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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벨 에포크 시대 프랑스에서 ‘신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

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세기 중후반에 들어

유럽 내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했던 ‘여성 해방 운동’ 또는 ‘페미니즘’은 프

랑스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며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

다. 이 과정에서 이전의 여성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는 새로운 여

성들이 프랑스 사회에 등장했고, 당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던 신문, 잡

지 등의 언론매체는 이들 ‘신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

다. 이 중 Femina라는 여성잡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모두

받는 ‘신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은 이렇게 상반되는 평가

를 받게 된 그 이유에 주목하여 Femina가 만들어낸 ‘신여성’의 이미지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떠한 의도 하에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연

출된 ‘신여성’의 이미지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각인되는지를 알아보는 탐

구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1장에서는 19세기 후반 벨 에포크 무렵 프랑스 내의 ‘여성 해방 운동’

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있었는지 정리한 뒤, 이러한 사회적 배

경 하에 이 ‘신여성’의 이미지가 언론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

아보았다. 원래 ‘신여성’이라는 개념은 19세기 중후반 영미권에서 등장한

것으로, 가정의 구성원이 아닌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

를 추구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갈망했던 중산층 여성으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여성’의 개념이 프랑스로 유입되는 과

정에서 프랑스 사회는 ‘신여성’을 ‘여성 해방 운동’ 내지 ‘페미니즘’에 의

해 탄생한 존재이자 남성 중심적 사회 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협적

인 존재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프랑스 대중이 갖고 있던 반(反)페미니스

트적 정서가 ‘신여성’에 투영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초기 프랑스식 신

여성’상에 당시 남성 대중이 ‘페미니스트’를 경멸하고 조롱하면서 이용했

던 ‘바 블뢰(bas-bleu)’의 이미지가 덧대어 지게 된다. ‘신여성’=‘페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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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바 블뢰’라는 인식 하에 언론은 이들 ‘신여성’을 여성성을 잃은 추한

여성,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일(주로 글쓰기)에

만 몰두하거나 페미니스트 유세장으로 내달리는 여성으로 그려낸다.

2장에서는 대중 사이에서 이와 같이 형성된 것과 상반되는 모습의 새

로운 ‘신여성’상을 제시하고자 했던 첫 번째 노력, 즉 페미니스트 일간지

인 La Fronde가 제시한 ‘신여성’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신문을 창간

한 마르그리뜨 뒤랑(Margueritte DURAND)은 페미니스트는 여성으로서

의 매력을 잃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존재라는 대중의 편견과

는 달리, 페미니스트들도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고 이것을 타인을 매

료시키는 하나의 무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La

Fronde식 신여성’은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갖춤과 동시에 뛰어난 지적

능력과 재기를 십분 발휘하며 여성의 삶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여성으

로 그려진다. 그러나 ‘La Fronde식 신여성’의 이미지는 대중과 페미니스

트 진영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La Fronde의 지면에서 연

일 쏟아내는 강경한 페미니스트적 발언과 여성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이미지 연출 사이의 간극을 좁혀줄 완충 장치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새로운 방식의 페미니즘과 ‘신여성’의 이미지를 제시했지만 이

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연출 전략이 부재했던 것이다.

상업적 여성지였던 Femina는 La Fronde의 이러한 시행착오와는 달

리 처음부터 ‘Femina식 신여성’상을 제시하는 데 있어 일관된 연출 전략

을 보인다. 3장에서 살펴본 바 Femina의 ‘신여성’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던 ‘La Fronde식 신여성’상을 계승하는 한편 La Fronde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던 여성의 의무, 즉 어머니, 또는 아내로써의 의무를 잘 지

키는 여성이었다. 이처럼 기존의 프랑스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했던 덕목

을 잘 지켜냄과 동시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 사회에 진출하는 전문직

여성, 이것이 ‘Femina식 신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Femina는 이처럼 이

중적인 면모를 동시에 갖고 있는 여성상을 독자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

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각의 주제별로 대중이 우려하는 요소를 정확히

간파하여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여러 가지 연출법을 구사한다. 특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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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참정권이나 여성 노동자의 연대처럼 대중이 ‘신여성’에 대해 가장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페미니즘과 직접 연결된 소재일 경우, 이를 무조

건적으로 옹호하기 보다는 이들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선입견을 깰 수 있

는 긍정적인 면모를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독자들이 페미니스트적 성향의

주장까지 경계심을 낮추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3장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Femina식의 이미지 연출이 독자들에게 긍정

적으로 각인되었음을 Femina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러 설

문 대회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해보았다. 이를 보건데 Femina 고

유의 이미지 연출법은 대중이 가지고 있던 ‘신여성’에 대한 반감을 줄이

고 이들의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적이고 모호한 ‘Femina식 신여성의 연출

법’은 남성 중심적 부르주아 가치관과 타협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간

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요소 역시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페미니즘의 실패 또는 남성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의 답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완전한 평등’을 중시했던 영미권 페미니즘과는 달리

‘차이 속의 평등’에 더 무게를 실었던 프랑스의 페미니즘적 전통을 고려

하였을 때, 벨 에포크 시기의 프랑스라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 하에 페미

니즘 가치관을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데 적합했던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데에 이 논문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벨에포크, 프랑스 페미니즘, 신여성, 여성 이미지, 여성잡지,

Femina

학 번 : 2014-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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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프랑스의 ‘벨 에포크’는 그동안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국한되어왔던

여성의 삶의 영역이 사회로 확대되면서 여성의 삶 전반이 변화의 물결로

인해 요동치던 시기였으며, 19세기 전반에 걸쳐 서서히 틀을 만들어왔던

여성 해방 운동(mouvement d’émancipation des femmes)이 구체성을 갖

고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프랑스 여성

들의 삶이 보여준 역동성은 그동안 과소평가되어왔다.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 해방에 대한 움직임이 활성화되면서 일반적 의미의 페미니즘 운동,

즉 “법적, 정치적 평등을 얻고자 하는 여성들의 조직적 노력”이 펼쳐지

던 시기였으나,1) 이것이 결정적인 성취로 연결되지는 못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한편에서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권리 투쟁 운동을 펼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들 스스로가 전통적 가치의 보전을 중시하면서 여

성 해방 운동에 우려를 표명하거나 당대 주요 담론과 타협하면서 오히려

여성들의 권리 신장에 소극적으로 행동했던 모순이 벌어지던 시기가 바

로 이 벨 에포크라는 시대였다는 것이다. 일례로 여성 해방 운동의 핵심

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참정권과 관련하여 19세기 말엽 페미니스트

집단 내부에서조차 공화정 하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질서의 확립을 위

해 여성의 참정권 논의를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존재했을

만큼,2) 우리는 당시 여성 해방 운동의 흐름 곳곳에서 제 3 공화국을 지

탱하던 남성 중심 부르주아적 가치관이 짜놓은 사고방식의 틀을 깨고 나

오지 못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크로스(M. CROSS)에

따르면 여성 투표권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벨 에포크 프랑스의 페미니즘

1) “During the 1970s, researchers characteristically defined women’s emancipation

movements or feminist movements as the organized efforts of women to

achieve legal and political equality.”

S. Palettschek, B. Pietrow-Ennker, Women’s emancipation movements in the
19th centur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6.

2) 김민정, 「18, 19세기 프랑스 위민즈 잇슈의 변천」, 『한국프랑스학논집』 45집,

한국프랑스학회, 2004, pp.3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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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활발하게 여성 참정권을 외쳤던 영국의 페미니즘과 주로 비교되면서

상당히 저평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프랑스에서 성행했던 아르 누보

양식의 회화나 포스터를 보아도 이 시기 프랑스의 여성 해방 운동은 여

성이 남성적 시선 앞에 놓인 수동적인 객체에 머무르는 것을 구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을 받아왔다.3)

이처럼 여성들 스스로가 프랑스 사회가 오랫동안 공고하게 유지해 온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내재화하고 있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이러한 가치관이 계속해서 여성들에게 주입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대중

매체가 끼친 영향에 주목하였다. 일례로 코스니에(COSNIER, 2009)는 당

대에 여성 독자를 겨냥한 대중매체가 오히려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사

회적 위계질서 안에 여성을 가두려했다고 주장하며 이 중 대표적인 잡지

로 Femina(1901-1954)를 꼽는다. 코스니에에 따르면, Femina가 그려내

는 여성상은 언뜻 보면 벨 에포크 때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여성인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에 완벽히 부합하는 아

름답고 가정적인 여성일 뿐이다. 이 시기 여성들의 삶에 본격적인 변화

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유형의 여성들이 프랑스

사회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Femina는 남성 헤게모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여성상이 사회에 널리 전파되지 못하도록 이들 여성들에

게 전통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덧씌워 이것을 지속적으로 독자

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이것을 벨 에포크 시대 여성들의 한계와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벨 에포크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

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읽을 것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벨란스

타인(BERLANSTEIN, 2004; 2007; 2009)이나 메쉬(MESCH, 2013)는 오

히려 Femina와 같은 여성 잡지가 제공했던 여성의 이미지는 벨 에포크

시대에 사람들이 보다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화된

‘Femme nouvelle(이하 ‘신여성’)’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들 연구자들은

3) M. Cross, ‘1890-1914: A ’Belle Epoque’ for feminism ?‘, in in D. Holmes, C.

Tarr, A ‘Belle Epoque’? Women in French society and culture 1890-1914,
Berghahn Books, 2006, pp. 24-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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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a가 반복적으로 제시한 여성상이 가정에 충실하고 여성스러움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벗어나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한 여성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Femina가 고유의 전략을

통해 구축한 이러한 이중적 이미지는 당대 새롭게 출현한 일련의 여성들

이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여성이면서도 뛰어난 능력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19세기 말엽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한 대중잡지들이 대중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과

Femina가 1905년에는 13만 5천부가 판매될 정도로 그 인기가 상당했다

는 점을 근거로 들어4) 이들 연구자들은 Femina와 같은 대중잡지가 만

든 신여성의 이러한 이미지 또한 벨 에포크 시대의 여성 해방 운동에 긍

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 추측한다.

위와 같은 새로운 연구의 흐름은 그동안 여성 해방의 역사 속에서 크

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벨 에포크 시대를 새롭게 읽어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왜 프랑스에서는 여성 해방 운동이 다른 국가들에서 펼

쳐졌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새

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다소 지나치게 낙관적인 결론을 내고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기

는 하나, 이 잡지 속 여성의 이미지에서 기존의 평가와는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메시지가 독자들에게 어

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메시지 수용의 문제까지 부분적으로 다룸으로써

새로운 연구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흐름, 즉 Femina의 기사가 쓰인 의도와 Femina

가 그려내고 있는 ‘신여성’의 이미지에 대한 상반되는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자는 이 두 가지 해석을 모두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

써 Femina식 ‘신여성’에 대한 이미지 구축이 과연 어떤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

4) G. Feyel, ‘La presse féminine au XIXe siècle(1797-1914)’ in H. Eck, C.

Blandin, «La vie des femmes» La presse féminine aux XIXe et XXe siècles,
Université Panthéon-Assas, 2010, pp. 4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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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본 연구는 Femina의 기사 위주로 분석하였던 코스니에나 벨란슈타

인, 메쉬 등의 분석에서 한발 더 나아가 Femina의 기사 외에도 ‘신여성’

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끼친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소들, 즉

Femina 등장 이전의 프랑스 사회, 문화적 배경까지 짚어보고자 한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과연 Femina가 지면에 담아냈던 여성의 이미지가 독

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연출된 이미지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연출된 이미지는 결국 독자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

시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메시지 전달의 완성, 즉 Femina라는 매체가

다듬어서 내보내는 메시지가 수신자인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

각인 결과까지 일부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이미지의 형성 배경부터

이미지의 각인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시도해봄으로써 Femina가

구체적으로 당대 여성의 삶 내지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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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내 ‘신여성’상의 등장과 이미지 형성

Femina식 ‘신여성’의 이미지 분석에 앞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 개념이 형성되게 된 사회적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신여성’이라는 표현 자체만 보더라도 이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 기존의 여성과는 다른 여성이 등장했다는 것, 즉 여성의 삶에 있

어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서론에

서 간략하게 밝혔듯이 실제로 여성의 삶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외치

는 일련의 여성 해방 운동이 바로 이 벨 에포크 시대에 구체화되기 시작

했다. 이러한 변화이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신여성’이라는 존재

들이기 때문에 ‘신여성’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벨 에

포크라는 시기와 이 시기의 여성 해방 운동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한 정리는 나아가 본 연구가 벨 에포크 시기에 주목한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과연 Femina식 ‘신여성’이 아닌 다른

‘신여성’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신여성’이라는 표현과 개념

은 Femina 발간 이전부터 벨 에포크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여성

들을 가리켜 흔히 사용했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Femina 고유의 방

식으로 형상화된 이들 ‘신여성’의 이미지가 갖는 특징과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벨 에포크 시대에 프랑스 사회가 ‘신여성’이란

개념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그녀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투영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 벨 에포크과 여성 해방 운동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이 시기의 ‘여성 해방 운동

(mouvement d’émancipation des femmes)’과 ‘페미니즘’이 뜻하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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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로

는 이 벨 에포크의 ‘신여성’이 ‘여성 해방 운동’이 활발해지던 사회적 배

경 하에 등장했으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들 ‘신여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성 해방 운동’ 또는 ‘페미니즘’에 대

한 대중의 인식이 크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페미

니즘’이라는 개념이 큰 틀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을 옹호하는 이론 또는

운동을 가리켜왔다고 하더라도 시대와 장소, 그리고 관점에 따라 ‘페미니

즘’의 핵심 목표, 사상적 기반 및 뉘앙스 등이 달라져왔다는 점, 그로 인

해 ‘여성 해방 운동’이라는 표현과 ‘페미니즘’이라는 개념 사이의 관계 역

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여성 해방 운동’이라는 표현에 대한 독립적이고 명확한 정의는 찾기

힘들지만,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와의 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 보인다. 이에 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하는데, ‘여성 해방 운

동’을 ‘페미니즘’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과 ‘여성 해방 운동’을 ‘페미니

즘’보다 넓은 범주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먼저 이 둘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는 주로 1970년대 초기 여성학

연구자들의 견해이다. 이들은 이것들의 개념을 “법적, 정치적 평등성을

획득하기 위한 여성들의 조직적인 노력(organized efforts of women to

achieve legal and political equality)”으로 정의했다.5) 이들의 관점에서

‘여성 해방 운동’ 내지 ‘페미니즘’의 핵심은 ‘법적, 정치적’이라는 부분과

‘평등성’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물로는

당시의 대표적인 여성학 연구자인 에번스(R. EVANS)가 1977년에 써낸

The Feminists: Women’s Emancipation Movements in Europe,

America and Australasia, 1840-1920을 들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이 책

의 제목에서 에번스가 ‘페미니즘’과 ‘여성 해방 운동’을 동격으로 사용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 에번스는 ‘페미니즘’을 “양성

간 평등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의 평등권에 대한 신조(the doctrine

of equal rights for women, based on the theory of the equality of the

5) S. Palettschek, B. Pietrow-Ennker, op cit., pp.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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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es)”로 정의내리고 있으며, ‘페미니즘 운동’의 핵심 및 궁극적 지향점

을 투표권의 요구라고 주장한다.6)

다른 한편으로 ‘여성 해방 운동’을 ‘페미니즘’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는

시각 역시 존재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주로 1980년대에 형성되었다. 이

러한 시각을 견지하는 이들은 ‘여성 해방 운동’을 “여성의 활동, 여성의

사회적 욕구, 그리고 페미니즘 내지 여성과 관련된 정책적 노력에서 나

타난 다양한 역사적, 현대적 표현(different historical and contemporary

expressions of women’s activities, social needs, and efforts in

feminism and in policies concerning women)”이라고 정의내린다.7) 이들

의 견해에 따르면, 에번스의 주장처럼 투표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 및 정

책적 변화를 위한 노력이 주가 되는 ‘페미니즘’ 외에 여성들이 그들의 활

동 범위를 사회 전반으로 넓히고자 했던 욕구를 반영하여 펼쳤던 다양한

시도들 모두가 ‘여성 해방 운동’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설명 모두 한계가 있어 보인다. 먼저 첫 번째 주장,

즉 ‘페미니즘’을 남성과 평등한 법적, 정치적 권리 획득의 요구라고 보며

‘여성 해방 운동’을 ‘페미니즘’과 동격으로 보는 측의 주장대로라면, ‘페미

니즘’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은 개념으로 축소시키게 된다. 무엇보다 ‘페

미니즘’의 핵심을 법적, 정치적 평등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는 개념 정의

는 벨 에포크 시기 프랑스 내의 ‘페미니즘 운동’ 전개 양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19세기 말엽 프랑스에서는 ‘가족주의 페미

니스트(familial feminists)’, ‘기독교 페미니스트(christian feminists)’, ‘사

회주의 페미니스트(socialist feminists)’, ‘급진적 페미니스트(radical

feminists)’, ‘부르주아 페미니스트(bourgeois feminists)’ 등 스스로를 페

미니스트로 칭하지만 서로 상당히 다른 성격을 지녔던 단체들이 활동했

다.8) 게다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들 프랑스 페미니스트들 사

이에서도 여성이 투표권을 얻는 것에 대해 심지어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6) 리처드 에번스 지음, 정현백 외 옮김, 『페미니스트: 비교사적 시각에서 본 여성

운동, 1840~1920』, 창작과 비평사, 1997, pp.12 참조.

7) S. Palettschek, B. Pietrow-Ennker, op cit., pp. 6 참조.
8) K. Offen, ‘Defining Feminism: A 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 Signs, vol.
14, N0. 1, The Univerity Press of Chicago, 1988, pp. 128에서 단체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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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했다는 점에서 이처럼 지나치게 좁은 범위로 ‘페미니즘’을 정의내릴

경우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의 페미니스트 단체들이 프랑스에 존재했었

던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여성 해방 운동’을 ‘페미니즘’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파

악하는 경우, 과연 ‘여성 해방 운동’에 포함되는 것 중 ‘페미니즘’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여성 해방’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는 여성들이 자신들을

억압해왔던 그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의 그 무엇이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러 한계를 겪게 해온 남성 중심 사

회 구조이며, 이것이야 말로 ‘페미니즘’의 가장 단순하고 현실적인 출발

점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던 ‘여성 해방 운동’의 학문적 정의를 보더라

도, 여성들이 사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여러 표현 중 정치

적인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페미니즘 운동’이 아닌 그 무엇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와도 동떨어져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페미니즘’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치적 평등권

을 위해 투쟁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페미니즘’에 대한 이와 같은 개념 정의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으로 오펜(K. OFFEN)의 주장을 들 수 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

터 20세기 초반까지 유럽 대륙, 그 중 특히 프랑스에서 전개된 ‘페미니

즘’의 역사에 집중하여 연구해온 오펜은 먼저 페미니즘의 역사를 사회사

가 아닌 정치사로 해석하여 ‘페미니즘’을 법적, 정치적 측면에서 남성과

동등한(equal) 권리를 얻기 위한 투쟁으로 보는 것이 지니는 한계를 지

적한다. 오펜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페미니즘 운동의 기원을 계몽적

이성주의(Enlightment rationalism)와 개신교적 개인주의(Protestant

individualism)이 결합된 영국식 자유주의(British liberalism) 사상과 연

결시켰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이러한 개념 설정이 영미권 페미니즘 운

동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다른 유럽 국가에서 펼

쳐졌던 페미니즘 운동의 전개 양상과는 들어맞지 않는다.9) 이러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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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펜은 ‘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현대 학자들이 영미권식 전통을 반

영하여 고안해낸 개념으로 국한시켜 이해하지 말고, 각 사회 안에서 주

어진 문화적 배경과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다.10) 나아가 오펜은 ‘페미니즘’을 “남성들의 권위와 헤게모니에 대항한

여러 도전들(challenges to male hegemony and authority)”이라는 포괄

적인 개념으로 보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 프랑스를 포함한 유

럽 대륙에서 전개되었던 ‘여성 해방 운동’이 남성들이 짜놓은 사회 구조

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과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11)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여 본 연구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법적

정치적 영역을 강조하는 영미권식의 ‘페미니즘’이 아니라 남성들의 권위

와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형태의 도전과 같은 포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때의 ‘페미니즘’은 정치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방식의 표현과 요

구이므로 벨 에포크 당시 프랑스에서 벌어지던 다양한 종류의 ‘여성 해

방 운동’ 역시 ‘페미니즘 운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논의가 진

행되는 과정에서 이와는 다른 성격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 언급할 필요

가 있을 경우, 영미권 전통의 페미니즘, 정치 투쟁 중심의 페미니즘 등

구체적인 용어를 덧붙여 구분하도록 하겠다.

1.1.1. 1기 여성 해방 운동의 재조명

먼저 벨 에포크를 시기적으로 정의하는 데 있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

나 일반적으로 19세기 말엽부터 1914년 제 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9) K. Offen, ‘Feminist Criticism and the Context for Women’s Movements,

1789-1860’, in S. Paletschek, B. Pietrow-Ennker, Women’s Emancipation
Movement in the 19th centur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12. 참조.

10) K. Offen, European Feminisms 1700-1950,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20 참조.

11) S. Palettschek, B. Pietrow-Ennker, op cit., pp.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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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리킨다. 벨 에포크라는 명칭은 전후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는 일종

의 향수가 반영된 것이다. 당시 정치적으로는 제 3공화국이 전례 없는

정치적 안정기를 누리고 있었으며, 식민지 영토 확장과 산업의 발전 등

으로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를 바탕

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의 중심지로 부상한 프랑스, 특히 파리는 그

화려한 문화만으로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던 곳이었으며, 이 모든 번영

을 회상하며 그리워하던 후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아름다운’, ‘아름다웠

던’ 시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1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시기에 주목한 것은 프랑스의 벨 에포크 시대

그 자체가 지니는 특징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시기의 페미니즘 운동 내지

여성 해방 운동에 대한 해석이 20세기 후반부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때

문이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 사이 여성 해방 운동이 힘을

얻게 되면서 앞선 세대 여성들이 펼쳤던 여성 해방 운동에 대한 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13) 이 과정에서 186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여성 해방 운동이 1기 페미니즘의 시기로 구분되기 시작한

다.14) 그러나 1960년대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들 1기 페미니즘 운동이 “부

르주아적”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15), 렌달(J. Rendall), 비델만(P.

K. Bidelman), 맥밀란(J. F. McMillan), 젤딘(T. Zeldin)과 같은 1960년대

12) D. Holmes, C. Tarr, ‘New Republic, new women? Feminism and modernity at

the Belle Epoque’, A ‘Belle Epoque’? Women in French society and culture
1890-1914, Berghahn Books, 2006, pp.11-12 참고.

13) M. J. Boxer, ‘First Wave’ Feminism in ninteenth-century France: class,

family and religion, Women’s Studies Int. Forum, Vol. 5, No.6, 1982, pp.551
참고.

14) 이밖에 1기 여성 해방 운동의 시기를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으로는

18세기 후반 프랑스 대혁명 전후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주

장도 있으나(PALETSCHEK, PIETROW-ENNKER, 2004) 프랑스의 1기 페미니

즘 운동의 시기는 대체적으로 제 2 제정에서 제 3공화국으로 넘어가는 1860년대

부터 1차 세계 대전 전까지로 보고 있다.(OFFEN, 1982, 2004; BOXER, 1982;

ROCHEFORT, 2004) 이 밖에 오펜은 이 1기 페미니즘 운동의 기간을 세분화하

여 다양한 갈래의 페미니즘 운동이 번성하기 시작한 1890년을 기준으로 전기, 후

기를 구분하기도 한다.(OFFEN, 1982)

15) F. Rochefort, ‘The French Feminist Movement and Republicanism, 1868-1914’,

in S. Paletschek, B. Pietrow-Ennker, Women’s Emancipation Movement in the
19th centur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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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연구자들은 다른 국가, 특히 영미권의 페미니즘 운동과의 비교 연

구를 통해 프랑스 1기 페미니즘 운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의미 있는

성과 없이 끝이 났다고 평가했다.16) 이들이 이러한 평가를 내리게 된 가

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1기 페미니즘 운동의 시기에 지나치게 다양한 스

펙트럼의 단체들이 쏟아져 나왔던 점을 꼽을 수 있다.17)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단체들이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을 합치기 어려

웠기 때문에 여성 참정권 획득을 목표로 활동했던 ‘쉬프라제뜨

(Suffragette)’들은 결과적으로 투표권을 얻어내지 못하였고 여성의 경제

적 독립 역시 획득하지 못하는 등 실패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

이다.

이처럼 페미니스트들 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응집이 부재했던 것이

정치, 사회 분야에서의 여성 해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면, 여성

존재에 대한 근본적 인식이 바뀌지 않은 것, 즉 여성은 여전히 주체가

아닌 객체라는 사고 안에 머물러있는 것도 당시 여성 해방 운동이 큰 성

과 없이 끝났다는 증거로 제시된다. 당시 프랑스 사회에 널리 퍼져있던

예술 사조인 아르 누보(Art Nouveau) 양식의 회화나 포스터 등에서 제

시했던 여성의 이미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 여성은 실버만

의 설명처럼 화려하고 섬세한 디테일로 상징되는 “Objet d’art(예술품 내

지 오브제)” 정도로 여겨지거나18) 오로지 그 화려함 또는 성적으로 감각

적인 이미지에 갇혀 남성적 시선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평가되고 있

다.19)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1기 페미니즘 운

16) K. Offen, op cit., pp.21. 참고.
17) 앞서 언급했듯이 20세기 초반 프랑스 내에 스스로를 페미니즘 운동이라 칭했던

단체들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socialist feminists), 노조주의 페미니스트

(syndicalist feminists), 급진주의 페미니스트(radical feminists)부터 부르주아 페

니미스트(bourgeois feminists), 가족주의 페미스트(familial feminists), 통합주의

페미니스트(integral feminists), 기독교 페미니즘(Christian feminists)에 이르는

등 매우 다양했다. K. Offen, ‘On the French Origin of the words Feminism

and Feminist’, Feminist Issues, Springer-Verlag, 1988, pp. 48 참고.
18) D. Silverman, Art Nouveau in Fin-de-Siècle France: Politics, Psychology
and Sty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pp. 69 참고,

19) D. Holmes, C. Tarr, op cit., pp.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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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재평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오펜(K. Offen), 복서

(M. J. Boxer), 클레이만(L. Klejman), 로슈포르(F. Rochefort)등의 연구

자들은 이들 1기 페미니즘 운동이 펼쳐지던 프랑스 사회의 특수성에 주

목하여 왜 프랑스에서의 페미니즘 운동이 다른 국가들에서와는 사뭇 다

른 양상을 띠게 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20) 제 3 공화국 하의 프랑

스 사회라는 정치적, 이념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비로소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던 프랑스 1기 페미니즘 운동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벨 에포크 시대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재평가는 오

늘날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홈즈, 타르(HOLMES, TARR, 2006)

는 90년대 이후에는 벨 에포크 시기의 프랑스 페미니즘 운동, 즉 앞서 1

기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정의했던 일련의 운동들이 한계와 더불어 긍정

적인 의미 역시 보이고 있음을 주장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정리하고 있

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시기를 여성 해방의 흐름과 프랑스 사회 전

반에 있어 혁신적인 시기였으며, 뒤 이을 세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은 시기로 평가하는 것이다. 벨 에포크 시기에 페미니스트들은

투표권 및 성 차별적인 민법 개정 요구,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

권과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 모성과 가사 노동 가치의 인정 요구 등

을 외쳤고21) 이를 보더라도 이 시기 페미니스트들은 근본적인 여성 해

방에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 급진적 페미

니스트들 중에 초기에 활동했던 위베르틴 오클레르(Hubertine

AUCLERT)는 결혼 제도와 여성의 종속이라는 메카니즘을 거부했고, 넬

리 루셀(Nelly ROUSSEL)은 출산을 선택할 권리와 피임,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벌써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1기 프랑스 페미니즘 운동 후반에 이

름을 날렸던 마들렌 펠르티에(Madeleine PELLETIER)는 이미 남성과

여성이라는 젠더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22) 이

들의 주장은 거의 반세기가 지난 뒤 프랑스 페미니즘의 선두주자로 일컬

20) F. Rochefort, op cit., pp. 78 참고.
21) Ibid., pp. 13 참고.
22) Ibid., pp.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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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가 주장했던 것과 크

게 다르지 않은 만큼, 벨 에포크 시대의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과 관련된

다양한 담론 속에서 다음 세대가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 해방을 외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벨 에포크의 여성들은 여러 종류의 사상적 기반만 구축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 사회에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현실 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조직 활동을 벌였다. 1868년부터 1914년까지

프랑스에서는 112개의 페미니스트 단체 또는 연대조직이 활동하였는데,

20세기 직전 무렵의 벨 에포크 시대에 접어들면서 페미니스트들의 결집

이 더욱 활발히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1901년 여러 페미니즘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전국 프랑스 여성 회의(CNFF: Conseil National des

Femmes Françaises)’, 1909년 설립된 ‘여성 투표권을 위한 프랑스 연합

(Union Française pour le Suffrage des Femmes)’을 예로 들 수 있다.23)

1901년에는 약 2만에서 2만 5천 명이, 1914년경에는 10만 명 이상의 여

성들이 이들 페미니스트 단체에 가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24)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가시적인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

에 실패했다고 섣불리 평가하기 어려울 만큼 벨 에포크 시대의 페미니즘

운동은 이론과 실천의 영역 모두에서 무르익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벨

에포크 시대에 이와 같은 새로운 여성들을 경계하고 이들을 비난하는 남

성들의 목소리 또한 더욱 커졌다는 점은 오히려 프랑스 사회 내에서 여

성 해방이 점점 더 공론화되어가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 등의 페미니즘 운동보다는 비록 규모가 작고 그 전

개 양상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복잡했다고는 하나 프랑스에서의

여성 해방 운동이 남성들에게 남성중심 사회 구조에 도전하는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25) ‘신여성’이라는 이미지는 이와

같은 사상적, 그리고 사회 현실적 변화 속에서 역동적으로 만들어진 결

23) Ch. Bard, F. Elmarani, B. Pavard, H istoire des femmes dans la France des
XIXe et XXe siècle, Ellipse, 2013, pp. 28-29 참조.

24) D. Holmes, C. Tarr, op cit., pp. 12 참조.
25) Ibid., pp.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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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물인 것이다.

1.1.2. 여성 해방 운동 전파와 언론

남성들에 비해 연대의 기회도 경험도 많이 가지지 못했던 여성 해방

운동이 이처럼 퍼질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로 표현의 자유 증대와 여성

지의 발전을 들 수 있겠다. 19세기 내내 가속화된 인쇄와 사진의 발달,

그리고 이에 힘입어 성장하게 된 미디어가 대중화시킨 여러 주제 중에는

여성과 관련된 주제도 포함되었으며, 이는 특히 여성 청중들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26)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른 많은 사회 운동과 마찬가지로

양성 평등의 요구 역시 언론 통제 및 검열이 느슨해짐에 따라 언론매체

에 활발히 실리기 시작했다.

쉴르로(SULLEROT, 1963)는 여성지의 발전을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의무(devoirs)’의 영역, 다시 말해 여성으로써 가꾸어

야 할 스타일, 패션, 가사 등을 다루는 여성지의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droits)’의 영역, 남성 주류 사회에 대한 반항과 페미니즘을 다루는

여성지의 발전이다. 19세기 초반부터 상업성을 띄고 꾸준히 성장해온 첫

번째 유형의 여성지들과는 달리,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던 여성지들은

대혁명 이후 몇 가지가 등장하였으나 혁명의 불씨가 꺼져감에 따라 함께

사라져갔고27), 제 2 제정까지 그 명맥만 유지하다가 제 3 공화국의 등장

이후 다시 발간되기 시작했다. 특히 급진적 페미니즘(féminisme radical)

의 선봉장 격이었던 위베르틴 오클레르(La Citoyenne 창간)나 온건적

페미니즘(féminisme modéré) 진영의 레옹 리쉐(Léon RICHER, Droits

des femmes 창간), 루이즈 코프(Louise KOPPE, La Femme de France

26) 미쉘 페로 외 저, 권기돈, 정나원 역, 『여성의 역사 4: 페미니즘의 등장: 프랑스

대혁명부터 제 1차 세계대전까지』, 새물결, 1998, p.414 참조.

27) 이 중에는 생시몽적 여성관과 평화를 외치던 La Femme Libre(1832-1834),
Journal des Femmes(1832-1837)부터 공장 노동자 여성들이 만든 일간지 La
Politique des femmes(1848-1849) 등이 있다.
E. Sullerot, La P resse Féminine, Armand Collin, 1963, pp.19-2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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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등 당대 주요 페미니즘 운동가들은 진영을 막론하고 신문 또는 잡

지를 창간하거나 편집장을 맡음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실어 전파하고자

하였다.28) 쉴르로는 20세기가 시작할 무렵 프랑스에는 페미니스트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 간행물이 21개 정도가 발간되고 있었다고 기록한

다. 이들 잡지에서는 여성 문맹률 퇴치, 여성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기

관 수학 권리, 그동안 금지되어왔던 직업 진출, 남성과의 동등한 임금,

이혼 요구의 권리 등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29) 쉴르로는

제 3공화국의 출현 이래로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페미니스트 잡지로

대표적인 잡지로는 Le Droit des femmes, La Citoyenne, L’Harmonie

Sociale, La Revue Féministe, Le Journal des Femmes, L’Abeille, Le

Conseiller des Femmes 그리고 La Fronde 등을 거론하고 있다.30)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점은 Femina가 페미니스트 잡지로 분류될 수 있

는지에 대해 상반되는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혁명 이후부터 오늘

날까지의 프랑스 여성지의 발전사를 연구한 쉴르로는 Femina에 대해

“해를 거듭하면서 사교적(mondaine)이고 경박하게(superficielle) 변모한”

이라는 짤막한 평가를 덧붙이긴 하였으나 이 잡지를 위에서 언급한 대표

적인 페미니스트 잡지 사이에 나열하고 있다.31) 이는 페옐(G. FEYEL,

2001)이 19세기 후반부터 ‘당신(vous)’과 ‘의무(devoir)’를 이야기하는 여

성지(presse féminine)와 ‘우리(nous)’와 ‘권리(droit)’를 외치는 페미니스

트 언론(presse féministe)의 경계가 명확해졌으며, 전자의 대표적인 예

로 Femina를 거론한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32) 풀어서 말하자면 폐엘

28) L. Klejman & F. Rochefort, L’égalité en marche, Des Femmes, 1989, Ch. 2
참고.

29) E. Sullerot, op cit., pp.7-9 참조.
30) Ibid., pp. 35-37 참조.
31) “A la même époque apparut aussi de très nombreux hebdomadaires mensuels

ou bimensuels féministes, tel L’Harmonie Sociale, socialiste, La Revue
Féministe, bimensuelle, de Clothilde Dissard, puis, après 1897, Le Journal des
Femmes, L’Abeille, organe des syndicats féminins, Le Conseiller des
Femmes qui procurait du travail, Fémina première grande revue illustré qui
devint, avec les années, si mondaine et superficielle, La Tribune des Femmes,
etc.” Ibid., pp. 35-37 참고.

32) G. Feyel, op cit., pp.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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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emina를 ‘우리 여성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 잡지가 아

니라 ‘당신 여성들의 의무’를 이야기하며 남성 중심 사고관을 담아내는

잡지라고 보았던 것이다. 페옐은 Femina의 창간호에서 다음과 같이 선

언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여기서는 절대로 “페미니즘”이나 “사회적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

이 아니다. 우리는 여성의 남성화와 여성으로부터 세련된 매력을

빼앗는 작업의 경우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자 한다. Femina는 반대

로 진정한 여성, 가장 훌륭한 우아함, 좋은 말투, 자비로움의 전통

속에서 올바르게 자라난 프랑스 여성을 위한 것이다.33)

이와 같이 Femina 스스로가 자신들을 페미니스트 잡지와 구분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잡지에 대해 여성 해방에 도움이 된 페미니스트

적 성격을 지닌 잡지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바로

본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모순적 평가로부터 출발하여

Femina가 발간되던 당시 프랑스 사회라는 배경과 Femina의 기사, 그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여성상 그리고 이에 대한 독자들의 해석과 수용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이 잡지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하

는 것이다.

1.2. ‘신여성’의 이미지 형성과 언론

앞서 논의했던 여성 해방 운동 사상의 전파와는 별개로, 프랑스 내에

서 ‘신여성’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데에는 신문과 잡지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 벨 에포크 시기 신문, 잡지의 번성이 크게 기여했다.

33) “(...) il ne s’agit point ici de ”féminisme“ ou ”d’émancipation sociale“ : nous
laissons à d’autres le soin de masculiner la femme et de lui enlever son

charme exquis. Femina sera, au contraire, consacrée à la vraie femme, à la
Française élevée sainement dans les meilleures traditions d’élégance, de bon

ton et de grâce.” Femina, 1901/02/01.



- 17 -

Femina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여러 인쇄 언론 매체는 사진과 삽화 같은

시각적 이미지부터 시작하여 서술 대상을 이미지화하는 텍스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대량으로 제시하였다. 인쇄술과 사진술

의 발달로 인해 벨 에포크 시기에는 삽화나 사진이 곁들여진 인쇄물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신문 내지

잡지들이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으나, 로버츠(Roberts, 2002)의 설

명에 따르면 제 2 제정 말엽부터 느슨해지기 시작했던 검열이 1881년에

법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19세기 후반 문맹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 그리

고 드레퓌스 사건과 같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굵직한 사회 이슈 등에

힘입어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프랑스 언론은 “황금시기”를 맞이할 만큼

번창한다.34) 이전까지는 5만 부 이상 인쇄되지 못했던 일간지들이 대량

인쇄의 발달로 5상팀라는 저렴한 가격에 팔리기 시작하면서 1863년 Le

Petit Journal이 약 20만 부가 팔리기 시작했으며, 1881년에 이 신문의

일요판 특별호는 80만 부까지 팔리는 기염을 토해냈다. 1900년에는 Le

Journal이 50만 부, Le Matin이 75만 부가 인쇄될 정도였다.35)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들 잡지들은 심한 경쟁 속에서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흥미를 유발하는 이미지를 경쟁적으로 싣기 시

작했다. Le Charivari(1832-1937), Le Grelot(1871-1903)와 같은 정치, 사

회 풍자 신문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커리커처가 전면에 실렸고(<그림

1-1>, <그림 1-2> 참고) 대중적인 일간지까지 1면에는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그림을 실었다. <그림 1-3>, <그림 1-4>의 경우,

마차에 치이면서까지 아이를 구한 여성이나 식민지에서의 처형 장면이

신문 1면에 크게 그림으로 소개되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은 누락되어 있다. 게다가 이 사건들 자체가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일

으킨 특별한 사건도 아니었던 만큼 이는 이들 언론이 일상적인 일이나

크게 이슈화되지 않은 사건들까지도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최

34) M. L. Roberts, Disruptive acts, the New Woman in Fin-de-Siècle Fran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2, pp. 12 참고.

35) E. Weber, France, Fin-de-Siècl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pp. 27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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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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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극적인 이미지로 꾸며 게재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로버츠

(ROBERTS, 2002)가 19세기 말엽의 언론이 “가능한 한 가장 극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당시의 생활을 기록(to document modern life

in the most dramatic, entertaining way possible)”했다며 잡보 기사

(faits-divers)와 관음증적 리포터 문화, 그리고 필자들이 가명을 사용한

것 모두 이 시기 언론으로 하여금 더욱 연극적인 이미지를 생산해내도록

했다고 설명한 것36) 역시 이러한 시대상을 잘 요약하고 있어 보인다. 이

처럼 Femina가 태어나기 전부터 벨 에포크 시기에는 이미 무르익을 대

로 무르익은 대중매체가 무수히 많은 양의 이미지를 쏟아내고 있었던 것

이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이미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신여성’이라는 개념 역시 언론 매체에 의해 이미지화 된다.

1.2.장에서는 이 ‘신여성’이라는 개념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어떻게 변화

되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이 ‘신여성’이

라는 개념의 기원과 프랑스로의 유입 및 프랑스 내에서의 개념 변화에

주목하였고, 이 ‘신여성’이라는 개념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양상

으로 변화함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 전개의 편의

상 서로 다른 개념의 ‘신여성’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여 구분하고자 한다:

‘초기 영미권식 신여성’ � 프랑스로 유입(‘북유럽식 신여성’과의

만남) �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 � ‘La Fronde식 신여성’ �

‘Femina식 신여성’

이러한 명칭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명칭은 아니며, 다

만 본 연구자가 변화하는 ‘신여성’의 개념을 유형화하여 정리한 용어임을

미리 밝히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36) M. L. Roberts, op cit., pp. 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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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초기 영미권식․북유럽식 신여성’상의 유입

로버츠, 로슈포르, 홈즈&타르(ROBERTS, 2002; ROCHERFORT, 2004,

HOLMES&TARR, 2006)등의 연구자들은 이 ‘신여성’이라는 개념이 유럽

본토에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영미권 사회에서 먼저 형성되어 유럽

본토로 유입된 개념으로 보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로버츠는 1880년대

초반부터 영미권 사회에서 급부상했던 페미니즘 운동과 여성의 활발한

대학 진학 등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여성을 ‘New

Woman’으로 지칭했던 것이 유럽, 그리고 프랑스에 유입된 ‘신여성’의 개

념적 기원이라고 설명한다. 로버츠가 설명하는 이들 ‘초기 영미권식 신여

성’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신여성은 자주 페미니스트적 관점을 견지하고는 했으나, 신여성

의 주된 목표는 (영미권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했던) 법적 또는 정

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신여성은) 아내 또는 어머니로써의 도덕

적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법적 또는 정치적 권리를 정당화

하지 않았다. (...) 희생이나 금욕과 같은 도덕적 가치들로부터 관

심을 거두고 대신 자기 계발 및 자아실현을 강조한 20세기식 개

인주의와 연결된 신여성은 전통적 가정생활을 넘어선 자기 자신

만의 삶을 갈망했다.37)

로버츠의 위 설명에 따르면 ‘초기 영미권식 신여성’이 당시의 페미니스

트들과 사상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모든 ‘신여

성’이 남성과의 완전한 평등을 외쳤던 페미니스트였던 것은 아니었다. 이

때 ‘신여성’은 기본적으로 전통적 가정이라는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

37) “While New Woman often held feminist views, her primary goal was not to

gain legal or political rights. Nor did she justify such rights in terms of her

moral influence as wife and mother, as did many feminists. (...) Linked to the

twentieth-century cult of personality, which swung attention away from moral

qualities such as sacrifice, and self-denial, and emphasized intead

selt-development and self-fulfillment, the New Woman wanted a life of her

own beyond traditional domesticity.” Ibid., pp.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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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인으로서의 자아실현을 꿈꾸는 여성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이지,

자신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다른 이들과 연대하는 집단의 개념은 아니

었다는 것이다. 문학 작품이나 신문,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는 그녀들을

주로 학문을 좋아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꾸밈없이 단정한 드레스를 즐겨 입으며 제인 에어를 연상시키는 검소한

생활과 ‘댄디’한 행동 등을 실천하는 중산층 여성과 같은 이미지들로 정

형화하여 표현하였다.38) 그 결과 그녀들은 곧 빅토리아 조의 보수적 부

르주아 문화와 결혼관에 대한 반항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39)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여기까지 설명한 ‘신여성’을 ‘초기 영미권식 신여성’이

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이러한 로버츠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여

성’이 등장하게 된 데 당시 영미권의 페미니즘 운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

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장 도입부에서 설명했던 영미권 전통의 개

인주의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페미니즘의 경우, 여성 역시 가족을 기

반으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정당화하는 이론

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신여성’이라는 존재는 그

시작부터 ‘페미니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 이 ‘초기 영미권식 신여성’상은 도버 해협을 건

너 프랑스로 유입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문화권에서와는 다소

다른 양상의 이미지 구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당

시에 새롭게 부상한 북유럽식 ‘신여성’, 바로 헨리 입센의 작품 『인형의

집』의 주인공 노라(이하 ‘북유럽식 신여성’)가 프랑스인들에게는 다른

유럽인들과는 상반되는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작품 발표와 동시에 유럽 전역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 노라라는

인물은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신여성’이라는 개념이

보다 진취적이고 계몽적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게 일조했다. 전제적으

38) “Bespeckled, bookish, and austere in dress, the New Woman combined a

Jane-Eyre-like plainness with dandy-ish habits such as cigarette smoking.

Garbed in bloomers, she was frequently depicted riding bicycle, the new

plaything of leisured middle classes.” Ibid., pp. 21 참조.
39) Ibid., pp.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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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군림하려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적 자유를 얻기 위해 아이를 버

리고 집을 떠나는 노라는 가부장 사회의 모순에 명백하게 이의를 제기한

여성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노라가 새로

운 유형의 여성상으로 부상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은 특히 페미니스

트 진영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게 된다. 일례로 영국의 19-20세기 전환기

페미니스트들은 “세상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 혼자 독립”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노라에게서 여성의 ‘계몽적 주체의식의 생성’을 확인했고, 여성참정

권 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녀를 명실상부한 페미니즘의 아이콘으로 부상

시킨다.40)

이처럼 영미권 또는 북유럽권에서 노라라는 인물이 ‘신여성’의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페미니즘 운동의 뛰

어난 홍보물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전혀 다른 방

향으로 이 인물을 받아들이게 된다. 1894년 ‘인형의 집’ 파리 초연은 런

던에서 그랬던 것과는 달리 젠더 역할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기

는커녕, 프랑스인들을 전혀 다른 부분에서 불편하게 만들었다. 오영주에

따르면 결혼 생활에 실망하고 남편을 등진 여성인물을 이미 자국의 여러

문학 작품에서 숱하게 보아왔던 프랑스인들이 노라에게서 느꼈던 불편함

은 그녀가 육체가 아니라 정신으로 반항한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단적

으로 플로베르(G. FLAUBERT)의 『보바리 부인Madame Bovary』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프랑스 문학 작품 속에서 남편과 가정으로부터 벗

어나고자 했던 여성 인물들은 대부분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의 육체적

사랑을 통해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꿈꿨다. 그러나 프랑스 대중은 이처럼

육체가 아닌 머리로 반항하는 여성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

며, 프랑스 여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국적인 여성 내지 심지어 프랑스

내 여성들이 본받아서는 안 되는 위험하기까지 한 여성으로 여겼던 것이

다.41)

40) 오영주, 「입센의 페미니즘과 프랑스의 실패한 만남」, 『한국비교문학연구』 21

권 3호, 한국비교문학회, 2013, pp. 46, 49 참조.

41) Ibid., pp.53-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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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상과 ‘Bas-bleu’

이처럼 1890년대 중반 경에 프랑스에 유입된 ‘초기 영미권식 신여성’과

‘북유럽식 신여성’은 프랑스 사회 내에서 매우 부정적인 ‘신여성’의 이미

지로 변모하게 된다(이하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 ‘초기 영미권식 신여

성’은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페미니스트와는 구분되는 하나

의 문화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그 기저에 영미권 전통의 개인주의에 기

반을 둔 ‘페미니즘’적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유럽식

신여성’상을 대표하는 노라가 유럽 전역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자신

들을 대표하는 여성상으로 부상한 만큼, ‘신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프랑

스 대중의 머릿속에서 페미니스트에 관해 전해 내려온 고정 관념과 뒤섞

이게 되었다.42) 단순화하여 설명하자면 “결혼과 가정생활보다는 개인의

독립적 자유와 교육을 추구하는 중류층 여성(a middle-class woman

seeking independence and education rather than marriage and life at

home)”43)정도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이들 ‘초기 영미권식 신여성’을

프랑스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프랑스 특유의 적대심을 더해서 “과도하

게 남성화된, 입센 식의 북유럽식 여성들(the overly-virilized, nordic

women of Ibsen)”44)이라고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주류 프랑스 사

회의 평가는 이들 ‘신여성’을 경계해야 하는 이상한 존재이자 다른 문화

권에서나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다시 말해 프랑스에는 결코 맞지 않는

존재로 받아들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신여성’과 ‘페미니스트’를 유사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서 당시

프랑스 남성들이 ‘신여성’에 대한 이미지에 덧붙인 것은 페미니스트들을

경멸하고 비난할 때 사용했던 ‘바 블뢰(Bas-bleus)’라는 경멸적인 단어였

다(이 때 말하는 페미니즘 내지 페미니스트에 대한 당시 대중의 인식은

1.1.장 도입부에서 설명했던 것, 즉 당시 프랑스 내에서 전개되었던 페미

니즘의 실체 내지 진정한 성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주류 남성

42) M. L. Roberts, op cit., pp. 23 참고
43) D. Silverman, op cit., pp. 67 참고.
44) M. L. Roberts, op cit., pp.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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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막연히 페미니즘에 대해 갖고 있던 일종의 부정적 편견이자 적대감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로버츠는 이 ‘바 블뢰’가 몰리에르의 『여

학자들Les Femmes Savantes』등에서 그려지고 있는 ‘프레시외즈

(Précieuse)’들을 자기 분수도 모르고 스스로를 매우 뛰어난 지적 능력

내지 재기(esprit)를 갖춘 훌륭한 여성이라 착각하고 떠벌리는 허영심 많

은 여성으로 비하하고 희화화했던 프랑스의 문화적 전통과 맞닿아 있는

용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45) 플로베르는 『통상 관념 사전

Dictionnaire des idées reçues』에서 ‘바 블뢰’를 “모든 지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는 여성을 지칭하는 경멸적 표현”46)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당

대 주류 남성들이 ‘바 블뢰’ 페미니스트들에게 갖고 있던 이미지는 빅토

르 조제(Victor Jozé)의 글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는 1895년 La

P lume지에 기고한 글 ‘Le Féminisme et le bon sens’에서 당시 페미니

스트들을 ‘바 블뢰’라고 부르며 이들을 “인류의 진정한 재앙(un véritable

fléau de l’humanité)”라고 맹렬히 비난한다. 또한 그는 여성의 진정한 역

할은 “민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끄는 것”이며 “그녀들 자

체가 신경질적인 큰 아이이고 냉정함 속에서 사물에 대해 공정하고 올바

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47)라고까지 평가한다. 그렇기 때

문에 그는 이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을 그녀들의 의무로부터 눈 돌리게

하고, 이루어질 수 없고, 사리에 어긋나는 해방이라는 허황된 생각에 사

45) Ibid., pp. 25 참고.
그러나 ‘프레시외즈’라는 개념 역시 한 가지 고정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문인들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17세기 초중

반에 사용되었던 ‘프레시외즈’(또는 ‘honnête femme’, ‘femme savante’)에는 부정

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것은 아니었다.(L. Thimmermans, L’Accès des femmes à
la culture sous lancien régime, Champion Classiques, 2005, Ch. 6 참고) 로버츠
의 설명에 첨언하자면, 몰리에르가 모든 ‘프레시외즈’들을 위와 같이 조롱했던 것

은 아니며, 이들 ‘프레시외즈’들 중에서도 지적 허영심과 위선으로 가득 찬 언행

을 보였던 이들을 희화화했던 것이다.

46) “Bas-bleu : Terme de mépris pour désigner toute femme qui s’intéresse 볕

choses intellectuelles.” Wikipédia français, 검색어: ‘bas-bleu’

https://fr.wikipedia.org/wiki/Bas-bleuisme

47) “Elle-même est une espèce de grand enfant nerveux, incapable de juger les

choses à froid, avec justesse et bon sens.”

V. Jozé, ‘Le Féminisme et le bon sens’, La P lume, 1895/09/15,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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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잡히게 했다”48)고까지 성토하기까지 한다.

‘바 블뢰’에 대해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추론해보건대, 페미니스트들을

‘바 블뢰’라고 지칭했던 것에는 전통적 여성이 아닌 새로운 여성, 즉 남

성들이 구축해놓은 기존의 지식 체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회 안에서

남성에게만 허락되었던 영역에 뛰어들고자 하는 여성을 향한 조롱이 담

겨있었다. 또한 이는 여성들의 이러한 노력을 그녀들에게 선천적으로 내

지 자연적으로 허락된 능력에도 맞지 않은, 가당찮은 허풍이자 위선으로

보았던 부정적인 선입견이 내재되어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19세기

에 여성은 ‘자연(nature)’적인 존재였지 문화 속에서 ‘형성(culture)’된 존

재가 아니었다.49) 이 때 여성에게 부과된 ‘자연스러움(naturel)’의 의미는

앞서 언급한 조제의 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여성들로 하여금 자연이 그녀를 만든 상태 그대로 남아있게 해

야 한다. 이상적인 여성이란 남성의 동반자이자 연인이며, 집안의

안주인이거나 바쿠스의 여제관이다. 여성은 운신의 자유가 있으며

자연의 법이 남성들의 착취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준다. 그러나 여

성은 여장부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이 역할은 여성에게 전혀 어

울리지 않는다.

잘 구성된 사회에서 여성은 사랑과 집안일과 아이들의 교육 외

의 것들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사회는 남성에게 그러

한 것처럼 여성에게도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빵을, 빵을, 그리고 또 빵을! 이것이 사회적 문제의 전부이다.

남성과 여성은 빵을 사회에 요구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다.50)

48) “détourner les femmes des devoirs de leur sexe et de leur bouleverser le

cerveau avec des idées émancipatrices illusoires, irréalisables et absurdes.”

V. Jozé, Ibid., pp.1-2
49) G. Pinson, ‘La femme masculinisée dans la presse mondaine française de la

Belle Époque’, Femmes, Genre, H istoire 30, Clio, 2009, pp. 211 참고.
50) “Que la femme reste telle que la Nature l’a faite : une femelle idéale,

compagne et amante de l’homme, maîtresse du foyer ou bacchante. Qu’elle soit

libre de sa personne, que la Loi la protège contre l’exploitation des mâles ;

mais qu’elle ne vienne pas se poser en virago : ce rôle ne lui sied point.

Dans une société bien constituée, la femme ne devrait s’occuper que de

l’amour, du ménage et de l’éducation des enfants. Il va sans dire que la

société ainsi comprise devrait lui assurer, - comme à l’homme d’ailleurs, -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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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여성에게 자연이 부여한 역할, 즉 여성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아이를 기르며 남편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며 여성이

‘빵’으로 상징되는 먹고 살 길을 요구하는 것 외의 것을 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이는 다양한 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외치는 페미니스트들이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자연이 부여한

여성의 역할에서 한참 벗어난 허황되고 그릇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의 본 모습이라 인식되어온 이미지는 익

명의 기고가가 1892년 Revue Mondaine I llustrée에 실었던 아래의 인용

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게 미소를 지으며 남을

위해 헌신하고 때로는 격정에 휩싸여 눈물을 쏟기도 하는 감정적이고 연

약한 존재이며 남성의 사랑을 받는 객체일 뿐인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원래대로 내버려두세요. (...) 우리의 역할을 다하

도록 내버려두고, 우리가 헌신하고, 미소 짓고, 울고, 고통 받도록

내버려 두세요 – 그게 우리를 즐겁게 하거든요. 우리를 영원히

상처받은 여성으로 내버려두세요...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사랑받는

여성”으로 남아야 한다면 말이에요.51)

여기까지 논의한 ‘신여성’의 개념을 1.1.장 도입부에서 정리한 ‘여성 해

방 운동’ 내지 ‘페미니즘’의 개념과 종합하여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본래 ‘신여성’이라는 개념은 페미니스트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개념이 아니었다. ‘신여성’들이 여성의 독립적인 삶, 남성과 동등

한 교육의 기회,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의 추구 등을 꿈꿨다는 점을

ordinaire quotidien.

Du pain, du pain, encore une fois du pain ! voilà toute la question sociale.

L’homme et la femme ont également le droit d’en demander à la société ; à

part ça, chacun son rôle.“

V. Jozé, Ibid., pp.1-2
51) “(...) Laissez-nous donc ce qu nous sommes [...] ; laissez-nous notre rôle,

laissez-nous nous dévouer, laissez-nous sourire, laissez-nous pleurer,

laissez-nous souffrir – cela nous plaît ; - laissez-nous être l’éternelle

blessée... si nous devons rester l’«éternelle aimée».”

Revue mondaine illustrée, 1892/5/25, G. Pinson, op cit., pp. 2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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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을 아우르는 페미니즘을 가리키는

‘여성 해방 운동’과 사상적으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신여성’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동경하거나 추구하는 개별적

여성이었으며, 이들이 하나의 집단 정체성을 공유하고 가시적인 집단을

형성하여 ‘여성 해방 운동’ 내지 ‘페미니즘 운동’을 주도하거나 조직적으

로 참여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성 주류의 프랑스 사회는 ‘신여성’이

라는 대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에 있어 마치 모든 ‘신여성’이 페미니스트

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고 그동안 페미니스트들에 그래왔던 것처럼 ‘신여

성’들에게도 ‘바 블뢰’라는 이미지를 투영하여 조롱하고 경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여성’이 어찌 하여 프랑스 사회 내에서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 있었을까. 실버만은 그녀들의 등장에 프랑스 대중이 위협감을

느끼며 심지어 일종의 과민 반응을 보였던 이유로 다음 세 가지 사회적

배경을 꼽는다.

먼저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모든 ‘신여성’은 페

미니스트라는 편견에 기초한 것임을 감안하자면, 페미니스트와 사회주의

자들의 정치적 결탁에 대한 두려움이 이들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의 부

정적 이미지 형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정

한 공화정을 지지했던 이들은 여성 해방 운동 진영과 정치적 평등을 요

구하던 좁은 의미에서의 페미니즘 진영 모두가 사회주의와 결탁하는 것

을 극도로 경계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프랑스 공화주의가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있던 개인의 자유, 그리고 공화주의를 지지하는

부르주아 계층이 중시했던 가족의 결속력과 사유재산 제도를 와해하는

주적으로 여겼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화주의자들은 여성 역시 교육을 받

고 직업을 가짐으로서 가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경제권을 가

져야 한다고 외쳤던 페미니스트들까지 당시의 사회적 질서, 즉 남성 중

심 부르주아 사회적 질서에 대항하는 집단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게다가

1880년대 후반부터는 페미니스트들 역시 사회주의자들처럼 결속력이 강

한 조직을 구성하여 사회 체제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투쟁의 움직임을 목격한 공화주의자들은 페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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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결탁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으며 사회주의자들에

게 갖고 있던 경계심이 이들 페미니스트들에게도 투영되기 시작한 것이

다.

그 다음으로는 남성들이 이들 ‘신여성’을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했던 것

을 꼽을 수 있다. 실버만은 당시 프랑스 남성 대중은 여성이 고등교육과

전문 직업에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들 ‘신여성’을 더욱 경계했다고

진단한다. 1890년대부터 제도적으로 여성도 국가가 인정하는 중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던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강한 열정과 이를

바탕으로 전문 직업을 가짐으로써 사회에 진출하고자 했던 여성들의 등

장은 남성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전문 직업 영역에 여성이 실제로 진출

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마지막으로 실버만은 1889년 이후 나타난 출생률 감소 및 프랑스 인구

증가율의 상대적 정체 역시 ‘신여성’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거부감을 야

기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1891년 경 부터는 프랑스의 가장 위협적인 경

쟁 국가인 독일의 출생률이 프랑스의 출생률보다 2배나 높아졌으며 이는

나라를 지킬 군인과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할 노동력이 그만큼 독일에 뒤

쳐지는 사회적 위험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정을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출산율 저하

및 국가의 근본인 가정의 와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며, 이는 여성

의 노동 시간을 남성보다 적게 제한한 법안 등 여성이 가정 내에 최대한

오래 머무르며 공화국의 일꾼을 낳고 기를 수 있도록 그동안 공화정이

펼쳐왔던 여러 보호 정책 도입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사람

들이 생각하기에 여성에게 자연이 부여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후대

를 재생산해내는 것이었음을 보더라도 당시 사람들이 출생률 저하에 갖

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해볼 수 있다.

‘신여성’ = 페미니스트 = ‘바 블뢰’라는 프랑스 주류 남성들의 편견이

형성된 과정과 남성들이 ‘신여성’을 경계했던 이유에 대한 실버만의 설명

을 종합해 보면 이들 ‘신여성’이 프랑스 내에서 초기에 부여받은 이미지

의 몇 가지 정형화된 속성을 정리할 수 있다. 여성이 자연적으로 부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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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 즉 여성스러움과 모성보다는 자기 개인의 지적 계발 내지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을 더욱 중시하고 길거리에 나가 여성 단체 활동에 가담하

느라 가정을 내팽개치고 남편과 아이를 방치하는 여성의 모습이 바로 그

것이다. 나아가 이처럼 형성된 이미지는 언론 매체의 보도 및 삽화 등을

통해 더욱 굳어져갔으며 대중에게 널리 전파되었다.

조르주 발베르에 의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해졌다 (...) 그녀들은 자신

들의 ‘코케트리(coquetterie)’를 포기하였고 (...) 더 이상 여성이 아니라

지나치게 남성적인 ‘hommesse’가 될 것이다”52)라고 ‘선언 당했던’ 이들

신여성은 대중매체에 의해 이미지화되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성스러움이

부족한 여성에 그치지 않고 여성성을 잃고 남성화된 존재로 희화화되어

그려졌다. 다음은 1889년 Causeries familières(1880-19??)53)의 편집진이

당시 여성들을 묘사한 부분이다.

우리 세기 말의 프랑스 여성은 남성화되고자 하는 경향으로 특

징지어지며 이는 그녀들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지 못할 뿐이다. 그

녀는 사냥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독립적이면서 도발적인 외양을

지닌다. 게다가 그녀는 남성처럼 옷 입기를 요구한다.54)

이처럼 당시의 ‘신여성’들을 남성처럼 옷을 입고자 한다는 식의 이미지

연출은 이들을 “자연이 그들에게 부여한 아름다움을 거부하는” “안타까

운” “몽상가 내지 과격주의자”이자 심지어 “괴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비

난하는 가장 대표적이고도 손쉬운 방식이었다.55)

52) D. Silverman, op cit., pp. 67.
53) 젊은 여성과 어머니 여성을 대상으로 발간한 정기간행물로 1880년 3월 1일에 처

음 발간되었다. (BNF Gallica 참고:

http://data.bnf.fr/32738291/les_causeries_familieres/#other-pages-databnf)

54) “La française de la fin de notre siècle a une tendance marquée à se

masculisier qui ne peut contribuer à l’embellir. Elle chasse, elle fume, elle

affecte des allures indépendantes et provocantes ; pour comble, enfin, elle

demande à revêtir le costume masculin.” G. Pinson, op cit., pp. 214 참고.
55) “Je gagerais qu’il y aura nombre de charmantes femmes ainsi masculinisées

à Trouville, pendant cette grande semaine que voici – et ce sera dommage !

Le diable emporte les fantaisistes et les exaspérées qui ont décidé de ne point

se contenter de la beauté que la nature leur don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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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이들 여성을 여성성을 잃고 남성화된 존재로 그려내는 또 하나의 방식

은 바로 이들을 여성적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노파로 묘사하

는 방식이었다. [그림 1-5]는 1880년 앞서 언급했던 Charivari 지에 실린

알프레드 르 프티(Alfred Le Petit)의 커리커쳐로 그림 속 페미니스트는

여성적 매력이 전혀 없는 늙고 추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 밑에

는 “여성 시민들이여, 남성들이 우리의 시민권을 거부하고 있으니 우리

역시 그들에게 호의를 거둡시다!(Citoyennes, puisque les hommes

persistent à nous refuser nos droits civiques, refusons-leur aussi nos

faveurs!)”라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여기서 페미니스트를 여성적 매력

“Il paraît que le sexe faible trouve que le règne du sexe fort a trop dure et,

pour arriver à détrôner les hommes, les femmes n’auraient rien imaginé de

mieux que d’unifier la mode, je veux dire de substituer les modes masculines

aux modes féminines. (...) ”Quel est ce petit monstre ?“

Ibid., pp. 2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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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혀 없는 여성으로 그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녀를 노파로 그려냈다

는 것은 그녀들을 재생산하는 능력이 없는 여성, 즉 당시 사람들이 생각

하기에 여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은 쓸모없는 여성에 빗대어 조롱하

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6] [그림 1-7]

또한 당시 신문의 삽화나 커리커처는 외모나 옷차림 외에도 이들 ‘신

여성’이 사회에 맞지 않는 위험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 이들의 행동

을 정형화하여 그려냈다. 이러한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첫 번째로는 남편과 아이, 집안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아니면 남

편에게 집안일과 육아를 모두 떠맡긴 채 바지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여성 운동의 현장으로 내달리는 모습이고([그림 1-7] 참조) 두 번째로는

집안에 머물러 있되 자신의 일(주로 글쓰기)에 매몰되다시피 몰두하는

여성이었다.([그림 1-6] 참조) 이들 여성들은 우악스럽거나 표독스러운

외모에 전통적으로 여성이 맡아온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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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으로 그려졌다. 이러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그림 1-7]과 같

이 앞치마를 두르고 빨래를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초췌한 남편의 모습이

‘신여성’인 아내와 대조되어 등장하기도 했다. 거리에 나가 자신들의 권

리를 외치며 투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집안일을 내팽개친 모습을 주로

내세웠던 점에서 프랑스 사회의 주류 남성들이 이 ‘신여성’을 정치적 운

동으로서의 페미니즘과 바로 연결시키기 보다는, 젠더 역할과 여성의 정

체성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나아가 이것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과 남성성의 파괴로 포착했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 1장에서 논의한 바를 종합해보면, 19세기 내내 서서히 발전

해온 프랑스 내 ‘여성 해방 운동’은 일각에서 평가해온 것처럼 미미한 변

화에 그쳤던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프랑스의 이 1기 페미니즘 운동이

저평가되어왔던 것은 그 평가의 기준 내지 비교 기준이 여성의 참정권

획득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영미권식 1기 페미니즘 운동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시기 프랑스 내에서의 ‘여성 해방

운동’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며, 여러 활동가들에 의

해 그 이론적 기반 역시 다져나가고 있었다. 이 때 프랑스 페미니스트들

은 언론 검열의 폐지와 인쇄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번창하게 된 언론 매

체가 대중에게 지니는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에

게 소개할 수 있는 각종 신문 또는 잡지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

이 벨 에포크 시기 프랑스 내에서 구체적인 ‘여성 해방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을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의 이미지 형성과 연결지어 보더라도

당시 ‘여성 해방 운동’이 프랑스 내에 상당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점점 사회 곳곳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한 페미니스트들에 대

한 남성 대중의 경계심, 그들이 느꼈던 위협감은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남성 중심적 사회 질서가 ‘여성 해방 운동’이라는 변화의 물결로 인해 와

해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남성 대중 사이에서 상당했다는 것을 반증하

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에 대해 남성 주류

사회가 갖고 있던 두려움이 곧바로 지금까지 가장에게 예속되어왔던 것

과는 확연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에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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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 것이 바로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의 이미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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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적 시도, ‘La Fronde식 신여성’

이처럼 19세기 말엽 프랑스 사회는 ‘신여성’을 기존의 사회 질서를 교

란시킬 수 있다는 경계심을 잔뜩 머금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녀들은

외형으로나 행동으로나 당시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겼던 여성적인 자연스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하고 위협적인

존재들로 그려졌다. 이와 같이 형성된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의 이미지

는 실제 ‘신여성’이란 무엇인지 그 특징을 객관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

라, 그녀들의 등장을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적

인 것으로 인식했던 주류 남성들의 편견을 반영한 여성상이었다.

그런데 이때 로버트(ROBERTS, 2002)의 표현에 따르면 “더 새로운 신

여성(Newer New Woman)”의 이미지가 프랑스 언론에 등장하게 되는

데, 바로 La Fronde라는 잡지가 내세웠던 ‘La Fronde식 신여성’이다. 본

장에서는 1장에서 살펴보았던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당대의 ‘신여성’을 그려내고자 했던 La Fronde라는 일간

지와 La Fronde에서 만들어내고자 했던 ‘신여성’상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 프랑스 1기

페미니즘의 흐름에서 La Fronde가 갖는 의의와 이 신문을 창간한 마르

그리뜨 뒤랑(Marguerite DURAND)이라는 인물의 특징을 들 수 있다.

2.1. 새로운 페미니즘의 가능성

La Fronde(1897-1905)는 코메디 프랑세즈 배우 출신이자 Le Figaro

에서 기자 활동을 했었던 마르그리뜨 뒤랑이 만든 일간지로, 벨 에포크

시대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신문 중 하나로 평가된다.56) 이 신문이 이

56) F. Rochefort, op cit., pp.93 참고.
물론 이러한 평가를 유보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앨리슨(Allison, 2006)은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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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La Fronde의 제작 환경과 La

Fronde가 다루었던 주제, 즉 신문에 담긴 사상과 이 신문이 발행되던

형식적 요소 모두가 페미니스트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본 2.1.장에서는 La Fronde 제작 과정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요

소들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La Fronde가 제시했던 페미니스트적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1.1. La Fronde와 페미니즘

먼저 La Fronde의 형식적 측면을 살펴보건데, “라 프롱드, 여성에 의

해 경영되고 관리되며 작성되고 구성된 정치적, 문학적 일간지”57)라고

창간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신문은 오로지 여성으로만 꾸려진 팀이 발

간하는 신문이었다. 뒤랑은 이 신문의 이름을 La Fronde라고 지음으로

써 당시 프랑스를 지탱하고 있던 남성 중심 체제에 도전하고자 하였으

며, 특히 이 모든 것을 다른 남성 주도 신문과 동등한 위치로 인정받으

며 펼쳐나가고자 했다.58)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뒤랑은 La Fronde

의 여성 식자공 및 타자수들에게 남성 노동조합에서 제시했던 것과 동일

한 액수의 임금을 지불하였으며59) 그동안 남성에게만 허용되었던 직업

분야에 처음으로 진출한 여성들을 기자 내지 기고가로 끌어들임으로써

여성이 남성과 같은 일을 대등한 수준으로 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Fronde에 대해 “‘여성적’신문인지 아니면 기존 사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페미니

스트’ 출판물인지 그 성격을 규정하기 모호”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57) “LA FRONDE, journal quotidien, politique, littéraire, est dirigé, administré,
rédigé, composé par des femmes”, La Fronde, 1897/12/09

58) ‘돌을 쏘는 새총’을 가리킴과 더불어 루이 14세 재위 기간 중 안드 도트리슈의

섭정 기간 동안 존재했던 반란의 무리를 일컫는 명칭. 이후 이 명칭은 풍자, 조롱

등의 방식으로 권위 있는 기관을 공격하는 것을 상징하게 된다.

M. Allison, ‘Marguerite Durand and La Fronde’, in D. Holmes, C. Tarr, op
cit., pp. 38. 참고.

59) E. Coquart, La Frondeuse – Marguerite Durand, patronne de presse et
féministe, Payot, 2010, pp. 1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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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러한 필진으로 소르본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여성 과

학자이자 인류학자 클레망스 로와예(Clémence ROYER), 최초의 여성 전

문 리포터 세브린(Séverine), 프랑스 변호사 시험에 최초로 응시하고 합

격한 여성 잔느 쇼뱅(Jeanne CHAUVIN), 최초의 여성 레지옹 도뇌르 수

훈 작가 다니엘 르쥐외르(Daniel LESUEUR), 최초의 여성 약사 블랑슈

갈리앙(Blanche GALIEN)등을 들 수 있다.60)

다음으로 신문의 내용 구성을 들여다보자면 두 가지 측면에서 La

Fronde의 페미니스트적 면모를 읽어낼 수 있다. 먼저 La Fronde는 남

성들이 만들어내는 신문과 동등한 수준의 기사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며,

이 신문을 구독하는 여성 독자들의 관심사를 넓히고자 하였다. [표2-1]

은 La Fronde의 창간호 목차로, 기사 제목과 내용을 보면 취미 생활 내

지 건강과 같이 전형적인 여성지에서 다루는 기사를 싣기도 하였으나 이

것들이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었다. 오히려 의회나 법원, 대

사관, 증권거래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취재한 기사들이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들이 운영하는 다른 주요 신문사들에 대한 비평까

지 실리곤 했다. 이 밖에 La Fronde가 요일마다 다른 주제로 발행했던

한 쪽짜리 보충호(supplément) 역시 가정 경제 관련 실용 정보나 통신란

등 여성지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 외에도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기준

으로 했을 때 오로지 여성들이 발간하는 신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경제, 행정, 스포츠 등 다양한 범주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여성 역시 모든 영역의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남성 독

자와 여성 독자의 차별 타파)과 더불어 여성 역시 이러한 주제의 정보를

정리해서 보도하고(전문 직업인으로써의 여성 언론인의 능력 발휘) 충분

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여성 독자들의 수준 높은 지적 능력

함양 정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60) M. L. Roberts, op cit., pp.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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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작성자

Ménagères ou Courtisanes ? (칼럼)
Marie Anne de Bovet

(페미니스트 작가)

Note d’une frondeuse (칼럼)

- Le Tribunal de la rue
Séverine

Du calme ! (법정 현장 보도) Clémence Royer

On dit (현장 보도)

– au parlement / dans les théâtres /

dans les magasins / dans la corbeille

de l’ambassade / un peu partout

La question du jour (유명 인사와의 가상인터뷰)

: Clémenceau, Zola 등

Sorgue

(필명/작자미상)

Les Lampes (시 소개)
Marie Krysinska

(여성 시인)

Un tour - rue de la Paix (현장 스케치) May (필명/작자미상)

Féminisme (칼럼)

Maria Pognon

(“Ligue Française

pour le Droit des

femmes” 대표)

À l’étranger (해외 소식)

La Tribune - à travers l’éducation (칼럼)

Pauline Kergomard

(초대 프랑스 초등학교

교육감)

Causerie Philatélique (취미 생할) E. Girard-Imbert

Les journaux (타 주요 신문 기사에 대한 비평)

- de l’Aurore / du Figaro / du Gaulois /

de la Petite République

Le Mystère de la rue de la Bourse (풍자 상황극)

Le Mal régnant (건강)

Sporting notes (스포츠)

- le Sport et la femme / les courses /

le cyclisme / l’automobilisme / le tennis

Faits-divers (잡보)

Chronique féministe (페미니스트 논쟁&행사 소개)

Lèvres closes (연재 소설) Daniel Lesueur

Nouvelles Théâtres / Spectacles (공연 소개)

Le Home (생활)

La Finance (경제 평론)

Bourse du jour (증권 시세)

[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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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별 보충호 주제:

월요일 – 해외 특파원 특집 기사(correspondances étrangères)

화요일 – 상호조합 및 공공 서비스

(chaînes mutuelles, services sociaux)

수요일 – 신기술(nouvelles découvertes scientifiques)

목요일 – 스포츠(sports)

금요일 – 가정경제 실용정보

(recettes pratiques d’économie domestique)

토요일 – 교육 문제(problèmes de l’enseignement)

일요일 – 통신란(courrier)61)

La Fronde는 이러한 기사 구성을 통해 여성 저널리스트의 능력과 전

문성을 보이면서 간접적으로 페미니스트적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여러 칼럼과 소식란을 통해 직접적으로 당대 페미니스트

들의 주장을 소개하며 이를 널리 전파하고자 하였다. 세브린의 ‘프롱되즈

의 한 마디(Note d’une Frondeuse)’와 다양한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의 기

고문을 소개하던 ‘페미니스트 시평(Chronique féministe)’, 페미니스트들

의 관심 주제를 3일씩 돌아가며 소개했던 ‘대토론장(La Tribune)’ 등의

정기 코너만 보더라도 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하여 여권 신장 요구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기 코너의 형식을 비롯하여 개별 기사에

서 La Fronde는 프랑스 내 대표적 페미니스트들의 글을 위해 많은 지

면을 할애하였다. 예를 들어 마리아 포뇽(Maria POGNON)은 여성 노동

자의 최저 임금을 설정할 것을 시 당국에 요구하는 편지(1897/12/10)62)

와 같이 꾸준히 노동 현장에서의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사와 칼럼을

실었으며, 위베르틴 오클레르는 여성의 투표권을 주장하는 글을

(1897/12/13)63) 실었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살펴 보건데 이 신문은 페미니스트적 주제를 현

실적이고 실용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보도함과 동시에 여성 역시 남성 기

61) E. Sullerot, Ibid, pp. 41 참고.

62) “Chronique féminists – Lettre au Conseil Municipal”,

La Fronde, 1897/12/10
63) “Le vote des femmes”, La Fronde, 18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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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보도를 해낼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페미니스트적 방향으로 이끌어내고자 했다. 그러나 이

신문이 전형적인 페미니스트적 신문이었다면 ‘프롱되즈들(frondeuses)’,

즉 이 신문이 주장하는 삶을 영위하는 여성 내지 이 신문을 만들고 운영

하는 여성 기자들은 1.2.2.에서 살펴본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의 이미지,

다시 말해 ‘신여성’=‘페미니스트’라는 사고방식 내에서 형성된 조롱의 대

상으로 대중에게 각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의 입장 내지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대중들의

편견과는 사뭇 다른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이 제목은 이름표이다... 평화로운 비난의 이름표, 그리고 인도

적, 시민적, 경제적, 이 삼중의 관점에서 나라의 절반을 열등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사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일상적이고도 참을성

있는 전복의 이름표이다. ‘라 프롱드’가 전쟁을 선포한다면, 그것

은 남성과의 대립이 아니라 남용, 편견, 낡은 규범, 현실성 없는

법과 같은 압제자에 대항하는 것이다. ‘라 프롱드’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승리나 책략을 통한 독재적 권력, 성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 프롱드’는 권리의 평등, 제약 없는 여성 능력 계

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식 있는 책임감 그리고 사회 내에서 자

유로운 창조자로서의 자리를 요구한다.64)

위의 인용문은 창간호에 실린 ‘신문들(Les Journaux)’라는 코너에서

La Fronde를 소개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권리의 평등”, “제약 없는 여

성 능력 계발”, “자유로운 창조자로서의 자리” 등을 요구하는 부분으로

64) “Ce titre est l’étiquette... d’un blâme pacifique, d’une subversion patiente et

quotidienne de l’état social actuel qui infériorise du triple point de vue humain,

civil, économique une moitié de la cité. Si La Fronde déclare la guerre, ce
n’est pas à l’antagonisme masculin mais aux tyrans qui s’appellent : abus,

préjugés, codes caducs, lois arbitraires. Elle ne cherche pour la femme aucun

triomphe sur l’homme ni le pouvoir despotique par la ruse, ni l’identité des

sexes. Elle réclame l’égalité des droits, le développement sans entraves des

facultés de la femme, la responsabilité consciente de ses actes, une place de

créature libre dans la société.” La Fronde, 1897/12/09
인용한 텍스트에 있는 밑줄은 논의 진행에 중요한 부분을 연구자가 추가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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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볼 때, 이 신문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억압과 차별 속에서

빼앗겼던 여성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자유로이 자신의 생각과 능력

을 사회에 펼쳐 보일 수 있는 자리를 획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분명히 여성 해방 운동적이며 넓은 의미의 페미니스트적인 성격

을 띠는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65)

그러나 위 인용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주류 남성들이 인

식했던 페미니즘과는 다소 다른 성격의 사고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La Fronde는 자신들의 적을 남성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

는 낡고 편협한 규범이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La Fronde는 남성과

여성의 대결 구도 속에서 남성을 상대로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전투적

행동가(militante)적인 페미니즘과는 분명하게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는 페미니스트들에게 가지고 있던 편견인 전투적

(militant)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

나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여성들 스스로가 오로지 남성과의 대립

을 통해서만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여성 그 자

신과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유연한 페미니즘

을 실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석을 확장시킬 수 있어 보인다.

이러한 해석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사례로 1897년 12월 9-11

일에 걸쳐 La Fronde에 실린 칼럼 ‘La Tribune - à travers l’éducation’

을 들 수 있다. 프랑스 최초 여성 초등학교 교육감인 폴린 케르고마르는

이 연재 칼럼에서 여성 사범학교의 설립을 “페미니스트 운동의 으뜸(la

tête du mouvement féministe)” 이라 칭하며 여성의 교육 확대 및 여교

사 양성을 페미니즘과 분명히 연결시킨다. 그녀는 3회에 걸쳐 이 칼럼을

쓰면서66) 이 시대의 비종교적 여교사(institutrice laïque)가 지니는 가치

65) 여기서 ‘넓은 의미의 페미니스트적’이라는 표현은 좁은 의미의 페미니스트와 구

분해야 할 필요가 있어 명칭을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쉴르로(SULLEROT,

1963) 에 따르면 La Fronde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했던

‘Sufragette’와는 노선을 달리 했으며, La Fronde의 운영진은 투표권을 요구하기

전에 여성이 충분히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La
Fronde가 주로 요구했던 권리는 좁은 의미의 페미니스트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투표할 권리보다는 교육받을 권리와 노동할 수 있는 권리였다.

66) 1회차에는 한 여자중학교에 새로 부임한 여자 교장과 사업학교 여학생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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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조하고 사회가 이들에 대해 자전거를 타고 페미니스트 대회로 내달

릴 것이라는 조롱 섞인 편견을 버리고 그녀들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며

이들이 사회 안에서 최대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7) 그

런데 흥미로운 것은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여교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

는 이 칼럼의 소재가 된 것 두 가지로, 하나는 한 여자중학교에 새로 부

임한 여성 교장이 도지사가 초청하는 무도회에 참석해야 하는지를 놓고

벌어지는 공방이고, 다른 하나는 사범학교 여학생들의 복장이다. 케르고

마르의 이야기에 따르면, 뛰어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재원인 이 여교

장은 주위에서 일었던 논란에도 불구하고(예를 들어 여교장의 무도회 참

석 여부와 참석 시의 복장 등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 및 학부모들이 큰

논쟁을 벌인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복장으로 무도회에 참석한 뒤, 이 행

사의 성격에 알맞게 행동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찬사를 받는다.68) 당

시 일반적인 페미니스트 사고방식으로라면 구시대적인 문화의 잔재인 이

런 사교계의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겠으나, 이 ‘La

Fronde식 신여성’인 여교장은 보다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긍정적인 성과를 올린 것이다. 케르고마르는 이 사

례와 대조하여 획일적으로 검은 옷을 입고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사범학

교 여학생들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그녀는 이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

서 이들에게 이런 ‘상복’을 입힐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취향을 충분히 발

전시킬 수 있도록 복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69) 이러한 사례를 통해 케르고마르가 우선적으로 강조하고자 했던 것

에피소드를 소개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 2회차에서는 종교기관이 관장해왔던

과거 여학교 교사들의 비전문성과 무능함을 강하게 비판하며 3회차에서는 국가

의 관리 하에 양성된 여교사들의 전문성 및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a tribune – à travers l’éducation’, La Fronde, 1897/12/09-11
67) 케르고마르는 과거 종교 집단에서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여교사들로 하여금 여

학생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가르쳤던 것과는 달리 약 20년 전부터 배출되

기 시작한 사범학교 출신 여교사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기반하는 정

확한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결국 그녀들의 재기와 헌신으로 여학생들이

길러진다고 역설한다. ‘La tribune – à travers l’éducation’, La Fronde,
1897/12/09-11

68) ‘La tribune – à travers l’éducation’, La Fronde, 1897/12/09
69) “Alors pourquoi, dès son entrée à l’école normale, lui faire revêtir un



- 42 -

은 여성들 스스로의 사고, 판단 및 선택을 배제한 채 외부에서 그녀들에

게 강요하는 획일성은(그것이 보수적 전통에 따른 것이든 페미니스트적

혁신에 따른 것이든) 결국 이들의 개성을 죽이고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

까지 막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케르고마

르가 이 에피소드를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페미니스트적 행동양식, 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며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숨기지 않는

것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행동 방식은 ‘La Fronde식의 신여

성’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La Fronde의 여러 기사를 종합해보

면 이 신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신여성’은 타고난 장점을 포기하지 않으

면서도(위 예시에서는 여성스러운 아름다움) 충분히 뛰어난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위 예시에서는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재기) 자신의 능력을 자

유로이 발휘하면서 여성의 삶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위 예시에서는 뛰

어난 지적 능력을 갖추고 여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것) 주체적 여성

이다. 이러한 점에서 La Fronde식 페미니즘, 즉 여성적 아름다움을 대중

앞에서 적절히 활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지적 능력을 통해 여성의 해방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남성 주류 사회가 가지고 있던 페미니즘

에 대한 편견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페미니스트

적 사고방식과는 구분되는 사고방식이었다.

2.1.2. ‘La Fronde식 신여성’의 이미지 연출

뒤랑이 기존의 페미니스트들 내지 페미니스트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 부분은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 여성 스스

로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점이다. 뒤랑은 아름다운 금발의 소유자와 같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내

costume de deuil ? Pourquoi ne pas lui lassier la liberté de choisir sa robe et

son chapeau, ce qui vous permettrait, à vous, de cultiver et de développer son

goût ?” ‘La tribune – à travers l’éducation’, La Fronde, 189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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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자신과 ‘프롱되즈(frondeuse)’를 홍보하였다. 그녀는 특히 연극배우

라는 직업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연출하여 대중을 매료시

킬 수 있는지 이미 터득한 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뒤랑은 그녀 스스

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름다움 금발의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노출시켰다. 이에 대해 로버츠는 뒤랑이 일찍부터 유혹이라는 개념을 일

종의 권력 내지 힘으로 간주하고 “즐거움의 대상(object of pleasure)”으

로 남으면서 동시에 힘과 권력을 쥔 독립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70) 이러한 사고방식을 그녀의 여성 해방 운동 장려 전략에 녹

여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여성 해방을 외치는 신여성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일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을

대중의 편견 속 신여성과 차별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림 2-1]

70) M. L. Roberts.,op cit., pp. 5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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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그녀의 연출법이 잘 드러난 사례로 [그림 2-1]을 들 수 있다.

[그림 2-1]은 뒤랑의 초상화로, 그림 속의 뒤랑은 섬세하고 화려한 장식

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려져 있다. 초상화에 이런 모습이 담

겼다는 것은 뒤랑 스스로가 이처럼 화려하게 주름이 잡히고 풍만한 가슴

과 잘록한 허리를 강조할 수 있는 의상을 선택하고 자신의 여성미를 뽐

낼 수 있는 포즈를 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가 “프랑스 페미니즘은

나의 금발에 큰 빚을 졌다”라는 말을 남겼던 것은 그녀의 이러한 이미지

연출 시도를 통해 프랑스 페미니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

으로 변화시켰다고 믿는 그녀의 자신감의 표출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림 2-2]

뒤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연출에 그치지 않고 대중이 La

Fronde와 ‘프롱되즈(frondeuse)’ 전체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생각을 일정

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였는데, 그중 독특한

부분은 여성성의 유지와 사교계 전통을 내세웠다는 점이다. 뒤랑은 La

Fronde의 사무실을 대중에게 수차례 공개하였는데, 이 때 그녀는 특히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 La Fronde를 홍보하는 효과를 노렸다. ‘프롱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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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입이 아니라 다른 신문의 남성 기자들이 La Fronde를 직접

본 바를 대중들에게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일반적으로 페미니스트

적 언론에 대해 대중이 머릿속에 간직해왔던 경직된 이미지를 타파하고

자 한 것이다. 예를 들어 I llustration의 기자가 La Fronde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취재한 기사 속의 뒤랑은 La Fronde가 만들어지는 이 공간이

매우 여성적이고 아름다운 공간임을 강조한다.71) 또한 뒤랑은 [그림

2-2]에서처럼 화려한 연회장을 빌려 연회를 개최하거나72) 사무실이 있는

바로 그 건물에서 유명 정치인과 언론인을 초청하여 화려하고 성대한 파

티를 종종 주최하였다.73) 파티가 성대하게 열린 다음날이면 “그들이 얼

마나 아름답던지!”, “우리는 ‘프롱되즈들’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론 상

습관 상 그녀들을 비웃었다. 그러나 어제의 파티는 그녀들 역시 매혹적

이고 예쁘다는 것을 증명했다 (...) 여성의 권리를 외치는 것, 이것은 유

혹의 즐거움을 거부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J. Bernard, I llustration) 등

의 평가처럼 La Fronde에 대해 대중이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을 깨는 기

사들이 여러 일간지에 실리곤 했다.74) 이를 보더라도 뒤랑의 계획, 즉 다

른 매체의 힘을 빌어 자신과 La Fronde를 성공적으로 홍보하고자 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뒤랑의 이미지 연출은 단순히 대중들이 이 신문을 더 많이 사

71) 뒤랑은 사무실 환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성지도 평범한 신문과 완전히 똑같

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푸른 식물과 꽃이 더 많이 있고, 가구가 한없

이 우아하다는 정도지요”라고 대답하거나 취재 기자가 사무실이 푸른색과 회색으

로 꾸며진 것을 언급하자 “(파란색과 회색의 조화보다) 미스테리하고 섬세한 여

성적 매력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을 상상할 수 있나요?”라고 설명하고 있

다. Ibid., pp. 66-67 참고.
72) Metz & F. Rochefort, Photo, Femmes, Féminisme, Paris Bibliothèque, 2010,
pp. 33 참고.

73) 로버츠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처럼 “프랑스의 오랜 살롱식 사교의 전통”을 이용

한 뒤랑은 “어깨와 가슴이 드러나는 파티 복장(toilette de soirée décolleté)”과 같

은 전통적 파티의 드레스 코드를 미리 정한다거나 당시 유명 여자 배우나 가수를

초청하여 더욱 흥겨운 사교 파티를 연출하였다. M. L. Roberts, op cit., pp. 68
참고.

74) “At times, in theory or our habit, we make fun of the frondeures without

knowing it.But uesterday’s party proved them to ne seductive and pretty (...)

Speaking of female rights... in no way requires renouncing the joys of

seduction” Ibid., pp. 6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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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끔 할 상술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이미지 혁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은 1899년 7월에 루이즈 드보르(Louise DEBORD)

라는 한 페미니스트가 La Fronde에 기고했던 칼럼으로, 이 내용을 보면

뒤랑 내지 ‘프롱되즈’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이미지 변화를 꾀했는지

알 수 있다.

여성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 또는 몸을 가꾸고 치장하는 것

에 무관심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도 진일보한 의견을 주장할 수 있

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터무니없이 과장된 외부적 표현 없이도, 사회적 정의를

원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도덕적 자율성, 경제적 독립성, 자기

계발 그리고 최대한의 인간적인 가치와 존엄성 획득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사물의 이치에 딱 들어맞는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가장 훌륭한 무기, 스치는 모든 장애물을 깨

뜨릴 수 있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이라는 신비스러운 무기를 등한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뭐라고! 자신의 인격에서 나오는 살아 숨쉬는 조화를 통해 (남

을) 매료시키는 것, 그러니까 노력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무적

이 될 수 있는 것을 거부한다고? 이 세상이 잘 빚어놓은 작품인

아름다움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고 부도

덕적인가!

너무 농익고 시어빠지고 틀림없이 엄한 척하는 늙은 처녀들이

신여성에게 여성스러움은 어울리지 않으며 이성을 갖추는 것만으

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게 내버려두어서야 되겠는지.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우아하면서도 이성을 가질 수 있고, 보기

좋은 헤어스타일과 멋진 의상의 도움으로 가장 견고한 지적 재능

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75)

75) “Les femmes commencent à comprendre qu’on peut professer des opinions

avancées par d’autre méthode que la coupe des cheveux ou l’indifférence en

matière de soins physiques et d’ajustement.

On peut vouloir la justice sociale, réclamer pour les deux sexes l’autonomie

morale, l’indépendance économique, la liberté de développer ses énergies

propres et d’acquérir un maximum de valeur humaine et de dignité, sans

marquer par des signes extérieurs exorbitants une tendance si conforme à

l’ordre des choses. (...)

Les femmes comment à sentir qu’elles auraient grand tort de négliger leurs

meilleures armes, la beauté et la grâce, armes magiques qui brisent l’obs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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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보면 La Fronde가 지향하는 페미니즘은 여성 고유의 아름

다움을 간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무기처럼 활

용하는 페미니즘이며, 과연 엄밀한 의미의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

는가 싶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중적이고 모호한 페미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프롱되즈’는 당시 주류 사회가 인식하고 있던 페미니스트

의 이미지, 즉 여성스러움을 잃더라도 여성의 권리를 외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행동가들(militantes)이라는 이미지와 상반되는 여성상을 표방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을 기존의 ‘신여성’의 이미지, 즉

준엄한 척하고 여성의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이든 노처녀라는

이미지와 분명하게 구분하며, 오히려 아름다움과 지성은 공존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 글의 말미에서는 “늙은 처녀들”(여

기서는 기존의 엄격한 페미니스트들을 가리킴)이 자신들을 향해 속물적

이고 경박하다고 비난을 할지라도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몇

몇 회합에서 보았던 적대적이고 빈정대는 청중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호의적인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련함”이라고 설명한다.76) 그만큼

뒤랑과 ‘프롱되즈’는 그전까지는 페미니즘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아

왔던 이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를 페미니즘에 끌어들임으로써 페

미니즘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줄이고 보다 더 많은 대중들에게 페미니

즘을 전파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충분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로

qu’elle effleurent.

Quoi ! elles renonceraient à charmer par l’harmonie vivante de leur

personne, c’est-à-dire à être invincibles sans effort? Quelle sottise et quelle

immoralité de vouloir exclure la beautë des bonnes oeuvres de ce monde !

Ne laissons pas dire aux vieilles demoiselles blettes, sûries et forcément

austères que les privilèges de la féminité sont indignes des femmes nouvelles

et qu’il leur suffit d’avoir raison.

Encore une fois, on peut avoir raison avec grâce, et faire valoir les dons

intellectuels les plus solides à l’aide d’une coiffure seyante et d’un vêtement

plastique.(...)“

Louise Debord, ‘Le féminisme en dentelle’, La Fronde, 1899/07/19
76) - Snobisme et frivoleté, s’exclament nos vieilles demoiselles, offusquées...

- Soit. Mais habileté aussi. On attire de la sorte un public nombreux, mieux

disposé que l’auditoire goguenard et hostile de certaines assemblées.

Louise Debord, ‘Le féminisme en dentelle’, La Fronde, 189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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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권리를 요구하는 여성, 이것이야 말로 La Fronde가 대중에게 제

시한 “더 새로운 신여성”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2.2. ‘La Fronde식 신여성’상의 한계

이처럼 페미니즘 운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a

Fronde의 페미니즘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간지로서 실질 발행 기간이 5년을 넘겼다는 점

은77) 상당히 고무적이긴 하나, 당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잡지(Le Droit

des femmes: 1869-1891, 22년, La Citoyenne: 1881-1891, 10년)에 비해

서는 짧은 기간이었으며, 이 5년 내내 La Fronde는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당시 주류 사회와 페미니즘 진영 모두에게서

크게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본 2.2.장에서는 과연 대

중은 La Fronde의 어떤 요소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La

Fronde는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했는지 그 한계점을 집어보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La Fronde가 기존의 다른 페미니스트 언론

과 차별화하고자 했던 부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하

여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La Fronde식 페미니즘의 사상적 기반과 La

Fronde속 신여성들 및 ‘프롱되즈’에게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적인 이미

지들을 들 수 있다.

2.2.1. La Fronde식 페미니즘의 한계

먼저 La Fronde식 페미니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성을 충분

77) 햇수로만 보자면 1897년부터 1905년까지 8년 동안 발간되었으나, 1897년에 12월

부터 발간되었고 1903년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월간지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La Fronde가 일간지 형식으로 발간된 것은 5년 9개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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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활용하는 페미니즘이라는 새로운 사고방식 외에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할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상적 한계로 La Fronde가 은연

중 내포하고 있던 부르주아적 페미니즘적 성격을 들 수 있다.

[그림 2-3]

[그림 2-4]



- 50 -

[그림 2-3]은 La Fronde와 잦은 교류가 있었던 클레망틴-엘렌 뒤포

(Clémentine-Hélène DUFAU)라는 페미니스트 여성 화가가 1898년에 그

린 La Fronde 홍보 포스터다.78) 그림 속의 ‘프롱되즈’는 중상류층 이상

의 모습으로, 그녀가 이끄는 주변 여성들은 서민층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는 분명한 계급적 차이가 존재한다. La

Fronde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 및 노동조합 결성을 지지하

는 기사를 자주 다루면서 서민층 여성들의 삶에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변화에 대해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그림 속의 ‘프롱되즈’가

주위 여성을 이끄는 모습은 동료 여성과 연대하여 보다 나은 미래로 함

께 나아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우월한 조건 속의 아름다운 부르주아 여

성이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여성들을 계도하는 리더의 모습을 하고 있어

보인다. [그림 2-4]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그림은 La Fronde의 편집진

사무실 한 쪽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 만큼79) 이 그림이 La Fronde

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는 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La Fronde식의 페미니즘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서 먼저

혜안을 갖게 된 부유한 부르주아 여성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불운한 낮

은 계층의 여성을 계몽하여 인도해야 한다는 시혜적인 사고방식을 바탕

으로 하는 부르주아적 페미니즘인 것이다. 일례로 창간부터 시작해서 La

Fronde와 오랫동안 함께 해온 대표 필진 마리아 포뇽은 그녀에게 향했

던 “부르주아적 수단과 오로지 부르주아적 목적 추구와 함께 하는 막연

한 인도주의(une humanisme vague, poursuit avec des moyens

bourgeois des buts uniquement bourgeois)”라며 더 이상 여성 노동자들

을 들먹이지 말라는 비판에 대해 “여성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

키기 위해 필요한 여가시간이 없지 않느냐(Les ouvrières n’ont hélas

pas les loisirs nécessaires pour défendre leurs droits !)”고 반문하며

“여성 노동자들은 부르주아들이 용감하게 이 임무를 도맡을 경우에만 그

78) R. E. Iskin, ‘Popularising New Women in Belle Epoque Advertising Posters’,

in D. Holmes, C. Tarr, A ‘Belle Epoque’? Women in French society and
culture 1890-1914, Berghahn Books, 2006, pp.98 참고.

79) A. Metz & F. Rochefort, op cit., pp. 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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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권리, 특히 경제적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을 것(Les ouvrières ne

pourront conquérir leurs droits, notamment économiques, que si les

bourgeoises se mettent vaillamment à la besogne !)”이라고 받아치기까

지 했는데80) 이러한 그녀의 반응은 La Fronde가 은연 중 이와 같은 시

혜적인 부르주아 페미니즘의 사고방식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

례라고 할 수 있겠다.

2.2.2. ‘La Fronde식 신여성’상과 대중의 거부감

두 번째 한계는 La Fronde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과 관련된 것으

로, 두터운 지지층 구축의 실패를 들 수 있다. La Fronde는 그 고유의

이중적 이미지 연출로 인해 어느 한 집단에서조차 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La Fronde는 페미니스트 진영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삼는 데

에 실패했다. 마들렌 펠르티에와 같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뒤랑식의

모호한 페미니즘을 극도로 혐오했다. 사교계 여성 내지 ‘salonnière’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강하게 풍겼던 뒤랑에 대한 거부감과 그녀의 부유한 부

르주아적 취향, 그리고 그녀가 여성의 참정권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

던 것 등이 주요 이유였다.81)

다음으로 뒤랑 스스로가 선택했던 전략 중 ‘salonnière’적 이미지 연출

은 대중이 뒤랑을 전문적인 언론인이 아닌 문란한 사교계의 여성이라고

평가절하 하는데 일조했다. 이미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에서는 언론이 타

락할 대로 타락했다는 언론의 위기설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82)

발자크(H. de Balzac)는 소설 『잃어버린 환상I llusions perdues』에서

연극 극장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여배우들과의 밀회를 제공받으며 특정

공연에 호의적인 기사를 써주고, 개인적 원한으로 사교계 인사를 비방하

80) E. Coquart, op cit., pp. 91 참고.
81) M. L. Robert, op cit., 2장, M. Allison, op cit., pp. 38-43 참고.
82) M. L. Roberts, op cit., pp. 7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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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사를 싣는 타락한 19세기 언론인의 모습을 이미 적나라하게 폭로한

바 있다. 이처럼 언론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극배

우 출신의 여성이 사교계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운영하는 신

문은 대중의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다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먼저 La Fronde

가 발행 내내 겪었던 만성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을 6년 동안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그녀의 부자 남성 후견인(이

자 연인, 이 중 에드몽 드 로칠드Edmond De Rothschild 남작 등이 거론

되었다고 한다)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

고 있었다.83) 또한 [그림 2-5]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대중들의 인식을 어

느 정도 미뤄 짐작할 수 있어 보인다. 이 그림은 당시의 여러 신문들(La

P resse, Le Temps, Le Petit Bleu, L’Eclaire 등)을 여성으로 의인화하

여 표현한 것으로 이 때 여성들은 Le Temps지를 상징하는 여성을 제외

하고는 속옷 차림과 같은 선정적인 옷차림을 한 여성 배우처럼 묘사되고

있다. 이 시리즈에 La Fronde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 이 그림 중 중간

중의 맨 오른쪽 여성은 La Fronde를 상징하는 여성으로 가슴을 훤히

드러내면서 그 위에 연미복을 걸치고 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La Paix지는 La Fronde에 대해 “생라자르의 Le

Moniteur84)지”라고 평가하기까지 했었다.85) 19세기 초반부터 생라자르

병원(겸 감옥)은 파리 시 당국이 매춘부들에게 정기 검진을 받도록 지정

한 병원이었으며 법을 어긴 매춘부들은 이곳에 구금되었다는 점을 볼

때86) 이러한 평가는 당시에 La Fronde를 매춘부와 연결시켜 조롱하던

남성들이 존재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밖에 여성이 기자로 활동하는 것 역시 La Fronde에 대한 대중의

83) E. Coquart, op cit., pp. 111 참고.
84) Le Moniteur(1789-1901): 의회, 국내 및 국외 정치, 행정, 문학, 과학과 예술 이

렇게 5가지 보도국으로 구성되어 발행되던 일간지. 최초 발행 약 한 달 후 1799

년 12월부터 1869년까지 공화국 및 제2제정의 공식 신문 역할을 맡았다.

검색어: Le Moniteur universel

https://fr.wikipedia.org/wiki/Le_Moniteur_universel

85) E. Coquart, op cit., pp. 109 참고.
86) J. F. McMillan, France and women 1789-1914, Routledge, 2000, pp. 10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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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뒤랑은 직접 현장

에서 보고 들으며 취재를 하는 리포터를 강조하며 여성 역시 남성과 똑

같이 정확하고 자세한 취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세브린은

사무실 안에서 글만 쓰는 “Journalisme assis”와 직접 발로 뛰며 생생하

게 현장을 취재하는 “Journalisme debout, courant, alerte,

s’assouplissant à l’actualité”를 구분할 만큼 La Fronde는 리포터 취재

를 상당히 강조했었다.87) 그러나 이 리포터라는 직업 역시 기본적으로

가정 밖으로 나가야 하는 직업이다. 이 역시 자연이 여성에게 부여한 역

할, 즉 집안 살림을 관장하며 남편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미모를 가꾸

고 남편의 혈육이자 공화국의 시민으로 자라날 아이들을 보살피는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직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다. 1898년 3월

15일자 La P lume지에서 앙리 네르(Henri NER)가 세브린과 ‘프롱되즈

(frondeuse)’를 ‘남성혐오(misandrie)’ 집단이자 ‘아마존의 여성들

(amazones)’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던 것은88) 뒤랑의 이미지 연출에도 불

구하고 남성들의 눈에는 여전히 La Fronde의 구성원들이 여성성을 잃

고 전투적인 행동을 일삼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

인 사례이다. 이밖에 여성 리포터라는 직업 자체가 남성 언론인의 조롱

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1897년 12월 15일 L’Écho de Paris지에서는 La

Fronde의 리포터에 대해 비아냥거리면서 여성 리포터가 거리에 나가서

취재를 하는 목적을 몰래 연인을 만나거나 결혼 상대를 물색하기 위한

핑계거리라고 조롱하기까지 했다.89)

이처럼 당시 프랑스 사회의 그 어느 집단도 뒤랑이 La Fronde를 통

해 제시했던 ‘신여성’상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다. 프랑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La Fronde식 신여성’상이 내포하고 있던 그 이중성 내

지 모호함에 거부감을 느꼈던 것이다. 그리하여 뒤랑과 La Fronde는

“사회주의자들에게서는 너무 부르주아적이라고, 부르주아들에게서는 너

87) Roberts, op cit., pp. 88 참고.
88) P. Izquierdo, ‘Des ’ouvrages de dame’ à la ”littérature féminine“: Réception

masculine des écrits féminins à la Belle Époque’, Femmes et livres,
L’Harmattan, 2007, pp. 222 참조.

89) Ibid., pp. 8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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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혁명적이라고, 파리 사람들에게서는 너무 진지하다고, 그리고 지방 사

람들에게서는 너무 파리지앵스럽다고”90) 평가되었다. 대중 전반에게 거

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충돌하는 이미지가 한꺼번에 혼재되어 있었

으며, 이를 잘 다듬어 대중에게 내놓는 전략이 부재했던 것이다.

[그림 2-5]

90) La Fronde, 19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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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emina식 신여성’의 이미지 형성과 각인

우리는 지금까지 Femina 등장 이전 프랑스 사회 내에 존재했던 ‘신여

성’상의 변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요약하자면, ‘초기 영미

권식 신여성’상이 프랑스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북유럽식 신여성’에 대한

프랑스인들만의 독특한 해석과 당시 프랑스 주류 남성들의 반(反)페미니

스트적 성향과 결합하면서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신여성 = 페미니스트

= ‘바 블뢰’라는 인식)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La

Fronde식 신여성’이 등장했다. 이 때 ‘La Fronde식 신여성’의 이미지는

대중들이 가지는 편견, 즉 ‘신여성’은 여성의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 모

두를 잃고 거리로 나가 여성의 권리만을 외치는 강경한 페미니즘 활동가

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여성성, 아름다움, 이것이 갖는 유혹의 힘(le

pouvoir de la séduction)을 강조한 여성이었다. 페미니스트도 충분히 아

름다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활용

하여 페미니스트 자신과 자신의 주장을 대중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 확대, 여성의 노동권 보호 및

노동 환경 개선 등 여느 페미니스트와 같이 남성 주류 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강경한 주장을 매일같이 쏟아냄과 동시에 여성성을 강조했던

‘La Fronde식 신여성’은 그것이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이미지의 간극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주류 사회와 페미니스트 집단 양쪽 모두로부터 비난

을 받고 결과적으로 대중에게 큰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La Fronde는

결국 폐간되게 된다.

한편으로 La Fronde와 비슷한 시기에,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약 3년

뒤(1901년) 발간되기 시작한 여성지에서도 19세기 말엽부터 형성되었던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유형의 신여성상을 제

시하고 있었으며, 이 잡지가 바로 Femina이다. 흥미로운 점은 La

Fronde와 주요 필진이 상당수 겹치며(La Fronde에 활발히 기고한 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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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다니엘 르쥐외르, 마르셀 티네르 등이 대표적이다) La Fronde와 마

찬가지로 여성의 교육 확대, 전문 직업 영역으로의 진출 등 여성 해방

운동에서 중시했던 주제를 자세하게 다루었다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Femina는 La Fronde와는 달리 굉장히 오랫동안 발행되며 대중으로부

터 큰 인기를 끌었다.91) 이처럼 La Fronde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동시

에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과연 Femina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여성상은 어떠한 여성이었는지 본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기사 분석에 앞서 Femina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Femina는 피에르 라피트(Pierre LAFITTE)가 1901년 2

월에 창간한 여성잡지로, 기본적인 성격이 상류 부르주아 여성을 겨냥하

는 상업 여성잡지다. 그러나 Femina의 주요 논객인 마르셀 프레보

(Marcel PREVOST)가 쓴 “독자에게 쓰는 편지”(1908)를 보면 파리의 상

류 부르주아 여성부터 평범한 서민층의 여성을 아울러 독자라고 지칭하

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성 속기사 또는 전화교환원의 하루에 대한 기

사들(1902)이 독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달라는 요청에 따라 쓰

인 기사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실제 구독자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MESCH, 2013)

기사의 주제도 상당히 다양하다. 패션, 사교계, 상류 사회의 결혼, 여

가, 어린이, 공예, 여배우나 여가수 등의 평범하고 보수적인 주제부터 여

성 작가, 여성 교육 기관, 학문 영역 진출 여성,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받는 여성, 여성 모험가, 영국에서의 여성 참정권 운동 소식, 여성들만의

아카데미 구성하기 등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인 주제의 기사들도 다루

었다. 자신들은 절대로 페미니즘을 옹호하기 위한 잡지가 아님을 창간호

첫 페이지에 명확하게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페미니스트

이슈와 관련하여 일관된 편집 방향을 찾기 힘들다는 점, 당시 소위 페미

91) Femina의 정확한 발행 기간은 잡지의 제목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발간

주체와 발간 형태까지 고려하여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본 잡지가 Femina

라는 이름으로 발행된 것은 1901년부터 1954년까지이나, 이 사이 잡지 판권 소유

주 및 발행주가 바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창간인 Pierre Lafitte가 판권을 계

속 소유하며 창간 당시의 형태를 유지하며 발행한 기간만을 고려하여 이 잡지의

발행 기간을 1901년-1917년으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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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2.01.(창간호) 1909.12.15.

Présentation(창간 인사)
Des Souvenirs, par Mme Alphonse

Daudet(인터뷰)

Les Cours – Wilhelmine(왕실 소개)
Ce que sera “femina” en 1910

(사설)

Bienfaisance

–La vente de Femme et son

comité de Patronage(자선 사업)

Propos de fin d’année(사설)

La Coiffure(패션)
Le Prestige de la vertu

(연극 작품 소개)

Les grands salons parisiens(여가)
Le “Shopping” de Shoppinette

(패션)

La page des enfants(칼럼)
La Première Femme-Député en

Norvège (인물 소개)

La mode de demain(패션)
Il y a manchons et manchons

(패션)

Mlle Bréval de l’Opéra(인물 소개) Nouvelles figures de Cotillon(패션)

Au firmament(악보) La Mode et les Modes(패션)

Bijoux et biblots(패션) Réception: Mlle Tinayre(사설)

Atelier de madame(공예)
Enquêtes et Concours de

Vacances(설문조사 결과 발표)

Concours de Femina(대회 소개) Le mois littéraire(작가 소개)

L’Abonement à Femina Les “Bavardages de Françoise”

니스트라고 불렸던 세브린(Séverine, 본명 Caroline RÉMY)과 같은 여성

기자들이 지속적으로 기사를 냈던 점 등 때문에 그 성격을 한 가지로 규

정하기가 애매한 잡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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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Fiancée d’Outre-Mer(연재소설)
Sarah Bernhardt dans les deux

“Jeanne D’Arc”(인물 소개)

Les Bloc-notes de Femina

(행사, 사진으로 소개)

Comme la plume au vent (패션)

Les Châtelains Sportifs (여가)

Le Beau Noël de la Fiancée

(연재소설)

[표 3-1] Femina 목차 예시

잡지에 실리는 글의 형식을 보면 인물이나 행사 등을 소개하는 기사나

인터뷰, 교훈 또는 단순한 유머를 담은 짧은 이야기(conte)나 대화문

(dialogue), 컬럼(chronique, lettres aux lectrices, note des éditeurs 등),

연재소설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정보 전달 기사보다 여러 형식의 칼럼

이 상당히 많은 지면을 꾸준히 차지해온 점이 본 잡지의 구성 중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밖에도 꾸준히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

를 이끌어내기 위한 크고 작은 대회(Concours)와 설문조사(enquête)도

자주 등장한다.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패션 소개나 인물 인터뷰와

같은 단순 기사 외에도 사설, 칼럼에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

며, 매 회 대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emina는 굉장히 오랫동안 프랑스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렸던 잡

지로 벨 에포크 기간 내 발행된 권호만 336권에 달하기 때문에

(1901-1914년, 특별호 제외) 모든 기사를 분석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

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신여성’이라는 여성상과 관련된 기사들만 추

려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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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Femina식 신여성’의 이미지 연출 전략

Femina는 고급 사진 잡지라는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많은 양의 시각

적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선보였던 상업 잡지이다. 그러나 Femina가 시

도했던 ‘신여성’에 대한 이미지 연출법을 살펴보면, 단순히 사진이나 삽

화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 제시로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기사 속에

서 어떤 인물 내지 한 집단에 대해 소개하면서 Femina가 강조하고자 하

는 내러티브92)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들 여성들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

를 텍스트 차원에서 형상화하고 부각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적극적인 이미지 연출을 통해 Femina는 일관된 특징을 공유하는

다소 새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3.1.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Femina식의 이미지 형성이 지니는 메카

니즘, 다시 말해 ‘신여성’에 대해 Femina가 독자들에게 주입하고 싶은

해석 내지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를 결합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기사의 텍스트이며, 상황에 따라 텍스트를 통한 이미지 형성에 도

움이 되는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언급도 하도록 한다. 또한 Femina에서

다룬 주제 전체를 살펴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Femina에서

변화하는 여성의 삶과 관련하여 강조하여 다루었던 소재이자 ‘신여성’을

이야기하는 데에 핵심적인 소재이기도 했던 교육, 직업, 페미니스트 운동

에 대해 Femina가 실었던 기사를 통해 Femina식의 연출법을 분석하도

록 한다.

92) 여기서 ‘내러티브’가 의미하는 바는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형

태로 조직화하여 전체적인 이야기에 비추어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에 의미를 부

여하는 구조”이며, 이는 여러 사건들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단순히 열거하는 연

대기 내지 이야기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한 개인에 대한 내러티브를

구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겪은 일화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행위와 사건들”을 골라 해당 인물의

삶 전체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들을 조직하여 서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박민정,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야기 만들기, 의미구성, 커뮤니케이션의 해석

학적 순환」, 아시아교육연구 7권 4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6, pp.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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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Femina식 신여성’의 교육관

벨 에포크 시대에 이들 ‘신여성’이 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주로 남성들에게만 제공되었던 중, 고등교육이 여성에게도 제공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동안 가정 내지 교회 등의 사적 영

역에서만 이루어지던 여성의 중, 고등교육이 공교육의 틀 안으로 들어오

게 된 것이다. 1881년 페리 법(Loi Ferry) 통과로 남녀 모두 초등학교 의

무 교육의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을 시작으로 제 3 공화국 시절 내내 여성

의 교육은 점점 더 확대되어갔다.93)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공립 여자고등학

교의 설립이었다. 여자 고등학교가 국가 주도 하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여성의 지식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국가가 인정한 수료증(brevet)을 받음으로써 이들 여성들 역시 전

문 직업 영역에 진출하거나 보다 안정된 고용 환경에 발 디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프랑스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바칼로레아를 보게

된 것은 1924년부터였기 때문에94) 비록 바칼로레아보다는 낮은 수준이

지만 여성에게 이 수료증은 국가로부터 자신의 학력을 인정받는 거의 유

일한 수단이었다.

Femina역시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의 중,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의 중, 고등교육 이수를 장려하

는 일환으로 해마다 고등학교 수료증 시험을 보는 시기에 관련된 특집

기사를 계속하여 실었다. 예를 들어 가브리엘 레발(Gabrielle RÉVAL)95)

93) 이처럼 확대된 여성의 교육 덕분에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프랑스 대학에서

최초로 여성 문학 전공자(1871년), 법학 전공자(1884년), 약학 전공자(1891년)를

받아들였고, 1881년에는 여자 고등학교(lycée)의 설립이 의무화되었으며, 1885년

에는 처음으로 여학생들이 의대 인턴 과정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19세기 후

반의 이러한 변화는 20세기에 와서는 최초 여성 변호사 탄생(1900년), 고등 노동

위원회(Conseil Supérieur du travail) 첫 여성 위원 당선(1903년) 등의 성과로 이

어지게 되었다. J. Rennes, Femmes en métiers d’hommes – cartes postales
1890-1930, Bleu autour, 2013, pp.12-13 참조.

94) Ibid., pp.12 참조.
95) Gabrielle RÉVAL(본명 Gabrielle Logerot, 1869-1938): École Nor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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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러 차례에 걸쳐 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는 여성들의

모습까지 다양하게 보여주었는데, 이 때 그녀의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서술 전략은 Femina 특유의 ‘신여성’상을 구축하는 데 사용된 전

형적인 서술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자면, 레발의 글들은 당시 대중의 일반적인 사고를

기준으로 보자면 진취적인 페미니스트적 주장을 담고 있다. 우선 레발은

여성 교육의 확대가 갖는 실용적 가치에 주목했다.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이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여성에게 사회 진출의 발판이자 안정적인 생계

를 꾸려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Candidates !”라는 기사를 보면 레발은 여학생들이 이 수료증을 그토록

원하는 것은 수료증 획득이 직업의 길 또는 고등교육의 길이 열리기 때

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96) “L’éducation de nos filles”97)라는 제목의

다른 기사에서 역시 여성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 “경제적

필요성, (경제력이 없으면 생기는) 결혼 성사의 어려움, 견고하고 뛰어난

소양의 전반적인 계발”을 들면서 교육은 여성들이 직업을 찾게 도와주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레발이 여성

의 교육 확대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상당히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레발은 여성 교육의 실용적 효용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여성 역시 지적 성장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하였다. 그녀가 그려내는 ‘신여성’들은 사회 진

출과 안정된 수입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하에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고

Supérieure de jeunes filles de Sèvres를 졸업하고 1893년에 고등교육 교수자격

증을 획득하였다. 작가이면서 여러 신문에 기고를 하였다. 아방가르드 페미니스트

로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여성의 교육을 소재로 삼은 소설들을 많이 남겼다.

1938년 그녀의 작품 전체에 대해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수여하는 문학상 수상

했다. (http://livresanciens-tarascon.blogspot.kr/2014/11/gabrielle-reval-femme-

ecrivain-la-belle.html)

96) 기사 속 소녀들은 이 수료증이 “미래에 대한 보장(l’assurance de l’avenir)”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된다!(...) 직업이라니.(Je pourrai gagner ma vie !

(...)un métier.)”라고 외치고 있다. “Candidates !”, Femina, 1904/07/15
97) “L’éducation de nos filles”, Femina, 19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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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학업에 힘겨워하지 않고 오히려 공부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느끼며

행복해 한다. 예를 들어 “Les Cours du Soir pour les jeunes filles”98)기

사에서 레발은 중등 교육도 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직업 전선에 뛰어

들어야 했던 소녀들이 매일 저녁 문학, 과학 등의 기초 소양과 회계, 속

기, 타자기 사용, 재단 등의 실용 지식을 함께 배우는 사설 학교에 대해

소개를 한다. 이 때 레발은 기사 속의 여학생들을 “자신을 일깨우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고 손끝에는 애교 넘치는 잉크 자국이 묻은 똑똑한 소

녀들”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사 전반에서 이런 그녀들이 힘든 근무를 마친

뒤에도 수업을 들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강조한다. 또한 “Candidates !”

기사에서 레발은 고등학교 수료증을 따고 세브르 여자 사범학교 진학을

선택한 여학생들을 소개하면서 얼굴은 “지적 즐거움”으로 미소 짓고, 그

들의 기억은 “행복한” 기억일 뿐이라고 묘사할 뿐만 아니라, 지식을 갈

망하는 여성은 계속해서 학문을 탐구하여 박사 과정에 도전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다. 레발은 이러한 일련의 묘사를 통해 여성 또한 남성과 마

찬가지로 지적 탐구에서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 여겨져 온 학문의 길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남성에 비해 여성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력이 떨어져 학

문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당시 사회의 편견을 뒤집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여성의 교육은 ‘신여성’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신여성’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으므로 ‘Femina식 신여성’만의 고유한 주제

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Femina 특유의 서술 전략은 이러한 내용적 측

면이 아니라, 이와 같이 진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데 있어 독자들이 원

래 지니고 있던 편견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를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소개하는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기 영미권식 신여성’의

개념이 형성될 때부터 중요하게 여겨져 온 여성의 교육이라는 주제는

‘신여성’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 거부 반

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Femina는 대중이 이

98) “Les Cours du Soir pour les Jeunes Filles”, Femina, 190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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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신여성’에 대해 가져왔던 편견과는 다른 유형의 여성상을 내세워

차별화를 꾀하였다. ‘Femina식 신여성’은 여느 ‘신여성’들처럼 교육을 갈

망하지만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처럼 여성성을 잃고 자신의 교육과 자아

계발에 몰두한 나머지 가족을 내팽개치는 전투적인 여성이 아니라는 이

미지 연출을 시도한 것이다.

‘여성의 교육 확대’라는 위 주제를 다루면서도 기존의 ‘신여성’상과 구

분되는 ‘Femina식 신여성’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장치 중 하나가 바

로 기사 도입부터 밝고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자신 앞에 놓인 새로운

길에 설레어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여린 소녀의 이

미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andidates !” 기사에서 레발은 기

사 초반부터 시험을 앞두고 초조해하는 여학생들을 보여주며 이들을 “어

린 소녀들(les petites filles)”, “가여운 어린 것들(les pauvres petites)”이

라고 부른다. 또한 그녀의 기사 속 여학생들에게서는 자신이 그동안 열

심히 이 시험을 준비해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돌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99) 이러한 이미지는 억세고 당돌하며 위협적인 ‘신여성’

의 이미지와 매우 대조되는 이미지로, 독자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부

정적인 ‘신여성’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Femina식 신여성’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들이 소

개하는 ‘신여성’은 전통적 가치관(여성의 의무, 소명 등)까지 간직하고 있

는 여성임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연출법이었다. 예를 들어 개강을 맞이

하는 한 여대생과의 가상 인터뷰 형식의 기사인 “Mlle revient...”100)에서

주인공 여대생은 오늘날의 여성 교육에 있어 할 수 있는 가장 진지한 질

문은 무엇인지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99) “Ah ! connaître ce destin ! Il ne suffit pas de prier, de captiver la faveur de

tous les saints, de s’en remettre aveuglément aux maîtres invisibles,

l’aspirante au brevet veut, avant même de faire ses épreuves, savoir le

mystère qe cache la fin des examens. Elle a beaucoup travaillé, cela ne la

rassure point ; elle a eu maints succès, mais la chance tourne ; elle est la

première de sa classe, mais l y a la concurrence !”

“Candidates !”, Femina, 1904/07/15
100) “Mademoiselle revient...”, Femina, 19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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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문제가 아닐까요?... 아니야, 우리 여성들은 무지하든지

교육을 받았든지 상관없이 모두 자신이 완수해야 하는 의무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잘 완수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죠!101)

역시 레발이 쓴 이 위 대목을 보면 Femina가 내세우는 여성은 전통적

가치관을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여성에게 부과되는 의무, 즉 좋은 아내이

자 어머니로써 해야 할 일들을 잘 완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으로

읽힐 수 있으며, Femina가 보수적 상업 잡지로써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

다고 비판하는 측에서 바로 이러한 이미지를 근거로 내세운다. 예를 들

어 코스니에도 Femina식의 교육관 내지 여성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

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란 여성의 의무의 문제이지만 모든 여성은 자신

들의 의무(가정과 남편에 대한)를 다할 줄 안다고 답하는 대목을 문제

삼고 있다. 코스니에는 레발의 여성 교육관은 부르주아 가정에서 좋은

어머니와 아내가 되기 위한 여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Femina식 페미니즘”이라고 비판한다.102)

그러나 이러한 코스니에의 해석은 불완전해 보인다. 위의 인용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온전히 ‘Femina식 신여성’의 사

고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심각한 질문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질 행복의

문제가 아닐까요? 학문이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학

문은 과연 우리 여성에게 필요하긴 한가요? 우리 여성은 과연 계

속해서 학문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만족하는 것을 멈추면 이 결

핍이 우리를 매우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103)

101) “Est-ce la question des devoirs?... Non, nous savons toutes, ignorantes ou

instruites, les devoirs qu’il faut accomplir. C’est affaire à nous que de les bien

accomplir !” Femina, 1904/10/15.
102) C. COSNIER, op cit., pp.147-148 참조.
103) “Alors, n’est-ce pas plutôt la question du bonheur qui se pose pour nous

? La science nous est-elle bonne ou mauvaise ? La science nous est-elle

nécessaire ? Pouvons-nous encore nous en passer, sans que ce besoin,

cessant d’être satisfait, nous rende très malheureuses ?“ “Mademoiselle

revient...”, Femina, 19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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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인용문을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인용문이 여성의 의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체념 또는 가부장중심 사회 구조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학생은 학문을 탐구하는 것이

인생에서 갖는 중요성, 즉 학문을 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임을 잘 알고 있다. 레발

은 이러한 대답을 통해 이 여학생을 ‘남자’인 학생과 구분되는 ‘여자’ 학

생이 아니라 그저 학문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개인으로 연출하고 있

는 것이다. 여성으로써의 의무는 당연히 다해야 한다는 정도의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당대 독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는 이 당돌한 여대생에게 전통적 가치관을 간직하고 있는 여성이라

는 이미지를 덧씌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사회가 여성인 자신에게 부과한 의무에 얽매

인다거나 이를 탓하기 보다는 공부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찾아 나서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

연 이 학문이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성찰하고 그것이

당대 여성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대답함으로써

Femina는 오히려 근본적으로 학문 앞에서 남성과 여성이 구분될 수 없

으며, 모두가 동등한 개별적 인간 존재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Femina는 ‘신여성’과 관련하여 이중적인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

는데, 이 서로 다른 이미지를 기사 속에서 배열하는 방식에서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당시 대중이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부여한

이미지(여리고 연약하며 감성적인 소녀) 내지 전통적 가치관을 분명히

인정하고 간직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기사의 앞부분에서 제시함으로써 독

자들이 이들 ‘신여성’상에 대해 갖는 거부감을 최소화한다. 그 다음으로

주류 남성 사회에서 진보적 내지 혁신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을

기사 뒷부분에 녹여냄으로써 독자들의 뇌리에 일종의 잔상처럼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이중적 이미지의 조합인 것이다. 이때 이중적 이미지를 함

께 제시하는 연출법은 Femina에 앞서 La Fronde가 새로운 ‘신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했던 전략이다. ‘Femina식 신여성’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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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Fronde의 신여성’처럼 충분히 여성스러움을 간직함으로써 ‘초기 프

랑스식 신여성’의 이미지와는 차별화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Femina와 La Fronde는 이 대조적인

이미지를 결합하는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일반 대중

에게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져 온 이미지를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La

Fronde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완충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앞서 분석한 바 있는 La Fronde 기사 ‘La Tribune

– A travers l’éducation’에서처럼 유연한 사고의 페미니즘을 이야기하

다가도 같은 지면에서 곧바로 “우리는 요구한다(Nous réclamons)”으로

시작하면서 노동법 개정을 강경하게 요구하는 기사를 싣고 있는데, 이러

한 기사에서는 여성적 매력을 강조하고자 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로지

투쟁적인 페미니스트의 면모만을 여과 없이 보일 뿐이다. La Fronde에

서는 이처럼 상반되는 모습을 독자들이 연결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La Fronde식 신여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La

Fronde의 필진은 오히려 그동안 주류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적 시

각을 그대로 끌어와서 그녀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신여성’들

을 희화화하거나 폄하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르본 대

학의 대형 강의실에 앉아있는 여학생들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민 여학

생들과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어두운 무채색 복장 차림의 ‘노처녀’ 여학

생들로 구분하여 묘사하면서 후자를 상복 차림의 노처녀, 개성 없는 여

성으로 폄하하기도 한다.104)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신여성’상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다른 ‘신여성’들을

일반 대중이 원래 가지고 있던 편견과 같은 프레임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느 한 가지 방향으로 통일되지 않은 이미지 나열 방식은 독

자들에게 ‘La Fronde식 신여성’의 대표 이미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

할 수 없게끔 하였을 것이고, 이는 독자들의 머릿속에 ‘La Fronde식 신

104) ‘La Tribune – A travers l’éducation’, La Fronde, 189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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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이미지가 완전히 기존의 ‘신여성’의 이미지를 대체하는 데에 방

해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emina는 La Fronde의 이

와 같은 한계, 즉 ‘신여성’상을 제시하면서 이중적이고 상반되는 이미지

를 ‘병치’시켜 대중의 경계심과 혼란을 가중시켰던 것과는 달리, 대중이

분명히 의식하지 못한 채 의심하지 않고 여성의 삶과 관련된 진보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보다 섬세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이

중적 이미지를 한데 ‘절충’시키고 있는 것이다.

Femina의 이와 같은 이중적 이미지 연출의 의도가 ‘신여성’에 대한 긍

정적 이미지 부여를 통해 독자들에게 이들 ‘신여성’의 가치관을 보다 수

월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출법을 선택하

게 된 배경 내지 동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연출

법을 한꺼번에 확인함과 동시에 Femina가 여성의 중, 고등교육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왜 이러한 연출법을 선택했는지 그 의도를 벨 에포크

시대 당시 사회적 변화를 통해 추론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사로

“Ecole Normale de Sèvres”를 들 수 있다.105) 이 학교의 정식명칭은

‘École Normale Supérieure de Jeune Filles’로 1881년에 설립된 프랑스

공교육 역사 상 최초의 여자 중등교육기관 교사 양성 학교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수료증이 있어야 함은 물

론 까다로운 선발시험을 거쳐야 하며, 해마다 문과와 이과를 합쳐 약 20

명 정도를 선발한다. 이곳의 졸업은 더욱 까다롭기에 중등교사 자격증

(agrégation)을 획득하는 학생은 한 학년에 약 4-5명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수료생들은 이곳에서 3년 동안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 초등학교에

서 교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사는 세브르 학교의 엄격한 졸업 요

건을 소개하고 이곳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를 보

여줌으로써 이곳의 졸업생들은 충분히 그 능력이 검증된 뛰어난 재원임

을 암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중요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새로 등장하였으며

그 설립 의미가 남달랐던 이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묘사 부분이다. 다음

105) “Ecole Normale de Sèvres”, Femina, 19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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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기사의 도입 부분이다.

화려한 밤나무 길 끝에 18세기에 지어진 근엄하면서 실용적인,

동시에 비밀스러운 매력을 지닌 건물이 나타난다. 마치 수도원같

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예배당의 종탑은 어디에 있는가?

(...) 수도원 경내의 모습과는 다르며 수녀모가 둘씩 짝지어 거니

는 것이 아니라 파리 스타일로 틀어 올린 젊고 빛나는 머릿결이

지나다닌다. 바로 이곳에서, 피정 속에서, 비종교적 교육이라는 고

귀한 포교를 준비한다.106)

공화국에서의 여성 교육을 책임지게 될, 그러기 위해 엄격한 시험을

통해 선발된 ‘세브리엔’들을 묘사하는 가장 첫 표현이 빛나는 머릿결을

지닌 젊은 여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들이 함께 기거하며 공부하는

공간을 수도원과 예배당에 빗대서 묘사했다는 것은 전통적인 여성의 이

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한 여성을 묘사하면서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남성보다

여성이 교회의 영향력에 훨씬 노출되어 있다는 전통적인 편견을 연상시

키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휴식 시간을 즐기는 학생들을 묘사

하는 대목은 이 학생들이 매우 자신들을 꾸미는데 소홀하지 않으며, 우

아한 취향의 여성임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우리는 그 넓은 운동장에서 휴식 시간을 즐기는 우아한 세브리

엔들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잘 매만어진 그들의 머리 모양과

우아함을 간직한 덧옷 등 그녀들의 훌륭한 취향을 보여주는 증거

들에 감탄했다. 획일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학문이 (여성

치장의) 아름다움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모든 것을 뒤덮어버린

것은 아니었다.107)

106) “Au bout d’une allé de somptueux marroniers, un bâtiment du XVIIIème

siècle, austère, pratique, avec cependant un charme discret. On dirait un

couvent ; où donc est le clocheton de la chapelle ? (...) Pour le coup, nous

sommes loin du cloître et ce ne sont pas des cornettes qui, deux à deux,

déambulent, mais de jeunes et radieuses chevelures, relevées d’un tour de

doigt bien parisien. On se prépare ici, dans la retraite, au très noble apostolat

de l’enseignement laïque.” Femina, “École Normale de Sèvres”, 19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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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미지는 상당한 학업량을 소화해내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에게 쉽게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니다. 더군다나 이 학교가 만들어

지게 된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본다면 이와 같은 묘사가 상당히 이

례적임을 알 수 있다. 이 학교는 1881년 여학생의 중고등교육법(‘La loi

sur l’enseignement secondaire des jeunes filles’, 일명 ‘카미유 세Camille

Sée 법’)이 제정되면서 여학생을 위한 고등학교가 지역마다 의무적으로

설립되게 되자 이들 중등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여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108) 이 법이 많은 진통 속에서도

제정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화국의 여성들을 교회의 영향력

으로부터 구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19세기 말엽까지도 프랑스 사

회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딸만큼은 수녀원 부속학교에 보내야 한다

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렇기에 ‘카미유 세 법’이 제정되는 과

정에서 보수 진영은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무종교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하

기까지 했다.109) 그만큼 당시 사회에 여성의 삶과 교회는 대중들의 머리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정치적

으로 충분히 안정되지 못했던 제 3 공화국의 지지자들은 여성들에게 끼

치는 교회의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더욱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

했고, 이런 맥락에서 여성의 교육까지 교회가 아닌 공화국이 관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110)

그러나 공화주의자들은 여성 해방을 목적으로 여성의 교육을 확대하고

107) “Nous avons vu, dans la grande cour, des silhouettes gracieuses de

Sévriennes en récréation ; nous avons admiré leurs cheveux fort bien coiffés,

leurs tabliers qui ont de la grâce – preuve de goût. Nul uniforme n’est

imposé et la science n’a pas tout envahi aux dépens de la coquetterie.”

“École Normale de Sèvres”, 1901/03/15.

108) ENS 학생들을 ’Normalien‘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학교 여학생들은

’Sèvrienne’이라고 불릴 만큼 그 위상이 상당했던 학교이며, 1985년에는 남학생밖

에 없던 ENS와 합병되면서 ENS가 오늘날의 남녀공학으로 바뀌게 되었다.

Wikipédia français, 검색어: ‘École Normale Supérieure de Jeune Filles’

https://fr.wikipedia.org/wiki/%C3%89cole_normale_sup%C3%A9rieure_de_jeunes_filles

109) 프랑수아 메이외르, ‘여성 교육: 비종교적 모델’, 미쉘 페로 엮, 권기돈, 정나원

옮김, 『여성의 역사 4(상)』, 새물결, 1998, pp.376-383 참고.

110) M. J. Boxer, op cit., pp. 55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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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프랑수아 메이외르의 설명에 따르면, ‘카미

유 세 법’이 공화주의자들에게 동의를 이끌어낸 이유는 “교회의 수중에

있는 여학생들을 구해내겠다”고 장담해서였지 남학생들에게만 허용되던

전통적인 중등교육을 여학생들에게도 실시하려 했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성에게는 여전히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

고 필요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이러한 임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

는 우려는 여전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법안은 “여학생들에게 특정

과목을 심도 있게 가르치는 데 있기 보다는 오히려 여학생들의 사고가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제어하는 데 있었”다.111) 1880년에 카미

유 세 자신이 상원에서 했던 연설에서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학교의 목

표는 여성들을 자연이 그녀들에게 부여한 임무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인이자 가정의 안주인으로써의 의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112)라고 설명했던 것을 보더라도 공화주의자들 역시

이 학교의 설립을 여권 신장의 측면에서 고려했던 것이 전혀 아니며 이

러한 대중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했음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모두 고려해보았을 때 이처럼 사회적으로 대중

이 경계심 또는 반감을 느낄 수 있는 여성 교육 기관을 소개함에 있어

독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거부감을 덜 갖게 하면서도 이 기관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의 연출 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Femina는 이곳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여성관에서 강조되는 이미

지(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수도원과 같은 학교)를 덧붙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공화주의자들과 교권주의자 모두가 여성의 공교

육 확대를 경계하는 상황에서 여성 교육이 당시 프랑스 사회에 굳게 자

리 잡기 위해서라면 이 양쪽 진영의 공격 모두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단으로 Femina가 선택한 방법이 여성 교육

이 갖는 사회적 파급 효과,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능력과 발전 가능성

111) 프랑수아 메이외로.op cit, pp. 377, pp. 382 참조.
112) K. Offen, The Second Sex and the Baccalaurét in Republican France,

1880-1924, French H istorical Studies, Vol. 13, No. 2, Duke University Press,
1983, pp. 25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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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기사 전면에서 싱그러우면서 우아한 여학생들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전통을 존중하는 장소라는 뉘앙스를 독자

들에게 암시할 수 있는 연출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전면에 미리 제시하고 뒤 이어 이곳에서 높은 난이도의 학업을 수행하는

모습(화학 실습 시간 및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묘사 등)을 제시하

면서 은연중에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합리성과 이성을 두루 갖춘 이 시대

의 새로운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자 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자면, 교육을 받는 ‘Femina식 신여성’의 이미지

는 코스니에가 비판한 것처럼 진보적 변화를 은폐하면서 부르주아적 사

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여성상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변

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물론 이 당시 여성 해방 운동 진영 내에서 미래의 아내이

자 어머니인 여성으로써가 아니라 남성과 완전히 동등한 한 인간으로 교

육을 받아야한다는 주장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113) 이에 비

해 Femina에서 보여주는 여성 교육관은 기존 사회 질서와 타협하는 것

내지 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해석이 옳다고 본다면 “Bachelerie moderne”114)와 같은 기사에서 “가장

생기 넘치며 가장 순진한 즐거움(joie la plus vive et la plus

innocente)”으로 가득 차서는 “우아한 동작(mouvements gracieux)”을 선

보이는 소녀들이 바칼로레아 시험을 치는 모습을 전하면서 “여학생들에

게 대학입학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즐겁고 활기차며 웃음짓게 하는 것

(Chez les filles la bachelerie est joyeuse, alerte, souriante)”이라고 설명

함과 동시에 여학생들의 대학입학자격시험 합격을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자 미래를 향하는 여성의 정복의 출발점(le commencement d’une vie

113) 일례로 마들렌 펠르티에(Madeleine PELLETIER)와 같이 남성과 여성은 사회

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여성은 여성의 의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남성과 동등

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N. Pellegrin, Écrits féministes de Christine
de P izan à Simone de Beauvoir, Flammarion, 2010, pp. 175-182 참고.
Madeleine Pelletier(1874-1939): 프랑스 최초 여성 심리학 의사이자 급진적 페미

니스트. 남성복 차림으로 유명했으며, 낙태와 같은 여성의 신체적 권리까지 옹호

한 인물. Ibid., pp. 173 참조.
114) “Bachelerie moderne”, Femina, 19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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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velle, c’est un point de départ pour les conquêtes féminines de

l’avenir)”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볼 때, Femina는 여성의 교육이라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사회 내에 안정되게 정착하게 하기 위한 의도

를 가지고 전통적 여성관에 부합하는 모습을 담아냄과 동시에 당대의 사

회적 변화를 충분히 감지하고 그것이 갖는 현실적 함의(이 주제에서는

여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기회 내지 성취감 등)까지 함께 보

여줄 수 있는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1.2. ‘Femina식 신여성’과 직업관

Femina는 매우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독자들에게 꾸준히

소개했다. 벨 에포크 당시에 도시에 거주하며 직업을 갖는 여성들이 늘

어나고 있던 사회상을 반영이라도 하듯,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여성이

자유로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기사들을 많이

실었던 것이다.

이러한 기사에 등장하는 여성으로 크게 두 가지, 즉 높은 수준의 교육

을 받거나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전문직 종사자와 그렇지 않은 비전문직

종사자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비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전화교환원

(1902/11/01자 기사), 레 알 시장 상인(1906/03/15자 기사), 우체국 직원

(1903/09/01자 기사)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들을 소개할 때 Femina

가 신경을 쓴 부분은 여성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점,115) 높은 수

준의 지식을 활용하는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들이 충분히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116)

115) 예를 들어 우체국 여직원을 소개하는 글에서는 여성 역시 안정적으로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하급공무원(petit fonctionnaire)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설

명한다. “Les Dames Emplyées des Postes”, Femina, 1903/09/01
116) 예를 들어 “Les Dames de la Halle” 기사에서는 “예전처럼 여성 상인들이 버릇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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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 비전문직 여성 종사자들을 소개하는 기사 중 그 내용 구

성이 눈에 띄는 것은 기존에는 남성들이 도맡아온 직업 분야에 뛰어든

여성들을 소개하는 경우이다. 공통적으로 이들 기사에서는 열악한 여건

내지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믿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Pstt!... Cochère!...”117) 기사에 등장하는 여성 마부의 경우, 남성들이 도

맡아왔던 고된 직업에 뛰어든 억센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다. 이 여

성은 때로는 바람에 모자가 날아가거나 치맛자락이 휘날리는 것을 걱정

하는 귀여운 여성이면서 때로는 여성 마부를 조롱하는 남성들의 시선을

재치 있게 되받아치는 유쾌한 여성으로 그려진다. 육체적으로 고되기에

남성에게나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직업에 도전한 여성에 대해 당시 일반

사람들이 으레 생각할 수 있는 모습, 즉 여성성을 잃고 억척스럽게 직업

생활을 이어나가는 여성이라는 편견을 타파하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기사는 이 여성이 마부라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

신이 감내해야 할 어려움을 잘 알고 이에 대한 각오를 이미 다졌다고 설

명하는데, 이는 성별에 따라 적합한 직업을 나누는 선입견을 비판하는

대목으로 읽어낼 수 있다.

또 다른 기사 “Une émule de Stradivarius”118) 역시 남성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름을 날리게 된 한 젊은 여성 악기공을 자세히 소개한다. 기사

에 따르면, 당시 뉴욕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바이올린 제조

공인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 수리공인 아버지의 작업실을 드나

들며 바이올린 제작 및 수리공이라는 꿈을 키웠지만, “보잘 것 없는 직

업인 현악기 제조공보다 훨씬 더 빛나는 미래(une destinée plus

는 손님을 가오리나 넙치로 뺨을 때리는 장면을 볼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바뀌었

다고 재치있게 설명함과 더불어, 그녀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복잡한 숫자를 세는 등

전문 상인으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 기사는 해마다 레 알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열리는 ‘여왕 선출 대회’에 대해 소개하면서, 올해의 선출자의

우아한 몸가짐을 전달한다. 이러한 일련의 묘사들을 통해 교양 없는 드센 여성 내지

별 다른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여성이라는 시장 여자 상인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어

느 정도 바꾸고자 했던 것으로 읽을 수 있다.

“Les Dames de la Halle”, Femina, 1906/03/15

117) “Pstt!... Cochère!...”, Femina, 1907/03/15
118) “Une émule de Stradivarius”, Femina, 19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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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llante que l’humble métier de luthière)”를 바랐던 그녀의 아버지는

이에 완고히 반대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장인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반대와 남성만이 해당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에 굴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도전하여 성공한 이 여성을

자랑스레 소개하며 Femina는 이러한 여성들의 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Femina가 여성의 직업으로 가장 비중 있게 다뤘던 직업군은

그동안 주로 남성들이 점유해왔으며 그들에게 사회적 명망을 안겨다주었

던 전문 직업이었다. Femina는 바로 이러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이상

적인 ‘신여성’상으로 제시한다. 이 때 눈에 띄는 직업으로 먼저 의사를

들 수 있다. 1903/04/15자 “Doctoresse !”라는 기사에서는 “영원히 남성

에게만 허락될 것 같았던 기술(un art qui semblait réservé pour

l’éternité au sexe fort)”을 구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인

턴 과정을 거치는 예비 여의사들을 조명한다. 여기서 Femina는 빡빡한

교육, 진료 및 수술 보조 등의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생활을 자세히

보도한 뒤 과거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성 의사는 그

업무나 전문적 능력을 통해 모든 질투를 극복하고 어떠한 조롱도 하지

못하게 했으며 모든 존경을 이끌어냈다”고 극찬하고 있다.119) 이처럼 의

학 분야에서 여성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였던 Femina는

“Les Femmes-Médecins en Amérique”120)라는 기사에서는 “개인의 자유

의지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연적 본성 중 가장 으뜸(la volonté en

tête des facultés humaines, au-dessus de toutes les lois de l’hérédité

et presque de la nature)”에 위치시키면서 그녀들의 직업 선택을 옹호한

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것은 여성 역시 그저 모두와 동등

한 하나의 개인으로써 충분히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주장하고자 한 의도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이 기사는 의대에서 수

119) “Aujourd’hui, la femme docteur, par son trail et ses qualités

proffessionnelles, a su vaincre toutes les jalousies, faire taire tous les lazzis et

attirer tous les respects.” “Doctoresse !”, Femina, 1903/04/15
120) “Les Femmes-Médecins en Amérique”, Femina, 19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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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듣는 진중하고 지적으로 뛰어난 여학생들의 모습과 그녀들과 함께

수학하는 것을 거부하는 남성들의 과격하고 유치한 반대(침을 뱉거나 여

학생들을 비하하는 등)를 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여성이

의사라는 직업을 갖는 것에 반대하는 남성들이 분명한 타당한 명분 없이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는 여기에서 그치

지 않고, 남성들이 이처럼 여성이 의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굉

장히 현실적인 부분, 즉 경제적인 부분에서 찾고 있다. 여성 의사들의 경

제적 수입을 구체적인 통계를 빌어 제시하면서(연간 5천 프랑에서 많게

는 10만 프랑까지 벌기도 하며 평균적으로 약 1만 5천 프랑의 수입을 기

록한다고 제시) 남성들이 이처럼 여성들의 의과대학 진학에 격렬하게 반

대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모두 종합하여 해당 기사가 쓰인 목적을 유추해

보자면, 이들 여자 의대생들은 자유롭고 동등한 개인으로 자유의지에 따

라 선택을 한 것이지만, 여성의 의대 수학 문제를 이익 분배 문제로 받

아들이고 남녀 간의 적대적인 성 대결 구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남성이

라고 비판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문적 직업 영역에

진출하고자 고등 교육을 받는 ‘신여성’들의 선택을 이기심이 아니라 마땅

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이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노린 기

사로도 볼 수 있겠다.

Femina가 소개하는 또 다른 전문직으로는 법률가가 있다. [그림 3-1]

은 1905/11/15자 Femina의 표지로 사진 속 인물은 당시 프랑스의 가장

젊은 여성 변호사였던 조제 마르탱(Josée MARTIN)이다. Femina는 그

녀가 법복을 입은 사진을 표지에 실으면서 1904년에 법학사를 취득한 그

녀가 1906년에 26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법학 박사 학위 획득이라는

꿈을 이룰 예정이라고 소개한다. 이 짤막한 소개는 위엄 있으면서도 기

품 있어 보이는 그녀의 사진과 어우러져 더욱 뛰어난 전문직 여성으로

돋보이게 해주고 있다. 이 밖에 1905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법제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불 붙었을 때(이는 폴 에르

비외Paul HERVIEU나 마르셀 프레보Marcel PRÉVOST와 같은 남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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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Femina는 명망 있는 여러 여성 인사들의 의

견을 소개한다. Femina는 그 중 프랑스 최초 여성 변호사인 잔느 쇼뱅

이야말로 이 질문의 도덕적, 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그녀의 의견을 비중 있게 소개한

다.121) 또한 그녀가 대학에서의 강연 등 굉장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사

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을 덧붙

임으로써, 기사는 여성 역시 충분히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 직업을 수

행할 수 있으며 남성들과 동등하게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음

을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듯 이 기사는 여러 명의

의견을 싣는 가운데 법복을 입고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 쇼뱅의 사진

을 크게 내걸고 있다.([그림 3-2]참고.) 이와 같은 사진 배치는 그녀의

설명에 권위를 부여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 [그림 3-2]

121) “une des rares femmes pleinement qualifiées pour juger la question sous le

double aspect moral et juridique”

“Le mot ”amour“ et le code civil”, Femina, 19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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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a는 법률가 외에 당시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여성 학자에 대해서

도 자주 언급한다. 앞서 보았듯이 Femina는 여성의 고등교육과 관련하

여 대학에서 학사 과정뿐만 아니라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여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Femina는 이러한 고등교육을

마치고 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 여성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 예를

들어 마리 퀴리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을 발견했다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

다고 칭찬함과 동시에 그녀를 사랑스러운 딸을 지극히 보살피는 자상한

어머니로 묘사한다.122) 이밖에 기사는 “부부는 8년 전부터 고요 속에서

둘이 함께 연구하고, 자신들의 노력과 지적 능력을 공유하고, 물리적 힘

과 원료에 대한 모든 사상을 뒤집어엎을 수 있는 이 소중한 금속을 연구

한다는 거대한 목표 하에 밤낮으로 끈질기게 작업하였다”123)고 설명한

다. 이처럼 그녀를 과학자 남편의 인생의 동반자이자 학문적 동반자로

묘사함으로써 여성 혼자서 이러한 업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일반 독자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그녀의 학문적 역량을 대학 교수인 남

편의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표현하는 Femina식의 전형적인 이중적 이미

지 연출법을 보이고 있다.124)

여러 전문직 가운데에서 Femina가 가장 주목했던 직업은 특히 예술가

라는 직업이었다. 사실 문학과 음악이나 미술은 오래전부터 프랑스 사회

가 여성에게 허락했던 몇 안 되는 영역 중 하나였다. 하지만 여성의 작

품은 남성의 작품보다 질적으로 열등하다는 편견이 사회적으로 널리 퍼

져 있었고, 이들 여성 작가와 예술가들의 작품 활동은 취미 생활 정도로

치부되어 높이 평가받지 못했다. 특히 여성 작가의 경우 ‘바 블뢰’가 선

122) “C’est une maman charmante (...) sa sensibilité exquise est tout entière

consacrée à cette charmante fillette qu’elle chérit d’un amour infini.”

“Un des Prix Nobel, Madame Curie”, Femina, 1902/01/01
123) “Depuis huit ans, dans le silence, ils ont cherché tous deux, mettant leurs

efforts et leurs intelligences en commun, passant oipniâtrement leurs journées

et leurs nuits au travail, soutenus par la grandeur du but, ce métal précieux

qui devait (...) bouleverser toutes les idées sur les forces et sur la matières.”

“Un des Prix Nobel, Madame Curie”, Femina, 1902/01/01
124) “Un des Prix Nobel, Madame Curie”, Femina, 19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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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직업으로 여겨졌으며, 바르베이 도르비(Barbey d‘Aurevilly)와 같

은 남성 작가는 “글을 쓰는 여성은 더 이상 여성이 아니다. 이들은 남성

이며 -적어도 남성인 척 하는- 되다 만 남성이다! 이들은 ‘바 블루’다”라

고 여성 작가들을 경멸하기까지 했다.125)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Femina가 창간될 무렵 La P lume과 같은 문예잡지에서는 여성 문인들

을 ‘바 블뢰’라는 표현 외에도 ‘아마존(Amazone)’, ‘매춘부(prostituée)’,

‘정부(amante)’, 남녀양성(androgyne)’와 같은 용어를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126)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기존의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들 여성 문인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Femina는 여성성을 잃고 가정을 내

팽개친 채 작품 활동에 몰두하는 ‘바 블뢰’ 여성 작가라는 이미지를 대중

의 머릿속에서 지워내기 위해 다시금 이 잡지 특유의 이중적 이미지 연

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Femina는 ‘Femme d’hier & aujourd’hui‘나 ’Silhouette des femmes‘과

같은 코너에서 지속적으로 이들 여성 작가들을 소개했는데, 마르셀 티네

르처럼 당시 여느 남성 작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릴 만큼 성공한 여성 작

가나 세브린이나 레발, 다니엘 르쥐외르 등 당시에 페미니스트적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되던 여성 작가들을 소개할 때에도 독자들이 그녀들의 존

재를 인정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진보적인 사고를 어느 정

도 숨기거나 전통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덧씌워 소개하고는 했

다.

일례로 [그림 3-3] 속 인물은 당시 프랑스에서 매우 큰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여성 소설가 마르셀 티네르(Marcelle TINAYRE)로 1904년 Prix

La Vie Heureuse(훗날의 Prix Femina, 당시 남성들에게만 상을 수여하

던 Prix Goncourt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문학상으로,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의 공동창시자 중 한명이며, 1908년에는 레지옹 도뇌르

125) “Les femmes ne sont plus des femmes. Ce sont des hommes –du moins de

prétention- et manqués ! Ce sont des Bas-bleus.”

J. Rennes, op cit., pp. 105 참고.
126) P. Izquierdo, op cit.,, pp.219-220 참조.



- 79 -

(Légion d’Honneur) 서훈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던 인물이다.127) [그림

3-3] 속 티네르는 대중이 기존에 ‘바-블뢰’ 여성 작가에 대해 가지고 있

던 편견을 전혀 떠올릴 수 없을 만큼, 여성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우아하

게 꾸민 서재에서 책을 읽으면서 다정한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

다.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 연출을 통해 Femina는 집안에서 얼마든지 여

성이자 어머니로써의 의무를 충분히 다 하면서도 작가라는 자신의 직업

내지 지적 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해나가는 능력 있는 여성을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 연출은 시각적 자료 외에 텍스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티네르를 다룬 다른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녀의 작

품을 격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여성스럽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면모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Mme Marcelle Tinayre”128) 기사

에서는 그녀가 파리 외곽에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거처를 마련한 것을

두고 평온한 가족의 휴식과 작품 활동 집중 모두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스러운 검소함(modestie aimable)”을 지

닌 티네르가 아이들에게 직접 책도 읽어주고 그들과 즐겁게 놀아주는 등

완벽한 어머니의 모습을 기사 전반부에 배치시킴으로써 독자들의 머릿속

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바 블뢰’스러운 모습을 말끔히 없애고자 한다.

[그림 3-3]

127) Wikipédia français, 검색어: ‘Marcelle Tinayre’

https://fr.wikipedia.org/wiki/Marcelle_Tinayre

128) “Mme Marcelle Tinayre”, Femina, 19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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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a가 이처럼 여성 작가에 대해 자애로운 어머니로써의 면모만을

소개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티네르 소개 기사를 보면, 다정한 어

머니로 묘사한 뒤 그녀의 작품 구상 방법 및 영감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제대로 실력을 갖춘 작가로서의 면모 역시 놓치지 않고 독

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Femina는 당대 유명한 여성 작가들이 새

로운 작품을 선보일 때마다 그녀들이 어떻게 작품을 써내려가는지에 대

해 상세히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갖고 있는 작가로써의 역량을 십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Un interview de Marcelle Tinayre”129)라는 기사

에서는 그녀의 신작 소설 『반항하는 여자La Rebelle』을 소개하면서

티네르가 여주인공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독립적인 여성의 삶이 무

엇인지 자세히 전하고 있다. 특히 “윤리적 독립, 사고하고 말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 다시 말해 남자들은 항상 취할 수 있었지만

여성에게는 항상 거부되어왔던 권리”130)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으며,

남성의 보호는 여성의 복종을 전제로 주어지기에 남편 없이도 혼자 또는

아이를 키우면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그녀의

진취적인 저작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Femina는 이를 통해 그

녀가 당시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석을 작품에

녹여내고자 했던 소신 있는 작가임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기사 “Comment je suis devenue Auteur Dramatique”131)에서

역시 다니엘 르쥐외르가 처음으로 희곡 작품을 집필하고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그녀가 얼마나 작가로써의 전문성을 가지고

무대 준비에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성 연출가와 동등한 파트너로 공

연 관계자와 관람객에게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등을 보여준다. 이러한

일련의 기사를 통해 Femina는 여성 작가 역시 사회에 울림을 주는 사상

을 작품 속에 담아낼 수 있음과 남성과 동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반

129) “Une interview de Marcelle Tinayre”, Femina, 1906/04/15
130) “(...) l’indépendance morale, le droit de penser, de parler, d’agir à sa quise,

ce droit que l’homme avait toujours pris, et qu’il lui avait refusé toujours.”

“Une interview de Marcelle Tinayre”, Femina, 1906/04/15
131) “Comment je suis devenue Auteur Dramatique”, Femina, 19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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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르쥐외르가 이처럼 희곡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Femina가 집중 조명했던 점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

했을 때 더욱 의미가 남달라 보인다. 이즈키에르도(P. IZQUIERDO)에

따르면 벨 에포크 시절 남성이 주도했던 문단에서 여성의 진출을 가장

경계했던 장르가 바로 희곡이었는데, 당시 가장 경제적 이윤을 많이 남

길 수 있는 문학 장르가 희곡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성 작가가

희곡 작품을 실제로 무대에 올리는 데에는 남성 문인들의 조직적인 방해

가 있었고 실제로 많은 수의 여성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사적인 친목

의 장에서 소규모로 공연하는 데 대부분 만족해야 했다고 이즈키에르도

는 밝히고 있다.132) 게다가 여성 문인들을 폄하하는 남성 작가들에게 르

쥐외르는 “journaleuse”라는 비아냥거림을 받았으며 1898년 La P lume지

에서는 그녀의 소설에 대해 “조잡함에도 불구하고 우아한 척 하는 소설”

이라고 깎아내리기까지 했다.133) 이러한 주류 남성 문인들의 편견 속에

도 불구하고 Femina는 꾸준히 르쥐외르의 작품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

해왔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Femina는 이 기사를 통해 그녀가 어

려운 조건 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극작품을 파리 시내의 대현 공연장의

무대에 올릴 수 있었음을 축하함과 동시에 여성 문인이 갖춘 예술성 및

능력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 예술가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이처럼 그녀들의 훌륭한 재능에 초

점을 맞춰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노력했던 것과 별개로 Femina

는 여성 예술가 개인에 대해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 그 편견과 정 반대되는 이미지로 해당 인물을 포장하는

방식의 연출법을 선보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극단적 연출법은

특히 대중이 호기심을 가지고 각종 부정적인 구설수를 만들어내었던 여

성 인물의 이미지 쇄신에 사용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여성 인물로는 조

르주 상드(George SAND)를 들 수 있는데, 상드의 경우 Femina는 작가

로써의 삶 또는 여러 스캔들을 만들어낸 그녀의 생활은 언급하지 않은

132) P. Izquierdo, op cit., pp.225 참조.

133) “(...) appartiennent à un genre grossier qui passe pour élégant (...)”

La P lume, 189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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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전통적인 여성상을 덧씌워 이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택한다.

[그림 3-4]

1901년에 실린 “George Sand”라는 이 단순명료한 제목의 기사를 보

면, 대중에게 널리 퍼져있던 그녀의 이미지, 즉 남장 여자, 남성 필명, 자

유로운 연애, 전통적 결혼관 거부 등과 같은 스캔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이 기사 속 상드는 훌륭한 어머니였으며(“Excellente mère”),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Elle y chercha un gagne-pain”) 어린 아이

둘의 요람을 옆에 두고 돌보아가면서 책상 앞에 앉아 하루 몇 시간동안

글을 써가며 작품을 완성한 전통적인 어머니로 묘사된다. 세간에 논란이

었던 그녀의 남장은 저명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던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

면서 남성 귀족 사회를 어릴 적부터 접한 탓에 그 영향으로 남장을 하고

다녔다고 해명되어진다. 또한 Femina는 그동안 사람들이 간과한 점이

있다면서 가정을 잘 꾸리고 집안일을 잘 하며 순진한 안주인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자식들을 위해 또는 초대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수프를 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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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요리를 내는 모습, 아기들을 위해 직접 옷의 칼라를 만들어 입혔다

는 에피소드, 그녀의 지인들의 증언 등과 함께 한적한 시골 노앙의 집

풍경과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취향으로 잘 꾸며진 집안 내부 사진을 적적

히 배치시켜 그녀에게 “노앙의 친절한 부인(la bonne dame de Nohant)”

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그림 3-4] 참조) 이 기사에서 그

녀의 작품 세계 또는 그녀의 글쓰기 능력은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으며,

언급된다 하더라도 오로지 추상적인 단어로만 간결하게 이야기할 뿐이

다.134) 상드와 같이 남성 주류 사회에서 여러 스캔들로 복잡해진 여성

작가에게 Femina는 능력 있는 훌륭한 ‘작가’라는 정체성보다는 훌륭한

어머니, 관대하고 너그러운 여성이라는 이미지만을 부각시킨 것은 도덕

적 권위를 우선적으로 복권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이러한 Femina의 전략이 과연 여성 작가 내지 전문직 여성을 높이

평가하고 이들이 사회 내에서 가지는 진보적 의미(여성의 사회 진출 확

대 및 능력 인정)를 녹여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이들 여성

개인의 이미지 연출 방식을 보면 다양한 이미지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균

형 있게 독자들에게 ‘신여성’상을 전파하고자 했던 것보다는 전통적 여성

관이 상당히 도드라지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Femina의 이

미지 연출 과정을 거친 여성의 이미지는 정작 그녀들이 당시의 신여성을

대표하는 진정한 의미는 뒤로 물러나고 다정한 어머니, 아름답고 우아한

귀부인, 성녀와 같은 여성 등의 이미지가 덧씌워진 반쪽짜리 초상화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으

로 제한된 세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탓에, 여성들에게 부여되어 왔던 역

할 이외에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해내기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천

재성은 오로지 남성에게만 찾을 수 있는 재능이라는 사회적 관념으로 인

해 여성들이 위와 같이 예술이라는 장르에 전문적으로 진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135) 이러한 사회적 편견, 그리고 남성들과는 달리

134) “Et d’ailleurs toute son oeuvre coula comme un fleuve magnifique de son

coeur aux émotions puissantes.” “George Sand”, Femina, 190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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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업 생활과 사생활을 분리시킬 수 없었던 여성은 남들 눈에는

사회의 관습을 깨지 않은 듯이 보이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는 방법을

통해서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그녀들은 예술가로서의

독특한 표현방식이나 사회 통념에 도전하는 행동 양식을 보였던 여성 예

술가들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닫는지를 보아왔다. 남성 예술가의 영역으

로 여겨졌던 조각가로써의 삶을 택했던 카미유 클로델(Camille

CLAUDEL)만 봐도 그러했다. 이러한 시대에서라면 남성에게만 허락된

다고 여겨졌던 천재적 재능을 통해 이름을 날린 여성들 또는 남성 못지

않게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능력 있는 여성들은 전통적인 여성성과

어느 정도 타협하고 남성 중심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모습을 숨길 필요

가 있었을 것이다. 티네르처럼 여느 남성 명사 못지않게 대중에게 영향

을 미쳤던 여성, 상드처럼 천재적 재능과 사회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자

유로운 사상을 지녔던 여성이 대중에게 외면 받지 않고 오랫동안 사회적

으로 살아남으려면 이와 같은 이미지 절충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직업 활동을 하는 ‘신여성’을 다루는 Femina의 기사에 대해 이와 같은

평가를 내리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여겨질 수 있다.

특히 Femina의 경우 상업 잡지이자 여성 잡지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상업 잡지라는 특성 상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끊

임없이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이야깃거리가 필요하고 여성을 주요

독자층으로 확보하는 잡지라는 특성 상 여성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예를 들어 당시 변화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눈여겨 볼만한 소재나 인물

에 대해 다뤄야 했을 것이다. 이 때 한 사회에서 흔치 않은 방식으로 이

름을 알린 인물의 경우, 대중의 관심을 받기 마련이고, 이들에 대한 대중

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연예인과 같은 공인에 대한 일차원적인 호기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Femina에서 이들 유명 여성들을 다루었던 것도

잡지의 인기를 위해 유명인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이용한 것이지, 이

들 여성들의 삶을 통해 독자들에게 ‘여성 해방’과 같이 여성들을 계몽할

수 있는 가치관을 주입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것이

135) 안느 이고네, ‘여성의 이미지: 외모, 여가, 그리고 생계’, 미쉘 페로 엮, 권기돈,

정나원 옮김, 『여성의 역사 4(상)』, 새물결, 1998, pp.394-3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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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emina가 상업 여성 잡지라는 매체가 갖는 특성 상 이러한 지적은 충

분히 염두에 둘 만 하다. 이전까지 남성에게만 허락되어왔던 직업을 선

택하고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통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여

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Femina가 독자들에게

일정한 가치관을 주입하고자 했다고 단정 짓기는 힘든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당대 여성 독자들의 관심 또는 구미에 이 상업 잡지가 호응한 것

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사에서 보여주

는 이러한 이미지 연출법이 ‘신여성’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에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먼저 Femina는 대중의 이목을 손쉽게 이끌어내기 위해 대중

이 열광하는 스캔들이나 사생활 위주로 이들 여성 명사들을 소개하고 있

지 않을 뿐더러 이들 ‘신여성’들에 대해 대중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의

견(본론 1.2.에서 밝힌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식의 부정적 이미지) 에 편

승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Femina는 일관된 이미지 연출 과정을 거침

으로써 이들 ‘신여성’을 사적 영역에서나 공적 영역에서 모두 균형을 이

루며 성공한 여성이자 당대 일반 여성 독자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모델처럼 그려내고 있다.136)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잡지가 아니라

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의 뇌리 속에 ‘페미니즘’과 강하게 연

결되어 있는 ‘신여성’을 대중이 갖고 있는 편견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

으로 공들여 묘사하고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은 단순하게 상업성의 추구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이러한 점에서

Femina의 이미지 연출법은 그녀들을 대중들이 그녀들을 보다 쉽게 받아

들일 수 있게 또는 그녀들이 사회에서 잊혀지지 않고 오랫동안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Femina의 이미지 연출 방향을 ‘여성 해방’의 적극적 옹호로만

보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여성 전문직 종사자들에 관한 기사 속

136) L. Berlanstein, ‘Selling Modern Femininity: Femina, a fogotten feminist
publishing success in Belle Epoque France’, French H istocial Stdies, Vol. 30,
No, 4, Duke University Press, 2007, pp. 63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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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찾아보자면, 우선 긍정적인 이미지 연출이 용이한

인물 내지 소재를 취사선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

했던 여성 법률가 관련 기사를 보면, 이들 여성 법률가들이 금녀의 영역

이었던 법학 분야에 진출한 여성이라는 점 외에 법률가로써 어떤 훌륭한

자질을 갖췄는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사건들을 맡아 그 능력을 발휘

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여성 법

률가에게 ‘사랑’이라는 주제로 법률적 해석을 부탁하고 이 주제야말로 여

성 법률가가 훌륭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고 칭찬하는 것은 여성이 법

률가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전통적 규범 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좁은 주제에 국한시켜버리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

이다.

여성 의사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Femina

는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교육을 받는 여성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

도했으나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여성 의사에 대해서는 단독 기사로

크게 다루지 않았다. 결핵의 전염 경로에 대한 의학계의 논쟁에 대해 한

여성 의사에게 전문적인 견해를 묻는 기사 정도가 전부일 것이다. 그나

마 이 여성 의사의 기사의 경우, 단정하지만 기품 있는 치장을 하고 우

아하게 꾸며진 진료실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이 함께 실려 있을 뿐이다.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이름을 날렸던 여성 의사로는 급진적인 페미니즘

운동을 펼쳤던 마들렌 펠르티에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Femina는 여성 의사를 소개하며 그녀를 언급한 적이 없

다. 짧은 머리에 남성 복장을 하고 이 때문에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그

녀의 전력과 젠더에 따른 차별을 완전히 없애고 심지어 그 시대에 벌써

여성의 낙태까지 지지했던 그녀의 급진적인 페미니즘 사상은 Femina가

구상했던 신여성에 대한 이미지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많은 스캔들에 휩싸였던 다른 여성 인물들에 대해서는 긍정

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고자 노력했던 것과는 달리, 당대 유명 페미니스

트이자 의사였던 펠르티에에게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

에 미루어 볼 때, 이 점에서 Femina가 남성에게만 허락되어 온 전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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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에 진출했던 모든 여성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미

에 맞는 여성 인물들만 취사선택하여 홍보했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1.3. 페미니스트 ‘신여성’의 재해석

지금까지 살펴 본 소재인 여성의 교육 및 직업 활동은 ‘신여성’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여성 해방 운동’에서도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부분이다.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짐으로써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고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기사 분석을 통해서 Femina에서 이 두 가지 영역을

다룰 때 이것들이 근본적으로 여성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 및 발전을 가

져올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만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는 ‘신여성’들이 당시 일반 대중에게 거부감이나 편견 없이 보다 수

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이미지를 연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Femina속의 ‘신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여

성, 아름다움을 꾸준히 가꾸는 여성과 같이 보수적인 여성관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Femina식 신여성’을 보다 희망적이고 발

전적인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 역시 분

명 존재한다. 그렇다면 ‘Femina식 신여성’상에 대한 보다 명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성의 권리 신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페미니즘 이슈를 다루는 경우, 특히 당시 적극적

인 페미니즘 운동을 펼친 활동가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여성의 투표권 쟁

취나 여성 노동조합 결성 등에 관해서 Femina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

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주제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간호에서 Femina는 자신들이 페미니스트 잡지가 아니라

고 명확하게 선언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Femina가 페미니즘 이

슈를 다루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Femina가 이러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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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야 말로 이 잡지의 성격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 핵심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Femina는 당대 유명한 여성 페미니스트 활동가에 대한 기

사를 실을 때 앞서 3.1.1.과 3.1.2.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유사한 이미지 연

출법을 활용하고 있다. 해당 여성 인물이 펼치는 적극적인 페미니스트

운동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그녀의 다른 업적을 주로 조명

한다거나, 언급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미지 묘사와 함께 소개하는 양상을

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02년 2월 1일자 ‘Silhouette de

femmes’ 코너에서는 모드 곤(Maud GONNE)라는 아일랜드 출신 여배우

를 소개한다.137)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의 뮤즈이기도 했던 그녀는 아일

랜드 독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여성의 투표권 획득을 외친

(suffragette) 페미니스트이기도 하였다.138) Femina는 이런 배경의 그녀

가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립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파리를 방문

했다며 그녀의 활발한 정치 활동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전투적 정치

(politique militante)’, ‘혁명가(révolutionnaire)’ 등의 직설적인 표현을 써

서 그녀가 적극적인 여성 활동가임을 밝힌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묘사

에서는 “굴곡 있고 유연한(onduleuse, flexible)”, “어린아이 같으며 노래

하는 것 같은 목소리(la voix enfantine et chantante)”, “나긋나긋한 세라

핌(séraphin mièvre)”, “온화하고 꿈꾸는 뮤즈(muse tendre, rêveuse)”,

“미소 가득한 재치(humour souriante)” 등의 표현이 동원된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위험한 활동까지 감수하는 그녀의 용기는 유

행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예술가적 안목으로 적절히 변형시키는 확고한

취향으로 연결된다.139) 이러한 묘사들은 대중이 그녀에 대해 가지고 있

는 이미지, 즉 사회를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어느 정도 희

137) “Miss Maud Gonne”, Femina, 1902/02/01
138) Wikipedia english, 검색어: Maud Gonne

https://en.wikipedia.org/wiki/Maud_Gonne

139) “De même qu’elle a le courage de ses opinions jusqu`à l’activité périlleuse,

elle a le courage de ses goûts en toilette. Elle ne suit pas la mode : elle la

côtoie, avec la fantaisie d’une artiste (...)”

“Miss Maud Gonne”, Femina, 19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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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시킬 수 있는 완충적 효과를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Femina는 그녀가 벌였던 페미니스트 활동보다는 아일랜드 독립 운동에

더 초점을 맞춰 소개하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지주였던 아버지의 영토

에서 힘겹게 살던 가난한 농민들을 보며 조국과 자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켈트족과 골족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우리

아일랜드 사람에게 프랑스는 우리의 또 다른 조국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그녀의 전투적인 정치 활동에 프랑스 독자

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해당 여성 인물의 페미니스트 활동 외에 다른 업적을 강조하고

강경한 페미니스트적 이미지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이미지를 덧씌워

제시하는 것은 다른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02년 3월 1일자

‘Silhouette de femmes’ 코너에서는 2월 6일 사망한 여성 학자 클레망스

로와예를 기리며 그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140) 인류학, 철학, 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학술 활동을 벌여왔던 그녀는 La

Fronde를 위해 뒤랑과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페미니스트였으며, 결혼 제

도에 반대하여 자유로운 동거(union libre)를 선택했던 인물이다.141) 이러

한 그녀의 죽음을 알리면서 Femina는 그녀가 학문적으로도 당대 중요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현대 페미니즘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임

을 밝히고 있다.142) 그러나 Femina는 이러한 설명에 뒤에 “모든 여성이

그녀의 견해를 좋아할 수는 없지만, 모든 여성은 그녀에 대해 자랑스러

워 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특히 기사에서 그녀의 업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주로 그녀가 영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면서 공부했던 것, 그 결과 그

녀가 프랑스 최초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의 불역판을 낼 수 있었

다는 것, 꾸준한 연구 활동을 통해 남성 학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레지

옹 도뇌르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처럼 그녀의 학술 활

140) “Mme Clémence Royer”, Femina, 1902/03/01
141) Wikipédia français, 검색어: Clémence Royer

https://fr.wikipedia.org/wiki/Cl%C3%A9mence_Royer

142) “(...) elle a tenu une grande place dans l’histoire intellectuelle de ce siècle,

et le «féminisme» moderne la revendique comme un de ses chefs.”

“Mme Clémence Royer”, Femina, 190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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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녀가 펼쳤던 페미니스트

활동은 언급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 기사를 통틀어 페미니즘이라는 용어

를 언급한 것 역시 기사 도입부분에 딱 한 번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출

및 서술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데, 이는 그녀의 페미니스트적

견해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그녀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세계에서 큰 업적을 남긴 것을 높이 평가하여 자랑스러운 여성상으로 만

들기 위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La

Fronde가 그녀의 죽음에 대해 알린 방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

다. La Fronde는 1902년 2월 7일자 신문 1면에 “La Mort de Clémence

Royer”라는 기사를 실으면서 그 제목을 다른 소제목보다도 큰 글씨로

표기하여 그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그림 3-5] 참고) 그림

기사의 내용을 보면 La Fronde의 필진들이 장례식 때까지 그녀의 시신

을 지킬 것이며, 장례식부터 향후 그녀의 유작 출판까지 관리할 위원회

에 편집장인 뒤랑이 참여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녀 개

인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녀의 학문적 업적만을 객관적으로 제시

하고자 했던 Femina의 기사와는 그 어조가 상당히 다르며, 오히려 La

Fronde야 말로 학자이자 페미니스트였던 그녀의 정통성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집단임을 알리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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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적극적인 페미니스트 활동가 여성 개인을 다루는 경우, 2 가지

방향에서 이미지 연출이 시도되고 있다. 먼저 해당 여성 인물의 강경한

페미니스트 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거나 이에 대한 서술을

최소화하면서 이와 관련 없는 다른 훌륭한 업적을 제시함으로써 이 인물

에 대한 이미지를 온화하게 바꾸고자 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 페미니

스트 활동가들이 주목했던 부분, 특히 여성 노동자 연대 문제와 여성의

투표권 문제 등에 관해서 Femina는 이 이슈들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깰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이미지 연출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여성 노동자의 연대 내지 노동조합의 경우, 여성 조합원들이 자

신들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전투적인 연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건설적인 협동임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e journée dans un atelier de Femmes en Amérique”143)

기사에서는 이곳 미국 여성 노동자들의 연대가 물론 1차적으로는 보다

나은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외 충분한 휴식 및 여가 활동 영위 가능 등

여성 노동자 자신들의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한

다. 그러나 기사에서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은 이들 여성 노동자

들의 연대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빈민가 주민들이나 같이 자신들보다 더 불우한 이웃과 어린이들을

돕는 자선 활동과 같은 긍정적인 범사회적 연대로 확대, 발전되었다고

덧붙인다. 물론 공장의 여성 노동자를 ‘신여성’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성의 연대를 곧바로 ‘바 블뢰’ 또는 전투적 페미니스트들의 연

대로 떠올리는 프랑스의 대중이 갖고 있는 여성 연대에 대한 부정적 편

견을 바꾸고자 노력한 기사로 읽을 수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우울하고

억세다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는 달리 이들 여성 노동자

들을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숙소(cottages simples et élégants)”에서 지

내는 깔끔한 여성(les girls vêtues de robes blanches de cette

irréprochable propreté qui est le luxe de l’Amérique)으로 탈바꿈시킴과

동시에 이 기사는 여성의 연대가 반드시 그녀들만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

143) “Une Journée dans un atelier de Femmes en Amérique”, Femina, 19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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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쟁적 시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자선 활동과 같이 여성에게 요

구되어 온 전통적 이미지를 적절히 결합시킴으로써 이들 여성 연대가 사

회 분열이 아닌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독자들을 설

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Les Amies de l’Ouvrière”144)라는 기사에서도 잘 나타

난다. 이 기사에서는 파리에 위치한 어떤 여성 노동조합 공동체에 대해

소개한다. 이곳의 성격을 “노동조합(syndicat)”라고 분명하게 밝힘과 동

시에 “여공들은 연합이 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뭉친다”라고 설명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성격, 즉 원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Femina는 뒤이어

“그녀들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손을 붙잡으려 뻗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으며, 이러한 협동 시스템은

그녀들의 품격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이를 드높인다”고 설명한다.145) 이

러한 평가와 더불어 이곳에서 여공들은 팍팍하고 비싼 도시에서 저렴하

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고,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보다 빠른 재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 이 공동체의 작업장에서 소일거리라도 맡아 일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도시의 젊은 여공들끼리 동

지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까지 한다. 이러한 묘사 역시

여성 노동자의 연대에 대해 투쟁적인 이미지보다는 서로 돕는 따뜻한 공

동체라는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일환이라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가장 첨예한 페미니즘적 이슈인 여성의 투표권의 경우, 이것

을 소개하는 데에도 Femina식의 이미지 연출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Pour le Vote des Femmes !”146)라는 기사에서는 1906년 3월 9일 런던

에서 있었던 여성의 투표권 요구 시위를 보도하며 “소요사태라면 항상

참가자들이 다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독자들을 안심시키고

144) “Les Amies de l‘Ouvrière”, Femina, 1903/04/01
145) “Les ouvrières se réunissent parce que l’union fait la force. Elles ne tentent

pas la main ; elles se donnent la main, et ce système d’association non

seulement sauvegarde, mais rehausse leur dignité.”

“Les Amies de lOuvrières”, Femina, 1903/04/01
146) “Pour le Vote des Femmes !”, Femina, 190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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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Hâtons-nous de rassurer celles de nos lectrices qui pourraient

croire qu’une émeute inscrit toujours l’actif des participants des coups

de blessures)”며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되었다(Tout se

passa dans un calme relatif)”고 강조한다. 또한 이처럼 차분할 수 있었

던 이유로 참가 여성들이 “섬세하게 장갑을 낀(des mains finement

gantées)”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les dames élégantes et jolies)”들이었

기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 기사는 여

기서 끝나지 않고 말미에서 위아하게 시위하는 여성들과 야만적으로 진

압하는 경찰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이 평화롭던 시위가 과격해진 것은

모두 “야만적인 명령(ordre barbare)”을 수행하던 “폭력적인 경찰(brutal

policier)”때문이라고 설명하기까지 한다. 이날의 시위 현장을 담은 사진

역시 끝까지 우아함을 잃지 않으면서 냉정한 경찰들에게 연행되는 시위

참가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그림 3-6] 참고) 종합해보자면 이 기사는

[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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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가 지니는 투쟁적 이미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평화로웠던 시위

진행과 페미니스트 시위자들의 이미지 전복 시도(폭력성->우아함)를 보

여줌과 동시에 폭력 행사의 주체가 바뀐 모습을 강조했으며, 이와 더불

어 이날 시위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당시 영국 페

미니즘 이슈의 본질을 프랑스 독자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했다. 이러한 복

합적인 서술 방식은 이 시위의 배경과 방식이 모두 정당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럽 내에서 가장 격렬하게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했던 영국에서 벌어진 여성의 투표권 운동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

개했다는 것은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의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

었던 영국의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작

은 계기가 되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Femina 역시 여성의 참정권에 대해 소

개하는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발행 초기에는 “페미니즘”이라는 용

어 사용 자체를 자제하고 대신 “여성 운동(mouvement féminine)” 정도

의 어휘를 사용했던 이 잡지가 1905년 이후 점점 해외에서의 여성 투표

권 운동에 대한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페미니즘”, “페미니

스트 운동(mouvement féministe)” 등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기사는 단순히 여성의 참정권 주장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주장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

고 설명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이러한 요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

고 있다. 특히 1908년에 Femina는 여러 번에 걸쳐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해 소개를 한다. 1908년 5월 1일자 기사

“Nos Soeurs d’Angleterre voteront-elles ?”에서 그녀들이 투표권을 쟁

취해내는데 성공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는가 하면, 1908sus 6월 1일자

“A Rome, les femmes délibèrent”에서는 분명하게 ‘페미니스트

(féministe)’라는 단어를 주저함 없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세

로 임하고 있는지를 칭송하고 1908년 11월 15일자 “La Femmes & les

élections en Amérique” 기사에서는 미국 여성들이 대통령 투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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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정치적 행사에서 지니는 영향력 등을 반(半)농담조와 재치 있는

표현으로 유쾌하게 풀어내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전

략은 모두 여성의 참정권 주장에 대해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사회를 위

협하는 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볼 수 있겠다.

흥미로운 것은 Femina가 여성의 투표권을 옹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까지 냈다는 점이

다. 먼저 1907년 6월 15일자 Femina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여성의 피선

거권을 인정한 핀란드의 여성 정치가들을 다루는 기사가 실렸다. “Les

Premières députées”라는 이 기사에서는 여성이 피선거권을 획득한 것을

“행복(bonheur)”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핀

란드 여성은 비록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남성처럼 세금을 내는 대신

피선거권 역시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금과 선거권을 연결시키

는 이 대목은 1890년대부터 위베르틴 오클레르가 여성 역시 국가에 세금

을 내는 만큼 투표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가질 수 있다는 논리 하

에 파리의 시의원에 출마하겠다고 주장했던 바를 연상시킨다. 여성의 피

선거권과 관련하여 1908년에는 “La première candidate”라는 기사를 통

해 프랑스 최초로 시의원 선거에 출마(파리 9구 출마)했던 여성 후보자

(잔느 랄로에 Jeanne LALOÉ)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녀와 맞붙었던 남성

후보(폴 에스퀴티에 Paul ESCUTIER)가 선거를 치르며 느낀 소감을 함

께 실었다. 그런데 이 남성 후보의 소감문은 한 마리의 고양이(chatte

noire)가 이 남성 후보의 서재에 들어와서 그의 손에 생채기를 내고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점프를 했지만 책상에서 떨어지는 실패를 맛보고

조용히 서재에서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 때 에스퀴티에가

“고양이, 다시 말해 거의 여자인 고양이(chatte, c’est-à-dire presque

femme)”라고 언급한 것, 그리고 이 이야기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이 고

양이는 잔느 랄로에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스퀴티에의 글을 실으

면서 Femina는 고양이가 그를 할퀸 것이 아니라 이 글로 에스퀴티에가

스스로를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으로 이 기사를 마무

리하고 있다.147) 이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남성후보의 거만함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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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Femina는 시간이 지날수록 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

해방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기사를 다양하게 실고 있었

다. 1906년 총선이 실시되던 해에는 8월 1일자, 8월 15일자, 9월 1일자. 9

월 15일자 총 4회에 걸쳐 가브리엘 레발의 주도 하에 “La femme

doit-elle voter ?”라는 주제로 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까지 했

다. 비록 설문조사의 결과, 여성의 투표권 획득에 반대하는 표가 더 많이

나오기는 하였으나(찬성: 1092표, 반대: 2574표),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기

간 동안 Femina는 여성의 투표권 획득에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

영의 주장을 모두 균형 있게 소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설문 결과를 발표

하던 기사 “Non! La Femme ne doit par voter!”에서도 1789년 프랑스

혁명 이래로 남녀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점, 프랑스 여성들에게 정치

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 여성이 선거에 참여하고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가정을 잘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등을 언급하면서 여성의 선거권에 대해 이제는 더 이

상 두려워하거나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어조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처럼 Femina는 비록 발간 초기에는 조심스러웠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페미니스트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한편

Femina식의 이미지 연출법을 통해서 이들 페미니스트들에 대해 독자들

이 갖고 있던 ‘초기 프랑스식 신여성’의 이미지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를 타파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게 된다면

Femina가 ‘신여성’에 대한 이중적 이미지 연출을 시도했던 의도를 남성

중심 주의적 부르주아 가치관을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비록 상업 잡지라는

매체의 한계와 페미니스트 이슈에 관해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온건한 방식으로 ‘페미니즘’의 가치관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47) “Il se dit égratigné: n’égratigne-t-il pas un peu lui-même ?”

“La première candidate”, Femina, 1908/06/01



- 97 -

3.2. ‘Femina식 신여성’의 각인

지금까지 우리는 Femina라는 잡지가 그들만의 ‘신여성’의 이미지를 구

축하기 위해 프랑스 사회 내에 존재해온 전통적인 여성관과 당대 사회에

일고 있던 변화의 바람을 어떻게 절충하여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이중적이고 모호한 이미지를 제시했던 의도

를 추론해봄으로써 이 잡지를 보수적 상업 잡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절

충된 방식으로 페미니스트적 사고방식을 전파하고 사회의 편견으로부터

이들 ‘신여성’을 보호하고자 했던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

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Femina의 메시지가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

고 있는지 그 각인의 문제까지 논의를 확장시켜 볼 수 있다. 본 장에서

는 Femina가 위와 같은 이미지 연출 외에 독자와 좀 더 내밀한 의사소

통을 가능케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나아가 결

과적으로 독자들이 Femina가 제시하는 여성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

는지, 그리고 Femina가 제시하는 프레임을 통해 당시 벨 에포크 특유의

페미니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3.2.1. Femina 독자 공동체 형성

Femina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사고방식으로 독자들이 사회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이를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기 보다는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전파하고자 하였다. 독자들과 더욱 친근하면서도 내밀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또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게끔 하는 여

러 가지의 서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Lettre aux lectrices’나 ‘Lettre de Femina’, ‘Notes

des éditeurs’와 같은 형식의 코너를 들 수 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

시피 기본적으로 독자들을 호명하는 칼럼들이었다. 이러한 편지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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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Femina는 지속적으로 “Mes chères lectrices”, “ma belle amie”등의

말로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다거나 ‘nous’라는 대명사를 반복해서 사용

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소통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1908/04/15자 “Lettres à la Lectrice”에서 프레보는 “우리 솔직해집시다

(Soyons sincère)”, “Femina의 독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Lectrices de

Femina, écoutez bien)”, “내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Je

vous dirai ce que je pense)”, “친애하는 독자 당신에게 고백하건

데...(Vous avouerai-je, lectrice amie, que...)” 등의 방식으로 끊임없이

독자와 대화하는 듯한 글쓰기 방식을 구사한다.148) 이밖에 독자를 단순

히 “vous”라는 목적어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질

문을 던지는 기사 역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연극 작품에 대해 소

개하는 기사의 경우, 제목부터 “Diriez-vous non ?”이라고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말을 걸 뿐만 아니라 기사

의 첫 문장을 “Avez-vous vu Triplepatte ?”와 같이 질문 형식으로 제

시함으로써 독자들을 향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의 시도를 보여주고 있

다.149)

이처럼 직접적으로 2인칭 화법을 구사하는 것 외에도 Femina에서는

독자들을 3인칭화하여 마치 Femina의 진정한 독자라면 당연히 이러할

것이다 등의 뉘앙스를 풍기는 글쓰기 방법도 자주 이용하였다.

우리 잡지의 독자들은 모두 우아하며 이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오늘날 그중 많은 수가 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 ‘자동차 운전’ 패션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제시해보도록 하

겠다.150)

이러한 말투는 Femina의 독자들이라면 이런 것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

148) “Lettres à la lectrice”, Femina, 1908/04/15
149) “Diriez-vous non ?”, Femina, 1906/03/01.
150) “Nos lectrices sont toutes élégantes, c’est certain. Et comme aujourd’hui un

grand nombre d’entre elles sont susceptibles de devenir chauffeuses, je vais

essayer de leur donner quelques indications sur la mode «automobile.»”

“La mode et l’automobile”, Femina, 190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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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정지음으로써 마치 이것에 관심이 없다면 우아한 여성이 될 수 없

으며 Femina의 충실한 독자 집단에 속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은연중에 내

비치는 것이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Femina가 제시하는 최신 유행이

나 사고방식에 동참함으로써 일종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끔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우아하지 않은 여성이라고

쉽게 인정할 독자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이 없었던 독자들

까지 호기심을 갖도록 만드는 효과까지 노렸을 수 있어 보인다.

이밖에 독자들 직접 호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인에게 쓰는 편지 형

식을 빌어 독자를 몰입시키는 형식의 글도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

Femina의 주요 집필진에 속하는 프레보가 담당했던 ‘Lettre à

Françoise’와 ‘Lettre à Françoise mariée’같은 코너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프레보는 가상의 조카 프랑수아즈가 자신에게 고민을 털어

놓으면 이에 대해 편지로 조언을 해주고 있다. 이때 프랑수아즈가 고민

하는 주제는 결혼, 남편과의 신뢰 문제, 결혼한 여성의 자기계발 등 당시

일반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많은 심리적 고민을 담고 있다. 여

기서 프레보는 조카의 이름으로 프랑수아즈라는 아주 평범하고 보통의

프랑스 여성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이름을 고름으로써 독자들이 프랑수

아즈가 하는 고민들은 언젠가 독자 자신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고민이

라는 생각을 갖게 함과 동시에 독자들이 대화에 쉽게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이름이 Femina의 독자들에게 강하게 각인된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해볼 수 있는 설문조사가 있다. 1908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진행되었던 ‘이상적인 젊은 프랑스 여성(Le type idéal de la

jeune fille française)’를 묻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Femina는 독

자들에게 이상적인 젊은 프랑스 여성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과 그녀

에 대해 짤막한 묘사를 제시하도록 주문했다.151) 총 7290명의 독자가 참

151) 이 설문조사는 설문조사를 알리는 글, 이 설문조사에 대한 유명 인사들의 답변

을 먼저 알린 뒤, 약 3개월 뒤 독자들의 답을 공개하였다. 이 설문조사와 관련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La Fluffy Ruffles français, notre enquête sur la jeune fille”, Femina,
1908/01/15

“Le type idéal de la jeune fille française”, Femina, 190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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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했던 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이름으로 프랑수아즈라는 이름이

꼽혔던 것으로 보아, 독자들이 프레보의 칼럼 속 프랑수아즈와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인물이 당대 젊은

프랑스 여성의 대표격으로 독자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어 보인다.

이러한 서술 전략 외에 Femina가 꾸준히 주최했던 각종 대회의 규칙

을 살펴보더라도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 잡지를 만들어가는 데 참여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03년부터 정례화한 작시 대회 “Tournoi de Poésie”의 경우, 수상자들

을 다음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삼는 원칙이 있었다. 이러한 원칙은 독자

들 역시 잡지를 만드는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독

자 역시 Femina를 만들어나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게끔

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2.2. ‘Femina식 신여성’: ‘전통’과 ‘변화’의 조화

지금까지 우리는 Femina가 자신들의 구축한 ‘신여성’을 이미지와

Femina식의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하여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이미지를 결합하고 연출한 다음,

이러한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독자들 사

이에서 Femina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일종의 소속감을 형성하는

장치를 마련해두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의도로 구사되었던 서술 전략이 과연 제대로 작

동하였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당시 Femina의 독자들이

Femina가 제시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 수용 결과까지 확실

하게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Femina가 독자 역시 이

“Le type idéal de la jeune fille française”, Femina, 1908/05/01
“La jeune fille de... demain”, Femina, 19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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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 실시했던 크

고 작은 설문조사와 대회의 결과를 통해 독자들이 Femina가 전파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여성상이 어느 정도 이해되어지고 각인되었는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어 보인다.

Femina는 창간호부터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 권호 마다

‘Concours’라는 명칭의 대회와 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

고, 1903년부터는 ‘Tournoi de poésie’를 실시하였다. Femina 창간 초창

기(1901~1902년)에는 아직 설문조사는 활발하지 않았고, 대부분 크고 작

은 대회를 열었다. 보름짜리 짧은 대회는 주로 간단한 퀴즈나 퍼즐 등을

맞추는 게임이거나 짧은 의견을 선착순으로 받는 형태였고, 상금보다는

상품을 주로 제공하였다. 6개월짜리, 3개월짜리 등 장기적으로 독자들의

참여를 받는 큰 대회(Grand Concours)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OO하

는 인물,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등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지만 독자들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대회, 시, 작사, 작곡, 그림 등 자

신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대회 등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

하는 대회는 바로 독자들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Grand concours들이

다. 이 중 여성의 능력과 자질 등에 관련된 대회와 설문조사만을 추린

뒤 그 중 가장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Femina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아카

데미 입성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과연 독자들이

Femina가 제시하는 가치 판단 기준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당시 ‘신여성’

들을 판단했는지 유추해볼 수 있어 보인다. Femina에서는 1902년과

1909년 두 번에 걸쳐 이와 관련된 Grand concours를 실시했는데, 1902

년의 경우, 40인의 여성들로만 구성된 아카데미를 창설한다면 누가 그

40인에 들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흥미로운 점은 1902년에 실시한 대

회에서 후보자 리스트를 먼저 제시했다는 점이다. Femina는 여성들의

아카데미가 단순히 작가, 철학자, 과학자 등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사람들로 구성된 열린 아카데

미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화가와 조각가(23명), 작곡가(6명), 연극 배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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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가수(6명), 사교계 또는 자선 분야 유명인(9명), 문인(femmes de

lettres, 37명) 순으로 총 90명의 후보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 이 6개의 분야가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한

이 명단에 든 여성들이 어떤 기준으로 뽑혔다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가

장 훌륭하고 아카데미라는 명성에 걸맞은 여성들을 선정했다고만 설명한

다.

이 대회에는 총 8,277명이 참여했는데(중복 투표 가능) 그 중 8,276명

의 표를 받은 사라 베르나르트가 1위에 올랐으며, 2위와 3위에는 화가인

마들렌 르메르(Madeleine LEMAIRE, 7,825표), 루이즈 아베마(Louise

ABBÉMA, 7,803표)가, 4위에 비로소 소설가 다니엘 르쥐외르(Daniel

LESUEUR, 7,691표)가 올랐다. 일반적으로 아카데미 프랑세즈를 떠올릴

때 상위권에 속하는 작가(Femina의 기준에 따르면 ‘문인’)들의 경우, 총

40명 중 20명이 포함되었다.

이 결과에서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라 베르나르트의

득표수일 것이다. 전체 참가자 중 단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40

인의 여성 대표에 그녀를 꼽았다는 것은 당시 프랑스 사회의 일반적인

여론과는 상당히 동떨어져보이는 결과이다. 베르나르트는 뛰어난 연기력

으로 “Divine Sarah”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일반대중이 그녀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역시 그녀가 남긴 혼외 밀회와 출산과 같은 스캔

들이었다. 게다가 그녀 밑에서 일한 적 있는 마리 콜롱비에(Marie

Colombier)가 그녀를 겨냥해서 쓴 소설 “Le mémoire de Sarah

Barnum”은 그녀를 돈, 섹스, 그리고 명성에 대한 강한 집착의 화신으로

그렸고 이러한 이미지가 일반 대중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혀있었다. 그

러나 이와 달리 Femina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녀를 소개하며 성스러운 배

우이자 예술가라는 이미지를 앞세웠다. 발간 초기부터 Femina가 담아낸

베르나트르는 영국 왕실에서 극찬하는 배우이거나152), 오랑주 연극 페스

티발에서 고대 로마 원형 극장을 휘어잡는 페드르였으며153) 위대한 비극

『햄릿』에서 주인공 햄릿으로 당당히 분하여 그 비극적인 연기를 펼칠

152) “A Londres, avec Mme Sarah Bernhardt”, Femina, 1901/07/15
153) “Sarah Bernhardt à Orange”, Femina, 19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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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예술가였다.154) 이러한 이미지 연출은 지속되었고, 그녀가 1909

년 잔 다르크 배역을 맡았을 때 Femina의 기사는 잔 다르크라는 배역이

가진 이미지를 그녀 개인에게 결부시켜 그녀를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로 포장하였다. 그녀를 묘사하기 위해 스테인드글라스, 성녀, 세련된 의

고(擬古)주의, 전설, 역사적 사실과 같은 단어들을 동원하고. 이러한 묘사

를 통해 그녀에게 숭배 받아 마땅한 위대한 여성 예술가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던 것이다.155) 이 설문조사에서 Femina의 독자가 이와 같이 베르

나르트를 당대 여성을 대표하는 예술가로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은

Femina가 지속적으로 그녀의 단점은 가리고 그녀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 베르나르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제시한 것

이 독자들에게 성공적으로 각인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바이기도 하다.

Femina에서 보여주는 연출 방식 중 가장 특징적인 연출법은 무엇보다

이중적 이미지의 결합일 것이다. 이 때 당대 Femina의 독자들은 이러한

연출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다음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1902년 Grand concours 중에는 “여성이 갖춰야

하는 10가지 기본 덕목”을 제시하는 것이 있었다. 이 대회에 대한 독자

들의 참여 열기가 대단해 Femina는 독자들의 편지를 수거해서 확인하고

순위를 매기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사로 실을 정도였다. 총 14,728명의 독

자가 참여하였는데, Grand Concours는 오로지 정기 구독자에 한해서 실

시되었다는 점에서 이 숫자는 본 대회의 참여 열기가 대단했음을 보여준

다고 하겠다. 다음은 독자들이 제시한 자질 1위부터 10위이다:

- ‘착함(bonté)’(1위, 10,983표)

- ‘헌신(Dévouement)’(2위, 10,491표)

- ‘부드러움(Douceur)’(3위, 6,599표)

- ‘질서(Ordre)’(4위, 6,499표)

- ‘사려깊음(Sagesse)’(5위, 6,206표)

- ‘베풀기(Charité)’(6위 5,866표)

154) “Sarah Bernhardt”, Femina, 1905/02/15
155) “Sarah Bernhardt dans les deux Jeanne D’Arc”, Femina, 19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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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소함(Modestie)’(7위, 4,632표)

- ‘인내(Patience)’(8위, 4,586표)

- ‘경제력(Économie)’(9위, 4,543표)’

- ‘친절함(Amabilité)’(10위, 4,036표)

이들 1위부터 10위까지의 자질들을 보면 Femina가 대중에게 ‘Femina

식 신여성’상을 제시하면서 함께 내세운 자질들이자 전통적으로 여성이

갖추도록 권장되어 온 자질들이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Femina는 사

회적으로 성공하여 이름을 날린 여성들의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그녀들

의 자상함, 가족을 위한 헌신, 인자함 등을 가장 앞서 제시했었다.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Femina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가치관을 전면에 내세

워 강조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똑똑함

(Intelligence)’(11위, 3,881표), ‘활동성(Activité)’(17위, 1,812표), ‘용기

(Courage)’(20위, 1,606표), ‘활력(Énergie)’(26위, 1,220위), ‘지성

(Esprit)’(28위, 1,070표) 등 이전까지는 주로 남성들에게 요구되어온 자질

들이면서 당시 전통적 가치관을 깨고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을 설명하

는 자질들은 대부분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이러한 설문 결과만 보면

Femina가 ‘신여성’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보여주었던 이중적 이미지의

연출 의도를 독자들이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음을 뜻하거나 당시 독자들

에게 Femina는 여성 해방의 새로운 흐름을 전파하는 잡지가 아니라 남

성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잡지로

여겨졌음을 의미한다고 비판을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의 설문조사 결과와 다음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

해보자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어 보인다. 1906년 후반에 실시했던 ‘가장

선호하는 직업 말하기’ 대회를 보면156) Femina는 이 대회에서 여성 독

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을 선호 순서대로 10가지를 적어

낼 것을 주문하였다. 이때도 Femina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명목

으로 총 19개의 직업을 예로 들었는데, 순서대로 나열해보자면 간호사,

156) “Quel est votre métier préféré ? Concours”, Femina, 19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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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가, 의복 디자이너, 배우, 전보 배달원, 다림질장이, 식자공, 변호사,

하녀, 타이피스트, 청소부, 신문판매상, 점원, 전화교환원, 여공, 화가, 모

델, 작가, 유모들이다. 이듬해 2월 15일자 Femina에 실린 결과를 보면

총 8,747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제시한 1위부터 10위 직업 중 Femina

가 예시로 언급했던 직업이 총 8개나 포함되어 있다.

- 1위: 작가(Femmes de lettres), 7645표

- 2위: 의사(Doctoresses), 6644표

- 3위: 변호사(Avocates), 5999표

- 4위: 의복 디자이너(Couturières), 5875표

- 5위: 화가(Peintres), 5649표

- 6위: 자수 놓는 사람(brodeuse), 3423표

- 7위: 타이피스트(Dactylographe), 3332표

- 8위: 배우(Actrices), 3297표

- 9위: 간호사(Infirmières), 2748표

- 10위: 하녀(Femmes de chambre), 844표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독자들이 그동안

Femina가 제공해왔던 ‘신여성’상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독자들에게 각인

된 결정적인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다.

먼저 의복 디자이너나 자수 놓는 사람, 심지어 하녀 등의 직업을 선호하

는 독자 역시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뛰어난 지적 능력을 통해

사회에서 전문적인 직업을 맡고자 하는 ‘신여성’상과는 동떨어져 있어 보

인다. 또한 어떤 기준에 의해 이들 직업을 선호하는지 독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 또한 섣부른 해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해당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직업을 고른 것인지, 단순

히 돈을 잘 벌 수 있어서인지, 힘들게 노동하지 않고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지 확인할 수 없기에 이 순위만으

로는 이 설문 조사 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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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결과에서 ‘Femina식 신여성’이 독자들에

게 긍정적으로 각인되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면 다음

과 같다. 먼저 Femina에서 예시로 들었던 직업들 상당수(작가, 변호사,

의복 디자이너, 화가, 타이피스트, 배우, 간호사, 하녀) 가 10위 안에 들

었다는 것은 독자들이 Femina가 제시한 기준 안에서 주로 생각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들 직업의 대부분은 평소에도 Femina에서 지속적

으로 소개하던 직업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작가나

배우, 화가 등은 재능 있는 여성 예술가로 Femina가 강조했던 ‘신여성’

상의 대표적인 직군들이며, 변호사는 최초의 여성 변호사 잔느 쇼뱅의

기사를 통해서 그동안 Femina의 독자들이 접할 수 있었던 직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 타이피스트의 경우 경제적 자립과 독립적 생활을 일

구기 위해 여성들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통해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으며, 간호사의 경우 역시 여성의 대표적인 자질인 동정

심과 자비, 자선 등을 펼칠 수 있는 직업으로 Femina에서 종종 언급되

기도 하였다. 이들 목록을 보면 그동안 Femina가 다양한 직업군의 소개

를 통해 여성 역시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변

화를 꾸준히 소개했던 것이 고르게 잘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Femina에서 직업 예시로 거론하지 않았던 의사

(Doctoresse)가 선호 직업의 2위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서 우리는 그동안 Femina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신여성’의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남성들과 똑같이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공부하는 여성

의사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에 걸쳐 기사화했고, 이렇게 연출된 이미지가

독자들에게 강하게 각인되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인기 직업 사이의 선호도를 비교해볼 때, Femina가 그동안

남성에게만 허락되거나 남성만 높이 평가했었던 직업 중 여성 역시 충분

히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직업으로 제시했던 작가, 의사, 변호사, 화

가 등의 직업들을 비교적 선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설문조사와 여성에게 중요한 자질을 묻는

설문조사와 연결지어 생각해보자면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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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동시에 여성으로서 간직해야 하는 자질까

지 놓치지 않고 갖출 수 있다는 독자들의 생각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인 것이며, 이러한 여성상이야말로 Femina에서 지속적으로 이상

적인 ‘Femina식 신여성’상으로 내세웠던 여성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문인 또는 예술가라는 직업에 독자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한 것, Femina

가 공들여 이미지를 구축한 인물(예: 베르나르트)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문인, 변호사 등과 같이 당대 여성

들이 새로이 진출한 직업 내지 여성은 해당 분야에서 훌륭한 결과물을

낼 수 없다는 기존의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자 했던 직업에 도전하고자 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권장되어 온 가

치(착함, 헌신, 부드러움)를 중시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이는 것 또한

Femina가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신여성’상을 제시하면서 사용했

던 온건적 페미니스트적 시각과 전통적 이미지의 결합이 독자들에게 거

부감 없이 수월하게 각인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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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Femina라는 잡지의 의도와 이 잡지가 구축한 ‘신여성’이라

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해 상충되는 해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문을 가

지고 출발하여 이 잡지가 제시하는 ‘신여성’의 이미지는 어떻게 연출되었

는지, 그리고 이미지를 제시하는 전략을 검토하였다. 특히 ‘Femina식 신

여성’이 등장하기 이전에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여성’에 대한 이

미지와 Femina식 신여성‘과 유사함을 보이는 ‘La Fronde식 신여성’상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Femina식 신여성’이 갖는 특징 및 이중적 이미

지 연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때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Femina식의 이미지 연출법은 그동안 대

중이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신여성’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

니라고 안심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일반 대중들이 이들 ‘신여성’에 대

해 갖는 경계심을 풀고 이들의 존재와 가치관을 보다 수월하게 인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신여성’상을 제시하는 데 있어 Femina가 활용했던 연출

법을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자면, 여성 교육의 확대,

전문직 진출, 나아가 ‘페미니즘 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와 같이

시대적 변화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사고관을 이야기할 때에는 여성의 의

무 및 전통적인 여성스러움을 먼저 제시하고 변화하는 사고방식을 뒤에

배치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으며, 이상적인 ‘신여성’상으로 특정 여성

인물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여러 면모 중 대중이 거부감 내

지 비난의 의견을 보일 수 있는 요소는 숨기고 전통적 가치관을 보전하

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더불어 본 연

구는 여러 층위의 연출을 거친 ‘Femina식 신여성’상과 이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Femina는 잡지라는 매체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 또는 잡지가 취할 수 있

는 전략을 십분 활용하여 독자들의 사고 속에 Femina가 제시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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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가치관을 각인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성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에 미루어 보아 Femina를 남성 중심주의 부르주아

의 전통적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는 잡지로 평가하는 것은 Femina가

보여주었던 이러한 이중적 이미지 연출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Femina가 ‘신여성’상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아

름답고 친절하며 가정적인 여성으로서의 이미지를 함께 제시했던 것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결과라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Femina가 이러한 연

출법을 통해 프랑스식 온건적 페미니즘을 구현한 잡지라고 평가할 수 있

는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Femina는 창간 때부터 당대 여타 상

업 여성 잡지들이 자주 다루지 않았던 여성들의 변화에 주목하였으며 이

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담아냈다. 가정을 잘 지키는 여성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여성부터 시작해서 직접 자

동차를 몰거나 비행기를 조종해서 탐험에 떠나는 여성, 최초의 여성 법

조인, 여성 과학자 등 자신의 커리어를 개척하고 사회로의 의미 있는 진

출에 성공한 여성들의 모습들도 지속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

다. 여성의 투표권이나 여성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절대적이고 분명한

옹호와 같은 직접적인 방식의 의견 표명만이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이처럼 일상적인 여성들의 삶 하나하나

가 모두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역

시 큰 틀에서 페미니즘적 사상을 퍼트리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다 용이하게 포장할 수 있는 여성상이나 소재를

취사선택한다거나 여성의 변화와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안주인과

같이 여전히 남성중심주의 사고관을 전제로 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게다가 Femina가 선택한 이 전략이라는 것이 기회주의

적 내지 지나치게 타협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 또한 충분히

있어 보인다. 여전히 가부장적 부르주아 가치관을 내재하고 어머니와 아

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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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상일 수 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1차 세계

대전이라는 갑작스러운 역사적 단절로 인해 벨 에포크 시대가 막을 내리

지 않았다면, 이러한 한계가 오히려 벨 에포크 시대에 들어 갓 변화하기

시작한 여성의 삶을 다시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 가두게 되는 역효과를

낳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과연 이

시기 프랑스에서의 ‘페미니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점이

다. 본론 1.1. 앞부분에서 ‘페미니즘’의 정의에 대해 논의한 부분에서 우

리는 이 ‘페미니즘’의 성격과 핵심 목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상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페미니즘

운동’의 핵심 목표와 전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벨 에포크라는 특수한 시기 하에 프랑스라는 공간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여성 해방 운동’을 과연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 프랑스 사람들이 살아가던 역사적이

고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야만 한다. 오늘날 지배적인 영미권식 페미니

즘의 전통, 즉 여성을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으로 상정하며 남성과 여성

의 완전한 법적 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의 기조로만 판단한다면

Femina가 내세웠던 것과 같이 여성의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함에 있어

가족이라는 관계망과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

하는 것은 페미니즘적이라고 평가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페미니즘’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

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개인 간의 완전한 평등도 중요하지

만,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속에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 역

시 페미니즘적 실천에 있어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남성과의

완벽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사회가 만들어놓은 젠더라는 틀을 완전히 해체할 수 없다면 이로부

터 우리는 현실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펜은 19세

기 이래로 보부아르(S. DE BEAUVOIR)가 등장하기 전까지 프랑스에서

전개되었던 페미니즘을 ‘관계적 페미니즘(Relational Feminism)’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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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다. 사회가 여성에게 강요하는 모든 역할을 거부한 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중받을 것을 강조하는 영미권식의

‘개인주의적 페미니즘’과는 달리 이 ‘관계적 페미니즘’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이 때의 관계는 남성 우위의 위계질서가 아니라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쌍을 이루는 관계를 의미한다) 여성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고민

한다. 이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만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

지를 고민하고 이를 사회가 제대로 존중해주도록 요구하는 것이 ‘관계적

페미니즘’의 핵심이다. ‘관계적 페미니즘’ 하에서는 남녀 사이에는 출산처

럼 분명한 성적 기능의 차이가 존재한다. ‘관계적 페미니즘’에 따르면 이

러한 분명한 성적 차이 속에서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페미니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157)

오펜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을 참고했을 때, Femina에서

보여주었던 여성의 이미지를 ‘페미니즘’의 옹호를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

택으로 읽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옹호함과 동시에

여성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는 데에 있어 가족이라 는 가장 근본적

인 사회 구성단위를 놓치지 않고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반영된 모델이

바로 ‘Femina식 신여성’상이며, 이는 오펜이 설명했던 ‘관계적 페미니즘’

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펜이 프랑스의 ‘페미니즘 운동’에서 오로지 ‘관계적 페미니즘’만

이 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영미권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이 ‘관계

적 페미니즘’과 ‘개인주의적 페미니즘’이 모두 나타났으며 다만 해당 국

가 내지 문화권의 ‘페미니즘 운동’이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는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본 연구 역시 벨 에포크 시기

프랑스의 ‘페미니즘 운동’을 ‘관계적 페미니즘’이라고 단정지어 결론내려

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논의했던 ‘신여성’상을 이러한 ‘관계적 페미니

즘’의 산물이라고 귀결시키려는 것 또한 아니다. 다만 오펜의 ‘페미니즘’

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이 갖는 중요성, 즉 역사, 사회 또는 문화 등의

157) K. Offen, ‘Defining Feminism: A comparative Historical Approach’, op cit.,
pp. 135-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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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따라 다양한 정신의 ‘페미니즘 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

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한 사회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알맞은 방식

의 ‘페미니즘 운동’이 있었을 것이라 보고, ‘Femina식 신여성’상이 담아내

고 있는 가치관을 여성들이이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과정에서 그 시대

의 사회적 현실에 적응하며 나타난 과도기적인 ‘페미니즘’의 형태로 평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떠나서, 설령 Femina의 절충적 태도가 ‘Femina식

신여성’상이 지니는 한계라고 하더라도, 만약 Femina식의 이미지 연출을

통해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고 이것이 축적되어 ‘신여성’과 그녀들에게서

드러나는 ‘여성 해방 운동’의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게 되었다면 더

욱 빠른 시간 안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데 일조했을 수

도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벨 에포크 시대 당시 프랑스 사회에 팽배

해있던 여성 혐오 내지 안티-페미니즘, 그러 인한 ‘신여성’에 대한 편견

등을 고려할 때 Femina가 보여주었던 ‘신여성’상의 이미지 연출은 이로

부터 비난받지 않고 이들 여성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 전략은 17세기 때부터 높은 수준

의 교양과 지적 능력을 겸비했던 살롱의 여성들이 주류 남성들로부터 자

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성과 겸손 등의 여성스러움을 오히려 더욱 적극

적으로 내세웠던 문학사적 전통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느 방향으로 판단을 하

든 미디어가 여성의 이미지를 생산하거나 변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속성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확

장시켜 벨 에포크 이후 미디어는 어떤 형태로 여성을 이미지화하고 있는

지를 연구해봄으로써 위와 같은 이미지 연출이 후대 프랑스 사회의 여성

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과연 오늘날의 미디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련의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

오히려 여성들이 이러한 미디어의 기능을 역이용하여 아직도 오늘날의

여성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는 디딤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 여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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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a création de l’image de la

‘Femme Nouvelle’

pendant la Belle Époque, France

- Une étude sur le magazine Femina

SON Jiyoon

Département de Langue et Littérature Françaises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Le mouvement de l’émancipation de la femme’ ou ‘le

mouvement féministe’, qui connaît un grand élan sans précédent

en Europe à partir de la fin du 19ème siècle, a occasionné un

grand changement dans la vie des femmes françaises pendant la

Belle Époque. Durant le développement de ces mouvements, les

français témoignent de l’apparition des femmes qui poursuivent

une vie différente, non-traditionnelle. Les presses, qui étaient en

voie d’un développement remarquable, se précipitent à cré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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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es images sur ces ‘Femmes Nouvelles.’ Parmi ces images,

celle créée par Femina, un magazine féminin, se situe au milieu

d’évaluations contradictoires. Notre étude s’intéresse à la cause

de ces analyses polémiques. Ainsi, cette étude a pour objectif

d’expliquer comment sont façonnées par Femina les images de

ces ‘Femmes Nouvelles’, de réfléchir sur l’intention de ce

magazine cachée dans ces images et de déduire le niveau

d’acceptance de ces images par le public.

La première partie de l’étude aborde la naissance du terme

‘Femme Nouvelle’ en France. En effet, ce terme est créé par la

société anglo-américaine pour indiquer les femmes de la classe

moyenne, qui donnent une valeur primordiale à la liberté de

l’individu, qui veulent franchir la relation familiale et qui ont

soif d’éducation supérieure. Pourtant, lors de la transmission de

ce terme en France, les français conçoivent qu’elle soit une

menace pour l’ordre social basé sur le système partriarcal. Cela

étant, le sentiment antiféministe ayant une longue histoire en

France intervient à la reception de la notion de ‘Femme

Nouvelle.’ L’image venue à l’esprit du public français était celle

des ‘bas-bleus’. Par conséquent, les presses ont forgé des

images stéréotypées sur les ‘femmes nouvelles’ ; soit que cette

femme ait perdu son charme féminin faisant d’elle presque une

androgyne, soit qu’elle ne s’occupe pas de la famille pour se

concentrer sur son travail ou soit qu’elle se hâte vers une

manifestation féministe en montant sur une bicyclette.

Dans la deuxième partie, nous observons un autre model de

la ‘Femme Nouvelle’ qui tend à renverser les préconceptions 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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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Marguerite Durand, la fondatrice du journal féministe La

Fronde, maintient un point de vue unique sur les féministes ;

malgré les préjugés du public, selon lesquels les féministes sont

toutes des militantes à voix haute qui se battent seulement

pour leur profit, Durand a insisté que les féministes peuvent

toujours garder leur beauté féminine et en profiter pour

persuader les gens de différentes opinions. Ainsi, La Fronde

décrit les ‘Femmes Nouvelles’ comme des femmes séduisantes,

munies d’un esprit lucide, enthousiates pour l’amélioration de la

condition des femmes dans la société. Cependant, cette image

alternative sur la ‘Femme Nouvelle’ n’arrive pas à être accepté

ni du public, ni des autres féministes. A cause de l’absence,

dans la mise en scène de La Fronde, de stratégies qui

réconcilient les images contradictoires, il était difficile pour les

lecteurs d’accepter la coexistence sur la même page de ce

journal des opinions intransigeantes identiques à celles des

féministes militantes et des images de belles femmes qui

ressemblent aux salonnières.

Nous arrivons à la troisième partie pour examiner les images

des ‘Femmes Nouvelles’ élaborées par Femina. Femina accepte

partiellement l’idée de La Fronde sur les ‘Femmes Nouvelles’

qui gardent leur beauté féminine ; mais Femina y ajoute une

autre caractéristique, celle d’une femme qui remplit ses devoirs

en tant qu’épouse ou mère. De cette façon, nous pouvons

décrire la ‘Femme Nouvelle’ de Femina comme une femme

charmante et gracieuse qui soutient bien les morales

traditionnellement exigées aux femmes en même temps qu’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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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 son entrée dans la société, dans le monde professionnel

grâce à ses talents exceptionnels. Ce qui est particulier à

Femina, c’est l’emploi de diverses stratégies convenant aux

éléments redoutés par le public et qui attendrissent leur

aversion pour ce genre d’ambiguïté. Surtout, quant aux sujets

directement liés aux mouvements féministes comme le droit de

vote des femmes ou le syndicat des ouvrières, Femina prend un

détour pour les défendre, en mettant en avant les aspects

positifs qui aident à briser les préjugés du public.

A la fin de la troisième partie, nous avons vérifié, à l’aide

des résultats de concours et d’enquêtes pour les lecteurs, que le

public a accepté positivement les images des ‘Femme Nouvelles’

fournies par Femina. De ce fait, les stratégies de Femina ont

réussi à modérer la méfiance du public envers les ‘Femmes

Nouvelles’ et elles ont également influencé le public à accpeter

les idées rénovatrices les concernant. Pourtant, il est vrai que le

style de la mise en scène de ces images ambiguës que Femina

montre sans cesse garde encore une attitude favorable aux

valeurs bourgeoises et patriarcales, de sorte qu’il est possible de

le critiquer comme compromis et opportuniste. Cependant, notre

étude montre la possibilité de comprendre ces images ambiguës

non comme une défaite du féminisme ni comme une reprise de

vieilles valeurs partriarcales, mais comme un choix stratégique

des féministes ; si nous considérons la circonstance historique

et culturelle de la Belle Epoque en France, nous pourrons

comprendre l’image de la ‘Femme Nouvelle’ de Femina comme

un marchepied pour diffuser effectivement les idées fémini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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