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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이이 디있고， 이는 →」녀에 대히 세이의 속 fr-석 이식옴 고착시컸나 

그러나 여생주의의 제 2의 →날실이 인 이래 그니의 사성은 특히 서방에서 

뜨 Il 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여성해방의 투사 를룩티이익 낀모습을 찾기 위 

한 사도기 다각1ι균 이루어지 ;11 뇌었다 그런 한펀 페레스~는도이카 이후 펙 E 

피 사상에 디]한 ?민공산당의 )등세가 완화되 고 걷국 칠페되지‘ 여성문제에서 

정1'1과 대격했던 복세 H] 키 지도사노서의 콘론바이 쌍은 러시이에서도 급시의 

영역 비깥으포 건이 니?게 되었디 여기서 우리는 여성문세， 여성헤방파올 

드러씬 펀론바이와 주변 세셰와의 감등에서 가장 중요젠 생점은 사팅 성， 검 

흥에서 여성의 꼭핍성응 인성하고 이와 관련하여 여성심리의 E 제둡 고려하 

는가 여? 있음음 주복해야 한1 나 이는 ‘사회수의 헤재에서 여성문제의 옥사싱 

응 인성하는기’라는 문제와 인결되논 것이었다 볼셰비키 지 ?ι부따 찰는타이 

는 모두 여성 7::.의이는 개념을 기부한디는 표연적 공등점을 가지i 있었지아， 

그 십심만은 거치고 나딘 양자의 입상은 다른 방향。 R 다시 잇살렸다 본셰 

비키 지도? 가 상석 111며) 해빙에 대힌 펀론바이의 논의득 만아든익 수 없있 

다는 심이야말R 양자 간 살쇠의 R 인 증 하나였다 

이 곧은 펀흔바이가 사회수의 사회의 새로운 삶의 빙식옴 이론석으호 정립 

하고자 노릭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여성애방ε3과 사랑， 걸흔， 기족관계 및 성 

적 관계으1 시]도운 윈직‘ 딴 "1 디로 만허] 영상적 삶의 새로운 원칙올 김 E히고 

이듭 눌러싸고 빌어셨던 놈란늘e 람꺼) 살피고자 한다 그니는 여성주의자였 

는가 아L] 었는가 여성 츄의지였디연 그녀의 여성? 으1 는 이떠딴 여성 F 으1 였빈 

가? .L녀가 개시젠 ‘쓰독네타i:']아 셰급의 새노운 생도다’ξ C여성해빙론과 어 

떻게 연걷되었으며‘ 그녀의 F장은 이씨히여 그도록 간 굉 e 을 니]며 사회적 

논단거i:']호 ?상했던 깃익까? 사회석 친서와 삶의 냉식의 진번석인 지]펴생흘 

지향했던 본셰비기 혁명은 기상 일싱직이고ι 기낌 심층직인 인간관계에서논 

어띠히 시도듀옴 낳았던 깃익싸1 석어도 콘흔바이의 여싱해빙론이 l 아나의 

넌슴응 이해한 수 였 ;11 해 주리라는 것이 이 극 인어1 난겨 있는 l[ 다른 기 

디]이디 



290 러시아연구 제 18권 제 2호 

1. 연구사 속의 콜론타이; 누가 어떤 콜론타이에 관심을 가졌나 

귀족 낄신인 :날는타이논 어려서부터 여랴 외 f어어1 익숙했던 네다， f제주 

의사였끼 때눈에 라시아어 와에 옥잉어 1 영어 λ:워1 넨어 둥둥 여러 언어로 활 

발하시) 당응 썼다 이 턱분에 그니의 균은 일찍부터 21 시아 바깥에 암려셨다 

]민 데디 그[녀는 낄셔]비키 핵냄 작후 유 일만 여성각료였으며‘ 같븐 각요인 

열일곱 살 얀하의 이벤]딘와 실흔했고， 대꼭 단독깅화죠약이었던 브레스브 

랴 E프스크 조약 체걸에 디l 깐 벤대， 노동지 빈디l 피 필동 등이 관민히여 데닌 

과 대립하았고 l 후 세계 최 즈의 여성대사가 되 깃 등등 1깨운에 각종 희제 

를 불ι1 임으키는 이‘ F비 뉴스매이커의 한 사란이었디 아"1 그뎌야만도 ?민 

에서 까장 유명히 여싱이았나고 해도 과언이 이닙 깃이나 l렌 이유로 l디 

의 삶과 환농에 대한 긍늘은 서방에서논 그L]의 생존 당시부터 받표뇌기 시 

작아있나 5) -1녀가 대사료 듀부했딘 스워1 넨에서 」녀에 관힌 잭듣이 일씩부 

터 줄판되아 온 것도 층문히 이해할 l샤한 힐이디 6} 그녀가 새게 역사상 최 j; 

의 여성각료， 여성대사였나는 사심은 z] 빙변의 여성 l호유 찾고자 라는 여싱 

사 연구자들에게 ?되을 끔기에 증꾀했디 노동지 빈미피 지도지도서의 콜품 

타이의 활동은 사회주의 운동사1 이론사 역구사딛에게도 콘 관심의 대상이었 

다 7) 

L러나 펀론바이의 여러 모습 까운데 시간이 흐딛는 동얀에도 변한없이 가 

잉 듀 깐심의 대싱이 관 것은 생혁염의 제 성자↑ 부르주아 기족의 비판자이자 

5) K Amhony( HJ:10) f/ Alex <:lndLa K이1011μli" ， The !VorLh •American Revie!Jj, 1'\0. :!:10‘ 

Isabcl C\C Palcncia (19• 71 .4iexandra Koliontσv: A.mbassadress from RuS'sia, )jC\V 

York Longmans Creen 등건 그 증의 일 111 여1 일 텐이다 

G) Gustav Johanson09.t)) Revol1따Of1 ens amhassαl이 A. Kollontays lil‘ och 
gaJTlmg. aμ’n 1H72-1.417. SUx:kholm: ArheLarkulLursvörlag 스씨덴 3산팅 웬。1 었 

딘 요한손은 이 채을 함보c센이띠는 이듬으보 덴이견이보노 펴냈디 C<lIsteI1 

Hal、이았'11 ( 1 ~4(il Rεvol띠Wì1εIl'、 Ambassad(Jr: Alexα1.dm f{(ι!OnLays J.iv og 
GemÎn져"( 1872-1917c.α ene) ， Cope띠18gen 

7) u::링스 연 F가 얀느 낼;」 5 동자 반대파 가토가구서의 골본Ef이의 판풍의 중 g 성파 

관연히 '1 이렇게 ?고 있디 “륜음다이가 노능지 맨 '-11 파에 낌 '1 한 것은 τ니의 삶 

중에서 후대인늘에게 가장 많R 관심응 뀌 일화었다" Anne 、 ah1 ， "Alexandra 

Kollont,ji: Des <<Gentilhommes reDentant9> aux <，잉ç χUëltchiki)l ， Féminisme et 

révolution", Alcxandra 1\.011이ltai!J Q741 ， p.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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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는 여성주의사딛에게 석대석이았나는 유키나의 비환과 펀론타이는 여싱 

주의작 씬향에 빠셨다는 소련 쪽 일부 놈자늘의 비핀 사이에서 실응 제대쿄 

갖아들 수 았케 해 줄 지도를 그려껴아야 만디 

2. 여성주의의 수혀|자 콜론타이 

콜품티이는 혁 1성 필동에 첫 발을 디댔을 때는 주쿄 노동문제 펜란드 특립 

운재 둥에 관심옥 가지고 곧을 썼나，-1.러내 곧 L녀의 수된 활동영역의 아나 

가 된 것은 사회주의적 여성운통이었디 그녀가 추역했민 것븐 여성노동자들 

옥 사회수의 팩병셔]럭으로 격집시키고. 사회수의 관점에서 여성노동사딛이 여 

성 P 도서 ι농자도서 겪논 어려움응 해실하기 위한 애결책응 잦는 일이었다 

여성 5 동사듣을 죠직아고사 하뉴 핵병서1 럭이 거의 없었던 19에기 말， 20에시 

i 이 λ1 아 세국에서 콜휴터이의 등장옥 여성운동의 방향을 비꾸이 놓는 한 

진환점이있나 

사회주악 관점에서 여성노통자 운동을 선기]히는 이정에서 콜품티이는 특징 

석이 모습음 보이게 피았나 즉 」녀는 사유수의섞 여성운동가(이른 마 여꺼 

운잉기)늘과 대실했은 뿐 아니라 그늘응 페마니스}느‘랴 부르딘서 공격하였 

나 32} _1근1 고 」드파악 익처1 의 협력음 거꾀 하였나 퍼]이니깐드 퍼]이니슴에 대 

한 찰는타이의 비판파 공격은 이 이후에도 변힘없이 계속될 터였다 

여기서 콜록티아와 ‘여성추으1 ‘의 관게를 제디]모 짐이설 필요가 있디 콜듀타 

이는 f 여성주의/’ 1 여성주의자‘라논 말응 부성직인 의마균만 사용하였다 여성 

7=의피는 민의 기의와 기표 사이에 차이가 았 g 을 알 수 았디 φ 늘닌 딴국이 

사용샤듀이 익바작으노 여성수의라고 센역하는 페이니슴이라는 말은 i 여성석 

특질 을 가리치는 프광스이 féministc에서 유 배한 것으포 19새기 충엽끼지는 

대개 이 의 wl 노 사용"'1 었나 l런데 1892년 과괴에서 연린 제 l자 국지]여싱회 

의블 전후한 시기부터 페마니즘은 양성 」갱눔이라는 이념에 바텅응 두고 여성 

의 동동구]옥 옹호하는 ↑1 임처1 계듀 까비키는 말호 사양미기 시작아있다 영어 

의 ’퍼)미 LI 즘‘은 !D서1 기 발 20 서1 기 초 영커과 미커 늠 영어권 →f기늘에서 여 

32) 이 깐은 마노까 까앙 꺼 닷아 니다닌 것이 륜등다야의 초기 주지 가유 III 히니인 

이성문제의 샤회식 /1 7"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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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참정꺼 운동 참여자딛욕 까~I 키는 터1 수로 사용디였으나 」 후 이 맘의 의 

마는 三L 시) 팍대놔였다 :(1) 1 D20년대까지 계속핀 여성참성권 운능응 주도 기 <'1 

치는 여성주의으1 세 l악 물결에 。]이 19α)닌미 만이 1970 닌디l i이]는 여성 

참껑권 운농의 간은 에무리듭 넘어서논 여성주의의 저1 2의 날설이 일어나띤 

서 I! 디 EF 괄적인 여생 권랴 신장운똥이 선기l 되었다 그리히여 q 늘닌에는 프 

링 λ: 핵벙 /1 이래 광범힌 영역에 검셔서 꺼행띠어 은 나양히 성걱의 성자변 

칠폐(여성 허l 방) 운동이니 여성의 사각으로 세계를 다 사 해석히 i 변화시키 고 

사 하는 이라저러힌 이넙체겨1든을 r 여싱수의석”이 깃으호 동칭하고 였나껴) 

여성주의 내에 ?ι 자유주의가 여생주의， 천통직 마브三L스주의가 여성주의， 사 

회주의 석 여성해냉론， 급꺼섞 여성해냉론 동 나양한1 흐릅이 있고 논생이 있 

다 여생주의에서 마르크스주의까 여성해방는과 사꾀주의직 여성해방는응 낚 

꾀할 때는 여성억압의 윈인 _l!] 그 극복방입을 논으1 히는 데서 경제적 요인 lj}을 

증λ1(마브三L스주의직 여성해방는)하뉴기， 그펀지 않P 며 정저)가 R 인 외에 기 

부 장제노 역씌어시는 1감성중샘석 시배구조도 여싱억압음 지탱하는 힌 축으료 

얀정하고 이듭 냐복대상 P 균 간주(사회주의가 여성주의)하뉴기듭 뉘분의 간거 

로 삼기도 힌다，35} .-1.런데 쌍댐수 논사딛은 마근견스주의석 여성해냉론과 사 

회주의직 여성애방돈응 엄널히 f분하지 않고 흔용하기도 한다 

그[민데 이 λ1 아 "1 프크스주의지들은 페미니츄이이 는 만 을 19세기 민 20새기 

초의 용법대도 여성참정권 운농과 E일시하띤서 이블 ‘부르주아 여성주의’라 

는 익이도 1사 사용히였디 콜록티이도 이잔가지여서 가장 좁은 의미의 여생 7 

의 개넙음 사용하고 있었던 깃이나 ， L러나 」녀가 혁병가호서 활동하고 특히 

여성운동가도서 두각을 니티낼 수 았었니1 것븐 사실 그 이선에 1..'，1 시아 여성 

수의샤듀이 이 "r""어 놓은 싱파에 힘입은 깃이있나 

lD세기 "1 시아 제 f은 정치 사폐경제직 ö3c 서유갑 사회보다 후진가인 사 

회호 여겨졌고 득히 겨]농사대 이래의 근대석 사 /1 진꽉 과정이 시체꾀었던 사 

호1 도 여껴지고 있지민 여생묘제듭 눌러싼 치열한 논의， 여성운농 영역에서 이 

331 이 부분의 시숲은 나유 글을 ，q혔다 Ilaslangcr, Sally & Tuana Nancy(2004) 
ιl、이lics in Feminisl1l," .s“mt01τi El1C‘YC]Opf • ia of Philosophy.{hLLp://plaLo.sμmforrl 

cdtt/cntrics/Icrninism-topics/ 검객일 2008 , OG.12, 1 

';4) 여생주의의 여러 흐름을 개판하며연 위의 ~ ‘ l、opics in Feminism"내 함끼| 

:l\liriam Schneir(α1.1 09911‘ 이 학 재 ~ -;;-(1979) 능 을 낌 괴 하λ1 ιι 

30) l며리슨 재거， 폴라 로비버 J 스트김 편저(j983) ， 182-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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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론바이는 이 글에서 자근 정부의 겸연음 의 삭하여 1 사회수의 1 마근견.'-수 

의에 특유한 어후1 늘응 띨 수 있뉴 한 피하고 앉은 묘 상응 암시직인 표현늘쿄 

시]웠디 그 L'，l 니 여기에서 그녀가 만히는 경세적 요인이 사유 새산세악 성립괴 

유지둡 닫하고， 새둔운 사회직 생산가 1ι 선에 입각한 세계의 재 f식의 사회주 

의 사회악 수협을 악미만디는 섯은 누구니 알 수 았었디 그녀는 기츄체세 니) 

에서 여성시위의 개선이 이" 어치 수 있나는 가능성은 부이하지 많으변서도 

“념녀 I영등권품지 ’들을 비판댔는데‘ 때내히먼 ]녀 생각으쿄는 이 “여성 7::. 의 

자’튼이 사끼든의 부 j딛수아 겨1급석 이해관계에 매단>:，]고 있았기 때둔이나 ω) 

:날는타이는 이낱이 세자1 내에서 자신늘의 지위 향성만응 꾀하고 있다고 보았 

나 l러나 보니 문 지석 상태듀 개샌아시 위힌 부--:-1 겨1 급 여성딘의 두생에 임 

만직 (부르주아) 페미니스는 운농이 기여한 사실은 잣아내기 어입다는 이야기 

였디 6•) 콜론타이는 여성 억압 칠폐를 위해 여성을 여]속시치 온 선처l 사회경 

제 뉘깐의 거대한 연농응 Rf했다 (13、 사회민주주의 정당(당시 마르크스주의 

정딩음 익걷던 용어)이야말로 여성옥 보호하는 데 가장 악강서 은 정댐이었 

。며， ?1:E 겨1 꺼L 여성글이야말균 \，-:..농의 고핀 기시밥길응 같음P 도씨 진생한 

해빙이라는1 믹마서 슨칫하는 복jE유 단싱힘 수 있는 사념든이았나않1 

]이IS년 12월 ιτ농자 그룹응 이간고 전러시아 여성대회에 참석한 를돈타이 

는 연섣을 등해 상τ 적디]적인 정세적 계급이1 속히는 여성들을 망피히는 만일 

한 정치 f식은 불기능하다논 것응 거갑 깅죠하언서 사회껴지)의 변혁 속에서 

여성분세의 히l캘을 지향히는 지신익 지콘을 되품이히였디 6•) 콜품F] 이는 지유 

수의석 여성수의사튼의 영헝럭음 사마라끼 위해 L든이 수도하는 진국석 여 

생조직의 켈성이] 빈디]히였을 뿐 아니리 그들이 요구히는 여성 "1 진정권‘ 곧 

보통. 팽등 1 직접， H] 밀 선거에 입 z1 건1 투표꺼 요구듀 함께 재시하는 갓도 거 

부하였다 

사유수의석 여생주의사ξ 의 정시석 평둥꺼 수장에 펀론바이가 냉덤젠 태도 

을 보였던 것은 여성참성권 운농이 보여순 한계 매묘일 수!，~ 있다 뉴실랜드 

591 A. fVl. K，씨onLai{Hη7) ， Il. 5s 

GQI KollonI8i (19771, p. 59 

611 Kollonlai(l9771 , pp. 62. 63 

6:2) Kollol1 lai (1 ~77) ， Il. (11 

6 까 1 KollonI8i (19771, pp. G끽 C>"i 

641 C!cmcntsÜ9791 , pp. 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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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간드이]임피아에서는 여성참정1'1 운동이 19세끼 후덩}에 아수 활센하게 

이루어 셨고 그 턱분에 세계에서 기 성 일찌， 1 ()세기 말 20세기 초에 여성참성 

권이 인정되었디(뉴질랜드 1~Hc 닌‘ ?스드러l 힐랴아 20세기 또) 그ι1 니 기익 모 

든 역량은 참성권 운농에 쓴았먼 여성운농겨)논 참성권 워나이라논 목표듭 날 

생히 고 니지 만통안 여성히]방을 위만 더 이상으1 악제섣정의 의욕도 능력도 

잃어비년 채 취처1 쌍태에 빠셔 B] 렀나 여성참정1'1 의 획득이라는 싱파 자체만으 

로는 여성의 삶익 질 향상이1 도 벌디、 L 진션이 이루이지지 않을 수 았디는 사 

싱도 t드러났나페 라사아 추씨으로 u] 국에서 합동했던 무정부수의샤 엠마 골 

L만은 미 f파 오세아니아， 서유입 자유주의직 여권운농기글응 ”몇 인 되는 

유선층 귀1(" 91득에게나 혜택음 주 뿐 광범힌 여생노동샤 대중에꺼]는 이부 깃 

ι 제공해 주지 않논 하살 것 없는 식은 투표용지블 워애 투쟁하논 용김한 

투사들’이과 i 조좋히기도 댔디 051 그[녀는 그 빈먼 기츄체세를 기부히는 이시 

아 여성 혁명기늘의 언산가인 학영환잉어1 는 치사블 아끼지 않았다 Li7i 사회주 

의 여성 펙병가든 사이에서 여성캄정꺼 운동가딛파의 냉옥석 연대유 거부 라 

논 목소리뉴 을돈타이 이천어1ι 없지 않았던 것이다 

여성운제의 사회석 /] 긴 는 븐 성공옥 거누았나 여생노동자 운동의 중요 

생응 역설하는 올돈타이의 목소리논 차츰 핀심응 안기 시식하였다 그니는 망 

1잉 생필 중에도 이시아익 여성노동지들이 긴끼만 검촉을 유 지히였디 콜듀타 

이논 1()10년에 러시아 식불노농자 인함의 지명P 도 저]2회 f제사회주의 여성 

혐의회에 비 λ1 아 디]표도 피견되었뇨， 1912닌에는 비셀에서 열린 국제사회 7::. 의 

득변대회에 역사 리시서 대표노 파견미았다. 1913년 2원 국재 여성의 남욕 시 

년히여 쏟 낱이1 서 ]녀는 디시 한 번 여성노통지 운통의 중요성을 강조랬디 

에싱주의사든은 사복수의 체재 내에서 1감상든파 긴은 세력. 꺼괴듀 언고자 하 

며， 난생노앙자글은 의사수순이 낫은 여성，1 ，-:..농자듬은 제외한 채 자신늘만이 

바사불수의 투생의 과제유 검어셔야 젠나고 생 Z] 아였으나1 여성노동자 운동은 

이 두 기지 펀행 _12.두블 냐복하여 여생노농자글의 의시수순응 높이고 사회주 

으1 적 미래를 향만 투쟁으포 니아가야 한디는 것이었디 68:1 

651 에 바스(jG771 ， 78-84• 295쭈‘ SclmcirOGG4I, p. xiv 

(-)(-j) Emma Coldman (1 9fi9) , Il. :!(川

611 E. Golc1man(19G91, pp. 201 , 20" 

681 Kollontai iJG841. 미)，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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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문딛이라고 보였나 L디에 l냐_2. 번 이딛은 라시서에서는 1870-80년대부 

터 늠 성하여 여성가 ‘자아‘듭 주낌한 존재날도서 루브 ;illjl TI.의 윤영한 산둔시 

문지방 에서 행상화히였으며‘ 20새기 오가 되 1건서는 이미 도시의 사무실‘ 일 

터에서 이 01 수백만의 독핍가 독신니글이 일하고 있었다 7:ji 를는타이기 보기 

에 신여성에게서 중요한 섯옥 특립적인 정신괴 의지이디 선여성의 유 행은 디 

양하시만 걱 나라마나 씨여성을 →」런 둔학작품딘을 가λ] 고 있있나 카득 라우 

프드1사의 까섣 이틸데 의 동 1성 여추인공， 막심 고랴카의 까섣 니그 111 악 기 

적 의 여성둥장이문이 바시서나 → L네바 마이첸 에간의 작품 지식이듀 악 여 

주인공인 “대난하고 총명하며 성열작인 올기 같은 삭기의 식품 목소리 의 

여주이 공이 “분수하고 걱정 석이 마야” 등둥등 수많은 。여성둥장이뭔이 펀론1'1-

이기 보기에는 신여성의 특성응 보여주고 있었다 7fl;， 이늘은 사당응 한 능막이 

았는 여성들이고 지신악 니 l'건에서 윈할 때는 사망이] 정열을 붕대우기도 히지 

만， 실딘 사탕에 넌든 것응 길지 않P 며 학문이긴 사회주의 선천신농이긴 자 

선의 익음 하매 거꺼 운명에도 대딛라고 딩탱아꺼] 맞서는 여성튼이있나， 

’신여생’이 주도 꼭신여생이라고논 하지만 나그도두스까야의 소설 디오뷔 

소}.의 분노 의 여수이공이 예끽까 l't냐의 경 우지럼 /1 ;0:여성도 시여성 유형 
어] 속하논 ?정우기 있다끼) 타나논 낭펜파 한 지굉 아래 살지민 자유롭고 자핍 

적이며 인간으포서 ’지기 지신으포“ 산디 신여성익 히니인 슈니츰1..'.1 의 작퓨 

자유균의 실 (Der Weg ins l'reie)의 정떨직 여주인공 테레자는 사회주의 선 

산선동필통 때문에 투옥되었디가 석방된 후 디시 핵 1성휠동에 열중한디 그[디 

에 대해 콘론1'1-이는 이핑게 쓰고 있나 “ 」디악 수많ξ 남사동효든의 경 }91-

1'1 잔가지포 테러l 지에게도 사망이런 삶의 긴에서 인지 히니악 인계‘ 넌지 히니 

의 짧은 휴식에 시나시 않았냐 .L녀의 삶의 복표와 내 용은 딩， 이임. 선동 1 

그리고 일이었r다}‘”’η7 

콘론l바까이으의1 선에성 에 동장라는 새로운 유행악 여성듀은 사회수의 운동이 

나 \-:농운능;과 관련이 있논 경우도 있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정제적 위치 11 디 톡립적 인격체도 산J'-지 히는 여성개인 

70) Kollontaj (l잉OJ ， 5S. 5-6, 8 

7(-j) Kollonl서]이〔μ01 ， SS. 9-17 

771 KollonI8j(920) , SS. 19-2C 

78) Kollont떠W1ZOJ ， 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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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호운 /}속개도의 든욕 제시아는 더1 친럭하 ;1 시작했나 공선수의와 가족 

(1 920) , 실흔관계 영역에서 공산주의 ι녁에 관한 태제늘 (1없1)， 매순파 그 

디]색 (1921) 성적 관게와 게급투쟁 (1921) 등이 1920닌디l i에 공산 7=악적 

기족싼겨1， 여성는과 판련하여 십편핀 대표직인 논저낱이다 

콜콘타이가 이들 늪에서 추장한 니|용븐 디 g 이 같븐 멋 긴애로 니- " 수 있 

나 1) 부 )딛수아 가속 빚 격흰 비판 2) 가사노동의 사회희와 아동 양육의 사 
회화 3) 여성의 공적 노똥 짐여 4) 모성 9_~ 

펀론r}이가 부 근二수아석 가족음 비환라는 근거는 L깃이 이 끼 석 경제 석 타 

산의 산불이며 여성응 예속시킨다는 네 있었다 그니는 기족 청태는 붙번하는 

깃이 아니라 역사석으둡 댄[천하며 딩사 라시아 사회에서 노동사든이 딩연라 

I11 여기고 있던 기족헝태논 과거의 유산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니에 따브딘 
선등적 가츄 형대는 념편 흑은 아버지가 가측으1 정제적 부잉지이Jl‘ 가츄 정 

제가 그 뉘성원 _ll두에 ;11 펀 R 하며 자'1 기 부꾀어1 의애 양육핀다는 이유R 

유지미어 왔다 ~c~， 이는 부딛二듀서 사회의 사문이았나 금대 효 I1 에 부 근주야지 

쓴 기족 단위도 생산응 했기 l이)문에 이 겨1 냐응 위해 아내와 남편의 정서직 

유대와 랩럭이 대단히 중요했냐， 까속이 경제활동의 기휴만위라는 겪이 사회 

와 각리핀 생환단워균서의 기족의 간고한 뉘생응 지 F잉애 주었다 그랴나 자츰 

부프주아 가측이 생산 만우1 이기를 그지.Ji :~ 01 난위가 되면서 여성븐 사회적 
P 도뉴 유용성응 기지지 봇하는 기사ι:농어)민 전념하세 되었다~l:::n 

]이니 을셰비카 핵벙 후 비 λ1 아 사회에서는 디]부니익 여성이 사회적 공적 

노동에 종사하기 시작했고 이는 가속의 급걱헨 변화듀 효래하였나 겪적 많은 

여성이 작장이] 디니면서 가측은 깨지기 시까한 것이디 \lU 콜품터이는 가사노 

동음 사회회하여 여싱으호 아여금 가사노동의 직에서 벗어나게 하고 샤녀양 

육은 기족의 책임이 아니라 전사회의 젝암 아래 두어야 한다고 여겼다 fE 한 

921 Kollonlai09η1， p, 253 콕문，1이는 1921녀 스에므드돌표 꽁산대펙에시 노등사 농 

맨 여생들을 위해 여생사를 강의했다 그녀는 띨 니| 언에 걸잔 강의。I1 서 여성의 

사위 변화등 역사식으i 개관과고 。1 궈운응 。1 싱노통샤 운동↑ 러시아 혀맹 。]쥬의 

번회 등을 설낸 후 여생5 풍의 미래를 선냉하였다 。1 잭 R 러시아어 원문。1 님아 

았시 않은 듯， 현재의 독일어 빈억 ~-(Kollontai 1070)은 스훼낸어석에 야탕을 둔 것 

이다 

E 끼 1 KollonI8i (19771, pp. 25'1-2해 

94) Kollontai (1G77l, pp. 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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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냐는 생각음 묘혀했욕 뿐이고 싱 작 유구득 l 사체1로 이정아사고 담했음 

뿐이다 그니논 이러한 천제 위에서， 보다 섬세한 둔화직， 사회가 딘소늘은 충 

꾀히 Jl r셔히게 띨 너였디 

릎는타이논 매춘묘저)에 대해서논 비 ii 까 전통가인 견해듭 표명했다 그Li는 

사회걱 생산노통이 사회구성원의 선강‘ ]리 i 도더성이란 관점에서 ull 춘문세 

에 접급했다 혁벙 직후 려시이에서는 성매매가 쌍딩히 닐 ~I 퍼셔 있었는데 1 

그녀는 여성들이 작엽적으로 성매매를 히기껴다는 생거 11→완을 위해 성 ull ull 
듀 하는 경 우까 [1 익반석이라고 보았나 펀론타이는 상매매보 이해 성 L갱이 

퍼지고， 성매매는 공산주의의 도턱에 앗지 않뉴다? 것L 매순어1 만매하는 이 

윤호 갑였시만99} _ 1.디가 상매매어1 바대라는 가장 큰 이유는 성이만 가불석으 

균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였었다 그니는 1，-:농익이 있P 띤서 ?ι 

유 용만 사회적 생산노통이니 지녀양육 등의 노퉁이] 중사히지 않고 세슈열리 

티듭 제공하뉴 대기균 남성의 경제픽에 의손해서 생활하논 것응 011슨이라 보 

았나， 헨 납싱에게만 싱옥 판컨 여러 1감성에게 생음 란컨 본친석이 자이는 없 

었다 ?ι농 익이 었P 띤서 ?ι 무위도시하는 기정주부기 있다딘 그니 또한 본실 

에서는 싱음 과는 여성익 따릅이었나， 펀론바이는 직엽석이 성매매여성이나 

혹은 유용한 사회가 ιτ농어1 종사하지 않는 기성주부논 〕ι두 강저]직 ö3c라?ι 

사회걱 노통에 총사히게 해야 깐디 JL 추장히였다 100 ‘ 그녀는 여성이 성매 ull 이] 

종사하는 디1 논 경제가 펀닝이 일자직 원인암응 지가하띤서 여 성의 경제직 능 

려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 교용을 λ1 킹 것을 세안히였뇨‘ 여성의 정치적 의 

식수준음 높이기 위힌 노력도 게음리 하지 받아야 헨나] 수장했나， 여성부까 

생 ullull 여성들 사。]이1 서도 선선휠동을 해야 딴다는 그녀의 세안은 이와 관민 

된 깃이었나，1ü1 j 

(3) 본론바이의 대안 II 새로운 시대의 사링과 성 

:날는타이는 사항과 생의 문제기 겸제까 번화나 넓은 의마의 사회 T:{-:의 번 

화에 I다피 지통적으모 변화히는 증속변수에 불 "1 만 것이피 고 여기지는 않았 

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날는타이는 신여성 응 비풋해서 혁영 천에 

~m Kollol1 lai (1 ~77) ， IlI1. :!(iH-:!f-j ~l 

100) KollonI8i(l977). p. 267 

101) KollontaiOQ77J. p. 273 



｢ ｣

  ｢ ｣

316 러시아연구 제 18권 제 2호 

센표히 글든에서도 사회경제석 댄희와 관련시키지 않은 채 여싱의 옥샤석 심 

리， 김성， 자아의 독딘 묘저]블 다루었다 껴 주민의 농원 세제둡 강제했던 내 

션이피는 비상상핑이 끈니지 콜품티이는 이 분세를 츄 더 본격적으쿄 다투기 

λ1 "1했다 그니는 1921 년에 발표핀 생직 관계와 겨1 냐투쟁 에서 l ，~ 인간관계에 

서 심랴적， 정서적 요인을 충시히먼서 그 비탕 위에서 사망피 양성관계약 시) 

로운 빙현옥 제시하고사 했나 102) → L디는 팅대 사회는 어 L 때보나 심 Z] 헨 성 

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인순히 사회경제적인 상핑 때분에 일이니는 현 

상이라시보나 양성관겨1 휴은 성 문제에 대한1 근대 석 심이와 꽉련디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펀론바이의 견해로는 여시에는 세 까지 요인이 작용파고 있았나 칫째가 극 

심한 이기주의 _H_， 날째기 상대블 실대직 ö3c 소유하고자 하뉴 정향이며 셋째 

는 성애문제에서 낚녀에 디]히] 이중기준을 적용히는 미도였디 현지와도 같은， 

냉칠한 태" 도 그Li는 사탕에 대한 펀건응 분석하고 이듭 냐복한 필잉듭 말 

하였나 L디는 부 근二수아시 사회에서 봉용디었던 깃시럼 맹복석， 익냉삭 소유 

욕에 바탕응 사당 개념응 거부하였다 간대직 사당개념은 부르주아 사회의 산 

뭔이더11， 이는 님성이 여성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된 깃으로， 매둡 

닐직 대싱 일만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실디9 직 1매타가 소유개념과 농일하다뉴 

것이디 질투의 감정은 그[ 필연걱인 뀌걸이디 이 ι1 한 사광 디]신 그녀는 사광 

파 성직 핀계에서 소유욕이 아닌 섬세힘， 싱대에 대한 IlH 려의 김각， 인대의사 

등을 요구했디 ~t녀는 사란이 이1..'，1 깐 깎각을 갖추고 았을 때 사망의 능력이 

더 커지고 개이 관겨1에서 사유의 이쌍이 산헌 '"1 며， 동효애의 입칙이 진동석이 

불팽등괴 증속껴디 우시]히게 띨 것이피 jl l~ 았디 띠비서 π뎌는 심랴적 변에 

서 근복석엔 지l]ii'육 없이는 성석 둔재듀은 해최디지 않는나고 보였냐.1O~r 

1D:갱년 봄에 컵은 까와대 지어1 발표한 날개 날렌 에도스 에서 를돈타이 

는 소련의 싫은이든음 위해 노통겨1급의 이념과 세계관어1 부합파는 애로운 성 

)ι녁， 사탕의 원직응 더욱 확실하세 제시하고자 했다 이릎 위애 그니기 ?ι 입 

한 기l 념이 “닌게딛린 이1포스’이다 ~-녀는 성애에 대만 납욕 7::.의적 미도도 부 

브주아직 소유욕에 바탕응 눈 사당개념ι 거부하였다 그니논 사랑하는 사람 

들 사이에서는 한 당사지의 본이 영흔이 모두 상디]이]게 귀속되아야 깐디Jl 

102) Kol1onI8i(l977). pp. 237-2.19 

103) KollontaiOG771, p. 245 



  

  

  ｢ ｣ ｢ ｣ ｢ ｣

말렉산드라 골론타이와 여성수의 317 

요구파는， 배바석。]고도 i 모든 깃옥 포꺼하는 사링’은 」즈놔떼바피아으} 이넙에 

논 부함하지 않논다고 주성했다 10 ↑/ 그리고 다른 한펜Ö i;'c는 사랑과 섬세힘이 

켈여된 시진 신체적 욕망에까 비당을 문 “난기] 없는 에도스 도 시부히였디 

한 남자기 여랴 여자와， 또는 한 여자기 여러 남자와 성관계둡 기지논 것은 

상디]이] 디l 깐 시1 심한 배려도 없 i 상디]와 공유히는 이상피 열망 희망도 없는 

i 난깨 없는 에호신’득 의 u] 하였나 l떠) 

콜콘타이는 성적 관계에서 부프주아적 사회가 부이한 에적 행미를 /1부히 

고 사링의 관계는 섞세한1 쌍대와의 감응(感應) 다른 사념을 도움 샤세 등음 

늑싱 P 균 하는 새둔운 문화에 바텅응 두어야 한다고 보았P 며， 이러한 새균운 

과겨1가 사링하는 남디 누 사빔에게만 힌정도1 시 않고 사회진체 구성원든에 대 

한 인대의시， 농검애균 확대되는 것이 TI 롤러1타리아직 사당이라고 보았다]삐 

그라고 스민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사망이 。]이한 이1포스으1 닌개를 틸 i 첼휩 

날기둡 원하였다 

사링과 꺼 [l 관셰에 대히 펀론바이의 이 낀은 논의는 1921-22년 노동자 반 

대파 놈란에서 폐 "11 한 후 정치가 P 도 무픽해진 콜돈타이의 입낌과\~ 무관하 

시 않았나， 까략의 핵심에서 꾀어지고. 이호 인해， 힌 매 사회에 은갓 희제유 

뿌리딘서 실합했던 일일곱 살 인하의 컵은 낭펀 L이배1 딘와도 헤어진 후， 를 

파티이는 정재 담당자가 아니피， 정치이1 서 한 발 물이선 지식인으쿄서 당시 

소비에」 사회에 대해 성갈직 태도블 기지시) 되었다 그Li논 사당과 생직 관 

계 잉생관계에서 여성이 겪는 이려유， 여성들 긴의 연디]‘ 낚성이의 사망이1 서 

벗어난 여싱의 이간석. 이걱석 독립이라는 문재 등의 수제유 힌겸 간숙이 탐 

구히기 사자히었디 

이에 대헨 생끽온 역련의 소섣에서 찾이 올 수 있나. 1923년에 룹환된 소식 

집 일빌의 사당 에 실렌 서1 펀의 소설에서는 ，1 ，-:..농 겨)냥 여 성의 사량이 중심 

소지}득 이 F며 1927년에 센표힌 위대건1 사멍 에서는 지식이 여성의 사링과 

얀객기 독넙이 다루어지고 있다 

일벨의 사밤 에는 비실리사 만킥기니 삼대의 사망 지 ull 들 등 새 편 

의 작품이 수독뇌어 있다 세 식품의 여주인공글은 찰돈타이기 생각하고 있던 

11냐) Kollonlai (1 ~77)， p. :2Ht< 

10:;) KollonI8i(l977). p. 2‘7 

106) Kollontai09771, p.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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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히 새호운 유t령의 여성이 깃이나 

상내의 사량 은 재정시대 이래 10 월 혁명 후까지 러시아의 여인 삼대에 

건쳐 사망피 잉생관게에 디l 깐 대도가 이떻게 변해 왔으며‘ 혁 1성 후 껴， 8] 에드 

사회에서 컵은 서1 대기 성서직 P 균 어떠한 상황에 있눈지블 보여순다 이 소설 

애서 할머니 이랴야 스테피노~닙니는 낭아?二으)적이 i 비1 티적， 득점적인 사밤을 

고집젠 뀌속여성이나(정지 석으호는 이미수의사) .. ~녀의 딴 욕가 세근꺼]예브 

니는 을세비키 핵멍에 헌신한 여생노통자， 핵 1성 운통가인꺼l ‘ 같븐 혁 1성가인 

남펴음 사멍하변서도 남.:i{!과 띨어셔 있는 사이에 내른 남사에게 끌이 l와 

관계둡 맺 E 그 사이에서 날 저)냐블 얻기) 핀다 올기 서]브 ;11 예브나는 두 사람 

과 동시에 사링을 나누시는 많았으피 1 누 사념욕 나 진심으로 좋아했나 개냐 

의 생부얀 어];1]논 주도 낀:능가인 연에서 이 감렀지만 그 이감팀은 진생한 

섯이었디 즉 그녀는 배타적‘ 특전적인 사망은 기부히되 사망에서 신정성옥 

대단히 중R 하다고 믿었다 그러한 그Li ι 실 f 두 난자파 넌두 헤어진 후， 
힌착 연하이 얀브네이와 사링하고 함께 삼게 된나 

그런 l11 올기의 딸R셔 스무 살 전후의 컵은 소비어1 닌 여생인 제나는 남니 

간의 사팅 이 독점석 소유의 대 상이 아님 뿐 야니라 싱 석 과겨)는 감정삭 이끌 

딘파ι 무깐:하다고 생각하고 이둡 행능 속에서 보여주논 얀꿀쿄 닝깅한다 제 

냐는 뒤자들이]케 사망을 느끼지 않으1건서도 j들이 성관계를 가졌디 그녀는 

심지어 어비 LJ 의 인하 인인인 연두헤이와 성관계둡 기지연서ι 어미니에 대 

해 미안만 느낌조치 가지지 않았디 “안드러]이약 너의 판게이1 디]헤 니|가 이띤 

/1 분익 지는 생끽해 불석이 없니?‘’ 어머니 옴가 에딛게예브나의 뭔음어1 개냐 

는 이렇게 탐깐디 “그텅，，]까， 그 때문이1 달리질 게 뭐가 있이요” 우랴가 가 

껍게 시내김 마만 갓은 üt로 엄마고， -}i'-l 까 치구/t π1 니까 엄마가 l링게 좋 

아했잖아R ι대새 경겨1 선이 어디 j?? 우리기 이런 것 저런 것응 !두 힘께 

라고 긴이 즉거워야는 깃은 껴잖지만 낀이 사서는 안 된나는 이유는 짜지요? 

마치 우리기 얻마에게서 뭔기듭 깨앗은 것 같잖아_H_ ， 하지만 인二레이는 언제 

니처턴 엄마를 숭배히고 있이요 니는 염마이1 디l 한 그의 사광을 년 만 퉁도 

빼앗지 않았어R 그런난 문제될 ;IJ 뷔 s.--:.? 엄마에세논 매한기지 아네 R 。 그나 

서니 엠마는 이민 연에 선정 쓸 시긴이 선혀 없을 텐데’ μ↓) 

지]냐가 성관계에서 누비워하는 유익젠 깃은 생맹어1 갤 >:'1 는 익이었나，112j 제 

111) KollontaiOggg). p.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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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는 샤선은 사링에 빠지 λ1 간이 없다고 항변히나 사링은 여유가 있는 사림 

이 하는 것인네， 그Li처럼 멤f낫 없이 일해야 하논 차지의 사감은 사탕에 빠실 

여유조치 밍디뇨 그〔녀는 주장히는 것이디 113 

삼대의 사랑 은 위기에 처했먼 _ll.니관계기 회복뇌고 딸인 제내기 어 u] Li 

인 올가 세프게예닙니에 디l 한 절절한 사량의 깎쟁을 도포히는 것으코 이야기 

가 끝난나 남자이 안t드이]이 때운어1 슨상디었던 모디 관 '1] 는 이 무 운재 없이 

디시 회복될 섯으포 P 인디 안드꾀]이도 올가 새프게예닙니에게 다사 톰아김 

깃으노 보이나， 소신은 약간 지나;，，]게 닉과수의석으로 끝나서 시쉬운 L 낌음 

주기뉴 하지만날는타이기 일싼뇌 시) 주낌하는 ‘여성이 여성응 용서한다’논 주 

지]는 이 소식에서도 뚜렛이 t드라난나 펀론바이는 작품에서 제냐의 이원 됩됩 

이듭 호의직 。 균 묘사했응 뿐 아니라 그니블 결구 빌하지도 않고 고통 속에 

삐뜨리지도 않았다 이모써 그녀는 성윤리는 상평에 따과， 사미이1 띠피 바필 

수 있다는 것응 보여주고자 했다 비옥， 식품이 끌고 온 꾀오리바람은 그 같 

은 다순젠 이해유 양납시 않을 정도로 걱띤파고 L디에 대한1 석대걱 태도득 

깅화시기는 것이기는 했지만 

L링나고 해서 콘론바이까 성애에 대힌 재냐의 태도듀 정딩회히 깃온 아니 

다 저1냐는 그니기 보기에는 ‘날새 없는 에균스’에 매날렀던 것이다 를돈타이 

는 이렇듯， 닌기] 없는 앙상깐 이]포스에 집착히는 시l도운 세대악 미도를 이떻 

;1] 이애해야 한 지 고심하였다 사실， 이 소설이 얼마나 앙대 젊은이글의 섹 

슈얼리디관을 직검 빈영히는 것인지는 1성획히게 담히기 이렵디 그이니 적이 

도 진동석 ~l 성석 급시가 사라꺼 후 새호운 규범이 확립디시 많은 쌍태에서 

그[ 당시 이기와는 선혀 디 아 세슈얼리피 관념 이 관생들이 니티니고 있었민 

깃온 분병하였다 소비어1 드 E기 사회의 젊은이E 은 성석 꺼지]유 “소시민수 

의‘라 정하며 경낼하뉴 태\~듭 보였다 11이 이논 컵은 세대의 나번한 성애핀응 

보여주는 깃이었다 이 점에서 불나면 석어도 싱은 세대 익부는 성애 문제에 

서 냐진파였던 올돈타이 자신의 선애(을기 서)브시)예브나의 건애와 유사한)보 

디도 휠씬 피격걱이뇨 급선적이었민 것이디 걷국 이 스섣은 핵벙 후 첩은 세 

대기 부닛친 현실과 이 속에서 그글어1] ;1] 깅 R 되었던 생활방식， 그 속에서 ?칭 

11이 Kollonlai (1 ~~l~-n ， p 저녕 

113) KollonI8i(l999). p. 232-223 

114) Igor S. KonOQG5). V.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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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마 골든만은 ‘부j딛수이 여꺼운동가’드의 착정꺼 운동의 히씨와 L 지도사든 

의 정신작 펀협생응 지직하기도 했지만， 성윤리 성 l，~턱파 판련애서도 뜰는타 

이와 적지 않케 유사한 추장을 한 인물이었디 엠마 、규드 1사은 여성이 써슈열 

리티에 대한 처분응 남성에게 남기는 대기균 경제거 인정응 얻는 저l'ιR 서의 

부프주아적 켈흔_l!] 가측의 위선적 성격바 그 니|부에서약 여생의 증속을 신말 

히 비환하고 “사유로운 사맹’을 수창하였던 깃이나 1:.!써 

또 디아 한편으쿄는 콜론터이의 주장븐 당시의 ÷비에드 이사아 젊븐이들 

의 성석 태도 1 과행에 비추어 올 때 격코 쌍삭음 넘어서는 깃은 아니었다 암 

에서 ?ι 발했 i; 러시아 혁명은 성직 판겨)에서도 혁영직 번회}블 불 "1 일 P 킨 시 

/1 이기도 하였고 1 젊은 층 사이에서는 싱과 관련하여 사회석으로 합의된 규범 

이나 원시이 없이 성관계기 이푸어지딘서 원치 않은 임신 성병이 만인했고 

이는 사회적으포 감당할 수 않는 문제를 불비일으키기도 했빈 것이다 129 

그런 떤실은 감인하여 올는타이뉴 성가 싼계에서 거번이 일어나고 있논 성 

황에서 성 E 세대의 성도믹어1 어떤 시본원칙음 마랜 !1 수 있음까듀 고심히 

얀불이었다 그리고 그Li논 무엿보다 이듭 여성애방과 인실시켜서 생각하고자 

하였나 」녀는 잭임감 있고 자유로운 사링 1 여성의 사회석 활동， 자녀 양육의 

사회가 책임과 R성보호블 그 납P 도 내、상은 것이다 그니는 본셰비키 혁명기 

들이 혁벙필통 기긴 충에 견지해 온 Ef욕주악적 대도가 젊븐 세대악 삶의 지 

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젊은 세대와논 우산 생불혁직 인령차에 따른 욕 

구의 치이도 았었시니약， 억압적 치르 체세 아때서 지히 혁 1성 핀통을 히민 세 

대가 견지하였던 개이석 생활빙식과 혁명으노 수립된 새호운 체재 이래서 성 

장기오 전이들고 있는 청닌세매의 생핍방식이 통일할 수 없었기 때문이디 이 

번 견시에서 l녀는 사끼 자선의 통제 아래 샤역스럽게 충족띠는 성석 욕구 1 

타인에 의존하거나 십히하지 않논 성숙한 인간관계듭 권하였던 것이다 그것 

이 ‘납개단런 에호스’론의 끼휴수강이었나 

128) E. Golc1man(J9G9!, pp. 227-239 곧E민은 섹슈언리디를 비치는 니]가보 칭게척 이 

정을 얻는 가정시1 인들의 상대가 성 ul애와 다를 lI f 없다고 여기번서， 해넙록 잉이 
/ 의 디 음괴 까은 남윤 인용 히고 있디 “돈윤 우1 에 신흔한 이비는 매순우악 비 lV~ 히 

더라토 신짜 니절한 ，;~~싸다 이런 아내뉴 보수를 뎌 적거] 맏。연서토 」퉁파 돌봄 

이미 는 형태보 딩씬 미 많은 것윤 돋려 쥬이야 한디 미순부는 지기 지선익 인선에 

대한 킨띠를 통째피 넘겨주는 일，0 __ 'Jt-J.. 가 1의 자유와 개안적 건이는 보유한다 

또한 닫지 의 포옹 에 9-1 게니 강제보 g 에야민 히 는 것노 이니디 "(p. 187) 

129) Koni19951, 1 μ 59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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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로 약고 있시 못라매 1 또히 소랜 사회으} 꺼빅한1 과재와도 쌍과없는 내 용 

이라는 것이었다 1 :1:2') 그니는 찰는타이기 섹슈열리티 E 저)에 대한 어느 젊은 

“동지 ’으1 상탐 요청 편지에 디]딴 담신으1 형식으포 “닌기l 달런 이]코스’:론을 수스 

것응 문제 산P 연서낭사 상황에서 생문제둡 진심。도 실실한 운저1 균 여기는 

젊은이가 괴연 멋 냄이니 필 것인지 의분이이는 민괴 한께 공격의 5[문을 열 

았나 비노 u}r드간카야까 보기에 싱은 세대의 관심사는 사팅， 섹간가 아니라 

가닌‘ 생게 해걷이었디 젊은 학생들은 가난이 물지 부족‘ 숙? 부투 교새 부 

속에 시단이먼서 이듀 해?믹하고사 애쓰고 있았고 노동셰급 젊은이든도 균핍 

떼묘에 고통스 21 우1 하고 였었다 ;11 다기 양성싼겨)는 그니기 보기에 그다지 흔 

아간러운 깃도 이니었나 너 중요힌 깃은 아직 사회수의 건션이 와수피시 않 

았기 l내 E 에 이듭 긴설하기 우1 해 u~ 진하논 일이었다 그니는 '"균~*기의 발응 

빌려 “우랴는 진균히Jl 있는 빙사들이디 1. .. ) 가장 중요한 싸유이 우리를 기 

다리고 있다”고 선언했다 l:)JI 그런네 이 같은 성황에서 인애 이야기나 하고 

있나니 펀론l까이는 비노 」라브스카야 낀은 투전힌 사회수의 여성투사가 보끼 

에는 고식해야 개얀직 쥐향응 떠빌려논 ;깐브주 상L 같은 인날에 지나지 않 

았나. HI 노 l라브스카야는 콘론바이가 익지나? 재 휴은 익부나치지]듀 수강젠 

다고 해서하여 이에 대해 격렬한 비핀응 기하였다 잉건대 콜돈타이는 마브드L 

스? 의적 공산추의적 직관이 없는 인물이이서 성애 문제에 ~l처권 이도한 관 

심응 기응이뉴 것은 치슬한 성치가 파오라논 것마저 씨닫지 봇하고 있다논 

섯이었디 • 341 

비노 l라브스카야는 성， 사링이아 사디 품선， 양육파 관련된 깃인데 펀론마 

이는 이를 섣리적 문세이기까 한 것커권 디투면서 지녁 잉용시섣‘ 낙대‘ 뇨아 

원 등의 문제득 무사파고 있나고 맹공아였는디l ‘ 사산 이는 정딩히 비판은 야 

니었다 왜냐하딘 여성부의 환E 기도서 비노그라L스카야 자신L 목격했겠지 

만. 펀론바이야맘노 팩벙 직후?터 이듀 문제의 해겸음 위해 L야말둡 헌시석 

。도 일했던 인불이었기 때문이다 

비노그이드스카얘익 공격은 콜품터이의 f설을 향히]서도 쏟아졌디 비노그 

라두스카야논 특히 자매글 응 비핀의 대상 。 R 산았-þ"-l네， 성 u~ 매 묘저1 기 노 

ß~i H(서ιhεvik \/i싸Oì1s(Hl이 i ， Wll~-115 

133) Bolshevik Visiα18(1 990) ， pp l1:5-11G 

134i Bolsheuik VÍSIαd1990i ，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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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단을 위해 노럭라지는 않으면서 ‘새호운 여성’의 행싱음 운위파고 있었으며 

이균싸 ‘여생주의가‘ 성향응 二 "1 낸 인→날이었다 1 :12) 여생주의자글응 비관했던 

콜파티이가 ] 스스로 여성주의적이이는 이유포 비닌을 반븐 적븐 그 선애도 

였었지만， 1 D20년대에 그니을 향한 이더한 비난은 더욱 배기되었다 

비노그이드스카얘가 ‘산업역균 양성?‘ 모범생의 대도쿄 콜파티아를 비난했 

나고 한1 마변 아론 자치 t드는 」에꺼] 최고 평점음 수곤 하는 모범 ilL사의 눈으 

쿄 사회 7::.의적 염숙주으1 를 제감했디 ~t "1 고 그 니묶으1 방식으쿄 콜품티이으1 

글이 젊은 세대에게 wl 치 지도 모근는 영힘음 사만아고사 노력했나 자킨 t드는 

마브三L스주의 신경성신학자 협회블 정설한 의사문서 본셰비키 증에서는 불 

게 보는 i호이드 진문까있나 →」는 펙벙 진부터 1노이드에 과심음 연구해왔 

。며 “피[도이닉주의와 마르크스주의‘라는 논묘응 통해 양자의 실힘응 시 ?ι하 

기도 히였다 이 사기 비시아에서 프로이트 이록은 성욕을 지세히i 혁 1성을 

우1 애 생직 에너지듭 승화시키기듭 권하는 간거도 환용놔뉴 경향이 많았뉴니1， 

잔7，1 1:드는 l 서봉에 션 이듀의 아나였나 l’애J 

실킨L뉴 /、}량과 성애논 겨)냐 에너지의 경제혁에 의해 기능하는 것이고 고 

청사복과 마찬가시노 히도가 정해셔 있는 깃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지나서 

111 성애에 끌두하띤 노농과 계냐지향직 환E 에 루입되어야 한 에너지기 난비 
된다고 주장히였디 게디가 3는 이스의 가장 중요만 역할은 지녀를 낳는 일 

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난잉 기정응 꾸힐 헝팬이 안 되고 혁염과 공능;"11 블 위 

한 사량이] 선년해야 할 청스닌들이 성적으도 임찍 발딛히는 것븐 사회적으도 

큰 슨산이라고 여컸나 」는 칭소년딘의 싱적 빙종을 막고 이딛에게 ‘모범석’ 

인 성도객을 확립시키기 위해 ‘잘킨드의 12계 1성’이피 연킬이지는 렌통준직을 

마련아있다，1-10 이는 극히 진동걱 1 보수석， 금익석 성걱욕 /}친 구1 고로， 흑진 

성관계블 산갈 것은 불돈 실훈 생환에서 ?ι 생에 지나치 111 당닉하지 발 것응 

꺼유아였으며 임부 익치제가 가장 사연 1. 매운 제도라고 수장했나.J.뿐 아니라 

그는 성관계에서!，~ 계냐직 관심응 엽수한 것응 잉 f하였。 1니， 그의 견해듭 I다 

프지면‘ 꺼]금의 적들괴 성관거l 를 가지는 것은 악이와 9 망우당"1 연애에 맞먹 

응 만한 어떤 실손상황응 의미하논 것이었다 14)) 이같이 보수직이고 고루해 

ßx) ClemenLs{ Hη9) ， p. :!:-t~ 

139) C<1IlE'ton(2005) , pp. 72-7/1 

140) ]"이1(1 995)， pp.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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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 의츄음 섭 만라나 체드캔이 비나과 이 대회듀 내눈 깃은 1920년이디11. 

이 사기에는 올는타이기 성 애방묘저]듭 본격직 ö3c 거는하지 않고 있었고， 여 

생분으1 섣지와 운영에서 I!→듯 여성문세에 관히] 레닌이 콜품터이의 관게가 비 

lli 직 협 깐?-]이었다 그런네 이 대화가 일만에 /11 공새핀 것은 1925년 _0_ 5，-， 를 

파티이의 ‘닌게달런 애포스‘판이 화제를 불이일으카지 ]녀의 비판지들이 그 

녀득 공걱하고 나셨던 λ1 점 ~l 깃이나 14이 비환사든은 펀론바이특 비난하기 위 

해 이미 사망히 고 없는 지도지의 발인의 신의를 왜곡랬을 가능성이 농후한 

깃이나 

여하는 를는타이에 대한 소련 권팍층의 공격은 겨1속되었다 를효타이뉴 

1922년 와 ll~과이 미어 소비에드 러사아듀 띠난 후 게속 외국에 머무근]고 있 

P 딘서 국내의 점여)한 정치가 현안에는 더 이상 받언하지 않기1 되었다 그펀 

지아 여성문세에 디]해서는 되?리를 냈다 그[녀는 노프웨이에서 힐사 뀌국히 

여 1D26년 기족연 개성응 워한 논의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의 

슨라는 깃음 막기 위해 독선여성이나 고야 둥음 국가까 시워하끼 위힌 익반 

기듀응 ?갱생해야 한다고 주잉하였다 111;:)) 나아기 그Li는 성 둔저)에 판한 소련 

시도부 의 비판이 셰속"'1 고 있던 상황에서 1927년에 위대젠 사링 음 펴냈는 

111. 이는 삼대의 사당 과 바실리사 말과기나 에 대한 비판에 대한 를돈타이 
의 탐이었디 이 ?섣집에 닦긴 이야기이1 서는 사망을 오기히 i 인격적 특립을 

택하뉴 여성의 의지기 다사 한 밴 신명하기1 표떤되고 였는 것이다 

7. 여성주의를 넘어선 며성주의 

올서]비카 정구]이 수립된 이후1 콘론바이는 여싱해빙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111) 콜는다이 전기 삭까c;l 포 El 니 프E 망/. 학지 니비이노 야마 이 심욕 가적하였디 

PorlEr(] 9HOI , [l 껴(i‘ \avail. ''The .so、 ieL lVIodel", C. Dllh、 & :vr. Perrol (eds.) 
(199'1l, p. 23'1 ."1.띤IiI 최끈에 블셰비키 핵 r덩 F 미 λ1 이에서의 성혁명 눈제를 9Ft 
한 칼튼 ,0 <11 년이 j밀 한 산’ 본 o 닫 딛본마。1즐 비판했다 ι 여 산히 주장하 J. 있 

디 Cnrlet이1(200:;). p. '13 선진]한 연 f듣。1 τ 간은 주산을 「성액히 연l박히는 사시 

을 지적하 ι 있음이]투 이를 미，1 하가 앙 L 동넙응 탐습하고 았는 싱，Ú __ 01 해하기 

01 핍디 

14õ) 를른타이 :'j 이 주강은 받아등이지지 않았Lf(W. Z. Goldman 198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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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1 가지 흥미노운 사싣은 펀론바이는 팩병 이진 오랫동안 엔셰비키의 

일원P 균 환능했지만， 자유주의가 여생주의자글과의 논쟁에서는 본셰비기에 

가끼운 방L겹름을 내랬디는 전이디 즉 아직 부프추아 핵벙이 틸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 l ，~ 찰는타이뉴 자유주의자늘응 부브주아 혁명에서 힘응 합치야 

할 연립 피드너로 껴지 않고 그들에 디l 립적인 데도를 취히였고‘ 프를터1 티티아 

의 수도구]음 부엿보마 강조라있나 l녀는 여싱문제득 증시하피 부 _2.수아 여 

성주의지들이 이를 주도해서는 안 된디고 얘았디 이는 터]닌이 농낀 농업문세 

듀 lF, 었던 빙 삭여1 비견 1김 수 있냐 에빈은 라시아 마 2':::-견간주의사은이 소흘 

히 다푸어 왔던 농민E 제을 성딘P 도 저)가하뇌， 이와 관련하여 농염사회주의 

사든이 이민수의사E 의 수도구]이 아니라 마딛감깐수익사(복세비키)딛 21 수도 

권응 깅 f했다 이을 위해 그는 인민주의자늘어1 대한 공객이 마치 기 생 주핀 

피세인 것 같은 데도를 취히연서 디、 L 한편으로는 살셰비키 농업강령올 따들 

어 l뀌는 니1 주픽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찰는타이논 여성묘제에서 사회주의자 

의 수도우1옴 확보아/] 위해 젠펴으노는 경생세력인 자유수의사듀에 대힌 비 

판에 집중하딘서 다른 한젠。 R뉴 사씌주의직 여성운잉의 논리둡 다잉어 내 

는 데 연중하였마 펀론바이는 올셰비키 꺼앵에 합류하시 진에도 이마 정시석 

십간방시에서는 본셰비키가 늑싱응 깅하세 ~r:ll뀌고 있던 인날이었다 

]이니 이는 큼론티이가 여성문서]이1 미한 견히] 자체에서 살셰비카적 인물 

이었음응 의마하는 것은 아니다 본셰비키 지!，~부논 일안가 。도 란은 의미의 

，，]프크스? 악적 여성허]방륜까올 인정히였으며， 이약 부한히지 않는 모간 여성 

수의득 거? 하있나， 문론 펀흔l'r이도 ? E 수사석 여성수의의 협소한1 너]누>:，]는 

시부히었디 그이니 세도적 걱변에서 부프 7::.아 여성주의의 요구 지체를 기부 

힌 깃은 아니고 오히 δ1 이듀 제도석으노 수용하고 이듀 넘어서는 여싱수의노 

나아기고자 하였다 

펀론마이가 1920년대에 성석. 익쌍석， 의식석， 운화석 자워에서의 여성해빙 

ξ 본격직 Öi;'c 거 E 하고 나온 것은 소비에튿 사회기 당시 선진자인 제ι을 

가지게 되기는 랬지 1사 ~I i권에도 실질적인 변에서 격차와 제약이 있였기 때문 

이었다 그런 심에서， 본인이 의시했긴 그런지 않긴 콜든타이어];11 서논 여생문 

제 해걷에서 잉충악 인게록이 니티났디뇨 할 수 있디 즉 체게의 영역에 속히 

는 의석 제도의 변에서 양싱관셰익 번회듀 먼저 이끌어내 마음에 비노소 섹 

슈얼리피‘ 선티 의식， 임상생핀， 문화 등 생필세게에서 더 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주장응 내놓기1 된 깃이나 서빙의 이성운동에서수 1960년대까시 제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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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 /，]중히 논의딘이 나오다까 68혁벙 이후에 H]호소 펀론바이까 주장헨 

섹슈얼리티， 일싱， 의시， 묘화 차원의 여생애방응 본격가P 도 논하게 되었다논 

것을 생각할 때 콜휴티이가 얼마니 앞선 인물이었민가를 실감히게 된디 콜품 

타이는 마르크스주의가 여성해방는응 기본 천제도 산P 띤서， 여성\，-:..농 보호 

론‘ 모성 I!→~론을 퉁히] ~τ 내용을 풍무히거] 히였으며， 이에서 더 니아가 성 

의 사유 싱 해냉옥 수장하였다 이노써 콘론l'r이는 사싱상 에상수의의 모든 

조류를 수용히고 그 가장 급선적 흐른끼지 여]고히는 가장 혁 1성적인 여성 7::. 의 

듀 장시한1 깃이나 

:날는타이는 여생해방의 대의듭 향한 자신의 일만과 언신성응 언제나 숨김 

없이 ji 혀야있다 」녀는 1922년 이후 사싱쌍 소랜의 중앙 정시부대에서 밀이 

나딘서 한식인 외f 주개 대사균 암염되었지만， 그 자 ιJl논 대단히 명예균운 

직색임은 나벙랬디 닫 ;γElo: '---. 192t) 느이1 수스 7'서쓰이|션 세계 역ι싱 씌」ι 으] 

이성 꺼사 임역이라τ λ- 씩이 。1 성。 라~" 1-; ~1:- " 시)아 뎌해 기 X 수 의 "1 븐 

δ1 밍케 말 ο〔고 있나 

\11 가 으깐르 「재 21κ1 C~: \01 사1二 ?1 끼괴 9} ~，:; 이1 냐‘」 매/!- öl~);Z 

냐 아산 tcE 우J 믿 ~ '1 가 아L:라 이싱 일안으 위띤 ;ι 즘 이흐있나수 

-~~;뇨 ò: 잉 "1 끼](è: Á~~_~ 까;삭 ~l τ1 、 ι 섣끽，'1 게 r~l ~~~- ;.:-리드 

나느 A으 깨딩았나]c;δ1 

,1 "1 
씨스 

。]ι 익l 

날; 티 O 논 븐 [Ò 'G] (~성 잉민 S 만히고 잉었디 그l.， ,"_- 난껑 끼1' 11 자 E에 '1: 
히] 셔는 ti '도 <)( ]」끼 시 선낀 L!~ /.、}이 11、 드까낌훌 까ji -;、거 j! -~~히 ?:- J} -!--. 

닉‘ "1 ~:-- 표띤 e 쓰끄 있 -:-::;Hl; 갈 i~ __ -E -i 。논 Cζ 칭 :lLI \~칭 '''1 이에 각기 ::1"'- 시 

걱 3 띄느 이중끼 ~"'O: 있 3 응 ?)히잉 .. 1-é ‘ 시 l 치건 01 이핑끼 IF 을 해지워 

」이 71 __ ~갓길 지히 슴/ ζ1 앉 δ 며 삼아 ε 이잉이 」 긴슨 치신~어1 

:냐저r:Hc- λ"ι 써야끼cc- 끼‘ 끼 ~l rq 류 가γ 미.:1 ' 지팽히혔미 1 섯펀 

이깅 ~s' λ、 )7.위직에 오른 예외시 91 ~ 이'i1 시 " 감싱 \11 계에서 1 낌 

없었민 서 ~，ι 인터 π 도꺼이기 1 승: ::1 

'117L 이네상애서 /잇 ';1 가듬성서 

].18) Kollont8i09771, SS , 8-9 

149) Kollontai(]977) , 5S , 9 

C 는 온디 가능 히써 ι ε 

딩]이 ε 

시”이 
스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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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eksandra Kollontai and Feminism: 

from Criticism of Liberal Feminism to Socialist-Radical Feminism 

Hahn , Jeong-Sook 

1기 lfS aπicle trie익 to a1131vze and evaluate the relation of Aleksandra 

lvlildlailovna Kollontaií1872-1952) to fCl1linisl1l. S0l1lC saγ shc 、Nas too 

feminis lÎι ülhers criLicized her anLi-[erninisLic lendencies. Cünsidering lhe 

gcncral social atl1l0sphcrc of hcr carly ycars 、I1hich facilitatcd intcllcctual 

and IJüliLical acLiviLies 01 、νomen. üne can say thaL KollonLai was 

bcncficiary of thc fruits I{ussian fCl1linist l1l0VCl1lcnt in thc long run hac1 

obtained. During the 꺼rst decades of the 20th century Kollontai presented 

hcrsclf as a hard-lincr opponcnt of f，이ninisl1l. But thc conccpt of fcminism 

in her IJeriod was undersLüüu in a veTj/ l1'-lITO\V sense. FeminisLswere 

considcrcc1 as ic1cntical with suffragcttcs, who fought for WOl1lcn' s rights 

lo ]JüliLical ]JarLici]Jalion. Küllonlai denounced '[erninisls' , dairning lhal lhey 

ignored the class differences arnong \vomen 

1n her earlv ve，σs KollonLai denied the exisLence üf \vomen' S lluesLiün 

S비Jarated from the \vhole social 3nd econornic sνstem. As "I;!arxist 매e 

maintaincd that V，lOl1l이l' s libcration could bc possiblc only undcr socialist 

system. Against liberal feminists vvho tried to in f1 uence on ,"yomen \\'-orkers 

for thc causc of unifiαd \V0111Cn ’ s front. Kollontai cndcaγorcd to rall v thc 

laller under lhe banner o[ Sucial Demucracv(i. e. Marxisl1l). She 

cmphasizcd thc ncccssity to protcct l1l0thcrhooc1 for womcn workcrs 

Bul even before lhe Bolshevik Revolulion Kollonμü did nol ignore lhe 

question of \vomen's indepenclence as person ancl therefore directed her 

e[forLs to Iind ne\v life norms üf I ne\v 、νüman! regurdless 01 dass. 

After the R디 ssian Revolutioll of lD17 Kollontai led for a time the 

mcnotdcl anc1 dcvotcd hcrsclf to rcstructuring of nOTIns of marria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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