게 사바트는 우울증에서 비롯된 정신질환이 아니었던 

것이다.

67) J. L. Pitts ed., Witchcraft and Devil Lore in the Channel Islands: Tran-
scripts from the Official Records of the Guernsey Royal Court (Guern-
sey, 1886), pp. 9-18, Levack, Sourcebook, p. 188.

68) Henry Goodcole, The Wonderful Discoverie of Elizabeth Sawyer, a 
Witch, late of Edmonton, her conviction and condemnation and death 
(London, 1621), Levack, Sourcebook, p. 195.

69) Nicolas Remy, Demonolatry, trans. E. Ashwin (London, 1930), pp. 47-
53, Levack, sourcebook, pp. 84-8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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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는 변신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친다.70) 변신은 악마의 

능력에 따른 ‘눈속임’이거나 ‘비본질적 변신’이라는 것이다. 그가 주장한 

두 가지 방법, 악마가 그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다고 

믿게 만드는 것, 또 형태가 비본질적으로 변화하여 변한 것처럼 인간의 

감각을 속여 믿게 하는 것은 3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인스티토리스가 

마녀의 변신에 대하여 설명했던 방식과 같다.

드 랑크르는 비행과 변신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사바트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앞서 소개했던 『타락천사와 악마의 변덕스러움에 

대한 묘사, 또는 마녀와 주술에 대한 상세한 논설』은 악마와의 성관계에 

대한 문제처럼 비행과 변신을 중요한 한 가지 담론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바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바트를 관장하며 레오나르드

(Leonard) 주인님이라고 불리는 악마가 까만 여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나 사바트에서 가짜 날개로 날아오른다는 등 사바트 개념 

안에 인스티토리스의 주장들이 잘 녹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71)

이처럼 인스티토리스에 의해 정립된, 악마가 동물로 변신하여 마녀에게 

접근한다는 새로운 악마학적 시각은 17세기 민중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악마가 짐승으로 변신한 채 나타났다는 진술은 

에드먼턴의 마녀 엘리자베스 소이어의 심문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72) 게르느제의 마녀였던 마리 베케는 그녀가 사바트에 참석했을 때 

악마가 그녀에게로 와서 암캐로 변신시키고 자기 자신은 수캐로 변신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73) 

자세한 심문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은 아니나 비행과 변신에 대한 언급은 

코튼 매더(Cotton Mather)가 1688년에 발생했던 굿윈(Goodwin) 지역 

70) Ibid., p. 87에서 재인용.

71) de Lancre, Tableau de l’inconstance, pp. 197-199, Levack, Source-
book, p. 106에서 재인용.

72) Henry Goodcole, The Wonderful Discoverie of Elizabeth Sawyer, Le-
vack, Sourcebook, pp. 194-195에서 재인용.

73) Witchcraft and Devil Lore, pp. 9-18,  Levack, Sourcebook, p. 18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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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마귀들림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 “거위처럼 날아서 공기 

속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이동한다.”74)고 저술한 것과 1628년에 

마녀로 몰려 처형당했던 밤베르크(Bamberg)의 시장 요하네스 유니우스

(Johannes Junius)가 젊은 처녀가 염소로 변신했다고 고백한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75) 17세기 초 마녀와 변신, 악마의 형태 변형이라는 마녀 

개념은 민중들에게도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문화 혼종에 기반을 

둔 새로운 악마 및 마녀에 대한 개념들은 레미, 보게, 드 랑크르에 의해 

16-17세기 악마학으로 견고해졌으며 이 시기 마녀사냥을 좌우하는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마녀 담론이 비단 

엘리트들만의 문화 수용이 아니었음은 재판받은 마녀들의 자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민중들은 공개재판 및 설교를 통해 마녀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고 이를 내재화하였다. 결국 인스티토리스에 의해 변형된 

문화는 이 시대의 구성원 대부분에게 충분히 수용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출판된 지 한 세기만에 인스티토리스가 

얻어낸 쾌거였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16-17세기에 악마학이 어떻게 견고해지는지, 그리고 

마녀사냥의 전성기에 인스티토리스에 의해 형성된 엘리트문화와 

민중문화의 혼종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았다.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 전역에서 발생했던 마녀사냥은 언제나 엘리트들이 

자행한 억압정책으로만 이야기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긴즈부르크와 

같이 민중문화에 주목하고 민중들의 시야를 중시하는 학자들도 등장하고 

74) Cotton Mather, Memorable Providences Relating to Witchcrafts and 
Possessions (Boston, 1689), pp. 1-41, Levack, Sourcebook, p. 265에서 
재인용.

75) George L. Burr ed., The Witch Persecutions (Philadelphia, 1902), pp. 
23-28, Levack, Sourcebook, p. 1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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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처럼 어느 한 쪽의 문화에 집중하여 마녀사냥을 해석하려고 하는 

시각들에 반하여 필자는 엘리트-민중 문화가 서로 혼종되는 가운데 

상호작용을 통해 변형되었다고 보고 이렇게 변형된 문화가 마녀사냥의 

전성기를 이끄는 중요한 축이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서 찾을 수 있는 민중문화에서 비롯된 

악마와 마녀 사이의 연결성과 마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악마와의 

성관계, 비행, 변신 저주, 날씨 저주, 유아살해, 약을 통한 저주 등을 들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악마와의 성관계와 비행 및 변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본문을 통해 각각의 요소들이 민중문화로부터 

기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스티토리스에 의해 엘리트 이론으로 포장되며 

마녀를 잡기 위한 악마학으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처럼 인스티토리스가 남긴 악마학이라는 씨앗은 

16-17세기 마녀담론으로 견고해졌으며 그 시기의 많은 이단심문관들과 

민중들의 동의를 얻어 마녀사냥의 전성기를 열었다.

16-17세기 마녀사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마녀 담론 형성 과정 및 

이단심문관들의 주장과 마녀로 기소된 민중들의 자백 내용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쓰이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서로 향유하는 

마녀 문화가 확연히 다름을 보여준다. 마녀라는 이름으로 고소당한 

민중들은 더 이상 심문 과정에서 성관계 여부를 질문 받는다는 이유로 

이단심문관을 이단으로 역고소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질문들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대답하는 것을 꺼려하지도 않았다. 이들을 심문하는 엘리트 

역시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며 마녀담론을 

발전시켰다.

이처럼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이 이끌어낸 혼종된 새로운 문화는 

엘리트들뿐 아니라 민중들에게도 수용되었다. 당시 마녀 담론이 모든 

구성원의 암묵적인 동의 가운데 수용되었기 때문에 마녀사냥을 활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마녀사냥은 어느 한 쪽의 문화에 

의해서 억압되거나 흡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양쪽의 문화가 

말 그대로 뒤섞임 속에서 재생산되는 과정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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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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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엘리트문화와 민중문화의 혼종:

『말레우스 말레피카룸』과 16-17세기 마녀사냥을 중심으로

오 의 경

본 논문의 목적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에서 찾을 수 있는 마녀개념의 

엘리트-민중문화혼종적인 특징들을 밝혀내고, 이러한 문화혼종이 

16-17세기 마녀사냥의 지적기반에 끼친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16-17세기는 잠시 소강되었던 마녀사냥이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로, 이 시기에 마녀사냥이 강하게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크게 

지적, 법적, 사회경제적, 종교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원인들을 근거로 마녀사냥을 엘리트문화에 의해 발생한 민중 억압 

정책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민중문화의 

독자적인 영역을 인정하고 이에 주목하여 마녀사냥을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어느 한 쪽의 문화가 

우세했다는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두 문화가 혼종되는 가운데 

새로운 마녀담론이 재생산되었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규명하는 과정에 주 사료로 사용한 것은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이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16-17세기 마녀사냥의 지침서로 

사용되었던 유명한 저서로, 이 시기 마녀담론을 살펴보기에 매우 

용이하다. 『말레우스 말레피카룸』은 다른 악마학저서들과 달리 당대 

엘리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민중신앙을 기반으로 마녀와 악마 사이의 

연결성에 주목하였다. 이처럼 마녀사냥을 이끌었던 지적기반이 어느 

한쪽의 문화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한 문화혼종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은 마녀사냥이 지배층에 의한 피지배층 억압 

방법이라는 단순하고 오래된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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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bridity of elite culture and popular culture

- Focusing on Malleus Maleficarum and witch-hunting

during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y -

Oh, Eui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convincing features of 

the cultural hybridity that surrounds the concept of witch which is 

mainly found in Malleus Maleficarum and to confirm that the cultural 

hybridity influenced afterwards on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witch-hunting during the sixteenth century and the seventeenth 

century, when the witch-hunting reached its peak because of the 

huge change of intellectual, legal, social and economic areas as well 

as that of religion. There have been not a few approaches insisting 

that witch-hunting was one of the powerful ways of oppression 

from the ruling class, while some other ones attempting to interpret 

it in the public culture based view. This study, however, aims to 

interpret the witch-hunting issue in view of cultural hybridity, 

which means that the concept of witch was developed not just 

from either the ruling class or the public culture only but it was 

actually regenerated from a convincing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ultures.

This study has, as a main reference, Malleus Maleficarum, a famous 

textbook for witch-hunting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Mallues 

Maleficarum noticed the link between devil and witch in view of 

popular belief, which was not affirmed by elite culture.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fact that the intellectual base came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lite class and the popular class helps to 

avoid the narrow old frame that the witch-hunting was just a way 

of oppression from the ruling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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