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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세기 초 미국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과 결혼지위

: 맥켄지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홍  정  아

  본 논문은 사회  제도로서 결혼이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지 를 구성하는 핵

심이라는 에 주목하여 가부장  결혼지 와 시민권의 계를 분석하고자 하

다. 이에 본 논문은 20세기  한 미국 여성의 헌소송을 통해 여성의 젠더

화된 시민권과 결혼지 의 계를 분석하고자 하 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한 에델 맥 지는 1907년 국 이탈법을 상 로 헌소송

을 제기하 다. 맥 지는 국제결혼하는 모든 미국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1907년 국 이탈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배된다고 주장하고, 시민  권

리로서 참정권을 요구하 다.

  1907년 국 이탈법은 미국 습법 상 ‘아내의 지 ’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결

혼하는 미국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하 다. ‘아내의 지 ’는 결혼을 통해 아내의 

법  정체성이 남편에게로 흡수되는 가부장  결혼지 다. 1907년 국 이탈법

은 1855년 귀화법이 확립한 부계 통주의 원칙과 ‘가족일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확   강화하 다. 1907년 국 이탈법은 증가하는 이주자 수를 억제하고 

미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을 통한 2세의 재생산을 억제하기 한 수단으

로서도 활용되었다.

  1907년 국 이탈법의 헌성을 주장한 맥 지는 국제결혼을 통한 시민권 박

탈의 무효를 주장하고, 자신의 시민  권리로서 참정권을 요구하 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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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지는 패소하 다. 연방 법원 재 부는 1907년 국 이탈법의 정당성을 확인

하고, 맥 지가 더 이상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결하 다. 재 부에 따르면 맥

지는 1907년 국 이탈법이 발효된 이후 법의 용결과를 인지한 상태로 자발

으로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 으므로 결혼과 동시에 국 을 이탈하 다.

  그러나 맥 지의 헌소송은 단순히 시민  권리를 되찾기 한 개인만의 소

송이 아니었다. 맥 지는 1907년 국 이탈법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법의 근

거 던 여성의 결혼지 에 보편 인 문제를 제기하 다. ‘아내의 지 ’ 원칙에 

근거하여 부계 통주의 원칙과 ‘가족일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확   강

화한 1907년 국 이탈법은 미국 여성의 시민권을 젠더화하는 도구 다. 맥 지

는 젠더화된 여성 시민권의 근거 던 ‘아내의 지 ’ 원칙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고유한 태생  시민권을 주장함으로써 이에 항하 다.

  시민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참정권을 요구했던 맥 지는 페미니스트 여성 

참정권 운동가 다. 당시 주류 여성 참정권 운동진 은 반 세력에 맞서기 해 

방어 으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참정권 이념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나 맥 지는 ‘아내의 지 ’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아내이자 

어머니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참정권을 요구하 다. 이것은 한 참정권을 핵

심으로 하는 여성 시민권에 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었다. ‘아내이자 어머니로

서 여성’의 참정권을 거부하고, 개인의 시민권의 핵심으로서 참정권을 요구한 

맥 지는 여성의 결혼지 에 도 하고 개인으로서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한 페

미니스트 참정권 운동가 다.

  더 나아가 맥 지는 헌소송을 통해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에 항하고, 결

혼지 로부터 독립 인 여성의 시민권을 주장하 다. 맥 지는 1907년 국 이탈

법에 의해 남성 시민의 아내이자 남성 시민의 2세를 양육할 어머니로서만 인정

받는 여성의 시민  지 에 항하 다. 동시에 국가의 정치 ⋅경제  목  달

성을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여성의 시민권을 거부하 다. 맥 지는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참정권을 요구함으로써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개인인 여성

의 시민권을 주장한 진정한 페미니스트이자 여성 참정권 운동가 다.

주요어: 국 이탈법, 젠더화된 시민권, 결혼지 , 아내의 지 , 여성 참정권

학  번: 2009-2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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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본 논문은 시민사회의 역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회  제도로서 결혼이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지 를 구성해 왔다는 에 주목하여(Cott, 2000), 부계 통

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부장  결혼이 여성의 시민권과 어떻게 련되는지에 주

목한다. 시민사회에서 여성의 결혼지 가 여성의 시민권을 구성해 온 것과 

련, 페미니스트들은 그동안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지 와 권리를 

리지 못했다고 비 해 왔다(Fraser & Gordon, 1994a; Fraser & Gordon, 1994b; 

Vogel, 1994; Cott, 2000; 페이트만, 2001[1988]1); 오장미경, 2004; 황정미, 2007).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보장된 이후, 시민사회에서 형식  시민권이 젠더에 상

없이 구에게나 보편 으로 부여된 권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시민

 지 가 남성의 그것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다. 특히 

여성의 결혼지 는 여성의 “2등 시민(Vogel, 1994:76)”으로서의 지 를 구성하는

데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시민권은 흔히 국 (nationality)과 혼동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에서

는 ‘시민’이라는 개념보다 ‘국민’ 개념이 훨씬 범 하게 사용되고, ‘시민권’보

다는 ‘국 ’이 훨씬 일반 으로 받아들여진다.2) 한국에서 국 을 인정하는 요건

과 차는 <국 법>을 통해 정의된다. 특히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 을 

인정하는 요건과 차는 국 법을 통해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황정미, 

1) 페이트만(Pateman)을 비롯한 해외 학자들의 서들  국내에 번역본이 출간된 경우에는 

번역본을 우선 참고하 다. 해외 학자의 서가 본 논문에서 첫 인용되는 때에는 번역본

의 출간년도를 우선 표기하고, 호 속에 원본의 출간년도를 표기하 다. 본 논문에서 

해외 학자들을 인용하는 경우에 번역본의 출간 년도와 페이지 수를 표기하 다.

2) 시민권과 국 이 쉽게 혼동되는 한국의 상은 남북 분단  안보 국가 체제라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  조건 속에서 형성된 정치  이념(김동춘, 2006. 이안지 , 2009:31에서 재인

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국   주권과 같은 법  지 로 이해되는 시민권은 좁

은 의미의 시민권으로서 “국가의 멤버십을 뜻하는 국 과 첩하는 개념(이철우, 2004. 이

안지 , 2009:30에서 재인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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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8). 1997년 국 법이 개정되기 까지 한국의 국  부여의 원칙은 통

으로 부계 통주의를 따랐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가족의 경계와 국민의 경계가 

충돌하는 경우, 통 으로 부계 통에 따라 여성이 남성의 가족에 흡수되도록 

하는 이 같은 방식3)은 1997년 국 법 개정 까지 당연시되어 왔다. 1997년 국

법 개정으로 인해 이 의 부계 통주의는 양계 통주의로 수정되었고, 이제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의 국 은 젠더 립 인 요건4)으로 바 었다.

  그러나 1997년 국 법 개정 이후5) 부계 통 심의 호주제가 2008년 면

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계 통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한국에서

는 특히 국제결혼6)이 증가함7)에 따라 시민과 결혼한 국 이 다른 배우자의 시

민권 문제가 핵심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에서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

국인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지 에 심이 집 된다. 이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인 에서도 ‘결혼이주여성’만을 상으로 하는 정부의 다문화정책의 집 과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과 시민권에만 집 된 학계의 연구 흐름을 통해서도 

3) 1976년 12월 시행된 국 법(법률 제 2906호) 제7조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며 재 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때에는 본법 제5조 제1호, 제2호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귀화할 수 있다. 1. 부 는 모가 한민국의 국민인 자 2. 한민국

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의 처로서 한민국의 국 을 취

득하지 못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5조의 요건은 “1. 5년 이상 계속하여 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만 20세 이상으로서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을 것 4.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는 기능이 있을 것.”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4) 1997년 국 법 개정에 따라 개정  ‘국민의 처’ 는 ‘처가 국민이 자’라는 표 은 ‘배우

자가 국민인 외국인’이라는 젠더 립 인 표 으로 바 었다(황정미, 2011:129). 

5) 한국의 국 법은 2004년 다시 한 번 개정되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간이귀화 요

건이 수정되었는데, 배우자가 한국인인 외국인은 통상 으로 귀화에 요구되는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외 으로 귀화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한 경우의 첫 번째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밖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

이 정상 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가장 단 인 가 배우자의 폭력과 인권침해 

등으로 이혼한 여성이다. 특별한 경우의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혼인에서 출생한 미성년자

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할 자일 경우에 해당된다(황정미, 2011:130).

6) 통계청에 의하면 국제결혼은 ‘국 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일’로 정의된다(2011년 

통계청자료). 최근에는 동성간의 결혼도 넓은 의미의 결혼에 포함시키는 국가가 늘고 있

지만, 본 논문에서 ‘결혼’은 가부장성을 핵심으로 갖는 통  의미의 이성 간 결혼을 지

칭한다. 

7) 2010년 12월말 기  체류외국인은 1,261,415명으로 인구 비 2.5%를 차지하고, 년 비 

8%의 증가율을 보인다. 2010년 한국인의 외국인과의 혼인은 34,235건으로 2009년에 비해 

9백건 증가하 다. 한국인의 외국인과의 혼인은 총 혼인(326,104건)의 10.5% 수 이며, 

2000년 11,605건 이후 지 까지 꾸 히 증가해 왔다(2011년 통계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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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8)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난 2세가 한국인 아버지의 국 을 따라 한국인

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외국인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국 을 따르

는 것은 극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에서도 부계 통주의는 드러난다.

  이에 본 논문은 과연 법제도만으로 여성의 시민권이 결혼지 로부터 분리되

었는지를 말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제로 실에 있어서도 여성의 

시민권이 결혼지 와 얼마나 연 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을 갖는다. 이와 련하여, 한국에서 법제도 인 논의는 이미 많이 있어왔다. 그

러나 실 으로 시민사회에 극 으로 참여할 권리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시민권을 다루는 연구는 많지 않다. 그동안 한국 여성의 결혼지 가 

격하게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시민권 연구에 제 로 

반 되고 있지 않다. 

  재 한국에서 여성 시민권은 다양한 시민  권리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다루

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여성 시민권 논의는 최근에 증가하는 국제결혼이라는 

상과 련하여서만 집 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한국 여성의 삶이 

과거와 달리 하루가 다르게 속하게 변화하고 여성들의 생애주기와 단계뿐만

이 아니라 결혼의 의미도 변화하는 실은 좀처럼 여성 시민권 논의에 극

으로 반 되지 않고 있다. 국제결혼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여성 시민권 논의마

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시민권에 편 되어 있다. 그 결과 외국

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삶에 한 고려는 국제결혼과 시민권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재 한국에서의 여성 시민권 논의는 동

시 를 살고 있는 한국 여성의 삶을 제 로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재 한국에서의 시민권 논의를 고려할 때 직 으로 한국 여성의 

결혼지 와 시민권을 분석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통 으로 시민권 논의는 국

민국가(nation-state)의 경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재 한국의 상황

은 기존의 국민국가의 경계가 빠르게 재구성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시민권 논의를 한 새로운 분석틀이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연

구 분석틀은 충분하지 않다. 그 결과 재 한국의 여성 시민권 논의는 교착 상

8) 국제결혼에 한 한국의 부계 통주의  심은 국제결혼의 1세 음에도 불구하고 과

거에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주했던 한국 여성들이 지 까지도 잊 진 존재라는 사

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  3세에 한 사회  무 심에서도 잘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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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새로운 분석틀을 요구하는 한국의 여성 시민권과 

결혼지 를 분석하기보다는 기존의 통 인 시민권 논의의 틀을 가지고 여성

의 결혼지 와 시민권의 계를 분석하는 것이 좀 더 효과 이라고 단한다. 

이를 해 본 논문은 20세기  미국 여성의 사례를 살펴본다. 당시 미국에서는 

과거 한국과 마찬가지로 철 히 부계 통주의에 입각해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

하거나 부여했던 경험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참정권으로 상징되는 여성의 시

민권과 여성의 결혼지 가 연결되었던 한 미국 여성의 사례는 여성의 결혼지

와 시민권이 어떻게 련되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여성의 시민권과 결혼지 의 계를 악해 보도록 하겠다. 

이 작업은 비단 20세기  미국 여성의 시민권뿐만이 아니라 재 한국 여성의 

시민권 실을 연구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여성의 결혼지 는 언제나 페미니즘 정치 이론에서 핵심 인 치를 차지해 

왔고, 사회 내 젠더권력을 작동시키는 핵심 기제로 이해되어 왔다. 한편, 형식  

시민권의 핵심이자 완 한 시민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참정권이 여성에게 부

여되었지만, 여 히 여성들에게 완 한 시민권은 요원한 것이 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의 결혼지 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것이 시민으로서 여성의 지

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완 한 시민으로서 여성의 지 에 있어서 참정권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려는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은 그동안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다. 이러한 페미니스트들의 이론  작업은 변화하는 실 속에서도 여 히 갈

등하는 계에 있는 여성과 시민권을 악하는데 요한 이론  자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론  논의들을 본 연구를 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여성의 결혼지 와 시민권에 한 논의들에는 통 인 정치이론 내에서 결

혼과 여성의 지 를 다룬 연구들(페이트만, 2001; 페이트만⋅쉐인리, 2004), 사회

 제도로서 결혼의 기능과 역할을 역사  에서 한 연구들(Cot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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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to, 2007; Hartog, 2000), 그리고 결혼 내 여성의 법  지 에 한 연구들

(Dubler, 2003; Ritter, 2006)이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로는 결혼과 시민권의 경

계에 한 연구들(Vogel, 1994; Cott, 1998)  사회권으로서 시민권을 다루는 연

구들(Fraser & Gordon, 1994a; Fraser & Gordon, 1994b; 황정미, 2007)이 있다.

  여성의 참정권과 시민권의 계를 미국의 맥락에서 다룬 연구들로는 미국 여

성의 시민권의 핵심으로서 참정권을 다룬 연구들(Shklar, 1995; Andersen, 1996; 

Graham, 1996; Ritter, 2006), 미국의 맥락에서 20세기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

동을 평가하고, 정치  권리로서 투표권이 여성의 시민  지 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연구들(Flexner & Fitzpatrick, 1996; 에번스, 1998[1997]; 에번스, 

1997[1977])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론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보고자 

한다. 우선, 여성의 시민권에 한 일반 인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는 시민권과 젠더의 계에 한 논의들을 결혼과 ‘동의’ 개념을 심으로 정리

해 본다. 마지막으로는 구체 으로 미국  맥락에서 여성 참정권과 여성 시민권

의 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을 보겠다. 

1) 시민권에 대한 논의

  시민권의 개념과 발 과정, 구성요소에 해 가장 분명한 이론을 내세운 사람

은 T.H. 샬(Marshall)이다. 여성의 시민권을 둘러싼 이후의 논쟁들도 마샬의 이

론이 제시한 틀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 샬은 시민권의 개념과 발  

단계를 체계화하면서 시민권을 크게 세 가지로 나 었다(Marshall, 1992[1964]). 

그에 따르면 시민권은 공민권(civil rights), 정치권(political rights), 사회권(social 

rights)의 세 차원으로 구분되고 세 단계는 순차 으로 발 해 온 시민권의 역사

이기도 하다.9) 마샬이 정의한 시민권의 발  단계를 시기별로 보면, 18세기에는 

9) 마샬의 논의에 따르면, 가장 먼  발 한 공민권으로서 시민권은 개인들의 자유에 필수

인 권리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때 개인의 자유에는 개인성의 자유, 언론의 자유, 생각과 

믿음의 자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 계약 체결에의 권리, 그리고 정의에의 권리가 해당된

다. 공민권이 발달한 이후 시민권은 정치권의 모습으로 발 하는데, 이것은 마샬에 따르

면 정치  권한을 지닌 정치체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그러한 정치체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유권자로서 정치  권력을 행사할 권리는 의미한다.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사회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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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이, 19세기에는 정치권, 그리고 20세기에 사회권이 발 해왔다. 특히 여기

에는 각각의 시민권이 서로 첩되어 발달한 시기가 있는데, 정치권과 사회권 

사이에 이러한 첩  시기가 존재한다.

  이때, 마샬이 시민권의 가장 발달된 형태로서 보았던 사회권은 최근 복지국가

에서 시민권 논의의 핵심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권 논의와 련하여서는 제

2차 세계  이후의 시민권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장미경에 따르면, 

제2차 세계  이 의 여성의 시민권은 배제 이었으나 제2차 세계  이후

에 비로소 여성에 한 시민권  고려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오장미경, 2004: 

364). 즉, 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를 인정하고 난 배경에서 여성을 상으로 한 복지 책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복지국가로 들어서면서 진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의

해 제기된 문제는 여 히 시민권이 여성을 남성과 다른 존재인 의존자 는 모

성으로 규정한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가 기본

으로 남성의 우월  통제를 유지  확 시키는 복지 로그램을 발 시켜왔

고, 그 결과 여성이 여 히 남성 부양자에 의존하는 의존자로만 존재한다고 비

한다(오장미경, 2004:364). 

  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에서 여성의 경험이 시민권 개념에 반 되

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들에 따르면 복지국가에서 시행하는 탁아정

책  모성연  정책 등에서 여성은 오직 양육과 모성역할의 담자로서만 존

재하고, 그 결과 모성에 근거한 여성의 경험만이 시민권에 반 된다. 동시에 여

성이 노동자로서의 지 를 확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히 주변  노동

자로 상정되는 것도 복지국가에서 등장한 사회권으로서 여성의 시민권이 가진 

한계라는 것이 진  페미니스트들의 이다. 

  이 같은 여성 배제 이고 모성 인 시민권에 한 페미니스트들의 비 은 결

론 으로  복지국가에서도 여성이 여 히 독립 인 개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2등 시민권자로만 존재한다는 것으로, 결혼을 통해 구성되는 가부장  

핵가족 모델이 복지국가에서도 여 히 여성이 2등 시민권자로 정의되는 핵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 다(Fraser & Gordon, 1994a).

시민권은 사회  유산을 충분하게 공유하고 지배  기 에 따른 문명화된 삶의 수 을 릴 

수 있는 권리로서, 최근 복지국가에서 발견되는 시민권의 핵심이다(Marshall, 1992[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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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마샬이 언 한 통 인 시민권 논의가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의 

단계로 발달하는 동안 최근에는 사회권으로서 시민권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 여성의 사회권의 쟁 으로 다시 여성의 결혼지 가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의 흐름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주제와 련하여 제기되어야 하

는 질문은 ‘시민권(citizenship)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이다. 본래 시민(citizen)은 

고  아테네 도시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개념의 시

민은 근  국가의 출  이후에 다시 정의되었다. 개인이 국가와 맺는 계약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근  시민권은 기본 으로 개인이 국가에 한 충성을 맹

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권리를 제공하는 것으

로 흔히 이해된다. 그러나 시민권이라는 개념에는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시민권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볼 것인가의 문제는, 시민

권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따라 달라 그 답이 달라질 것이다.

  합의된 개념이 없기는 하지만, 시민권을 좁은 의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로 볼 것인지에 한 구분은 가능하다. 우선은 근  시민권을 “법 으로 

제도화된 정치공동체(국민국가)에서의 법  지   이를 기반으로 한 권리와 

의무의 총체(이철우, 2008; 최 , 2008. 김정선, 2011:208에서 재인용)”라는 법

이고 형식 인 의미로 좁게 정의할 수가 있다. 이때 시민권은 통 인 의미에

서의 ‘국 ’을 의미한다. 만약 이와 달리 시민권을 좀 더 넓게 해석한다면, 시민

권은 “정치공동체에 극 으로 참여하는 시민  덕성  연 와 정체성(이철

우, 2008; 최 , 2008. 김정선, 2011:208에서 재인용)”으로 정의될 수도 있겠다. 

이때, 시민권을 넓게 보지 않고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분명 한국  상황에서 자칫 

시민권과 국 이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주정책

과 외국인 리정책에서도 보이듯 국민국가는 여 히 시민의 자격을 결정하는 

데 독 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법 ⋅형식  의미의 시민권의 향

력이 강력하다는 사실은 요하다.

  국 으로서 시민권이 최근 한국에서 속히 증가하는 보편  상인 이주와 

련하여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결혼과 여기에

서 태어난 2세의 국 문제에서 국 으로서 시민권은 매우 요하게 작용한다. 

이주를 통해 구성된 사회에서 시민권이 언제나 국 과 계가 있다는 슈클러

(Shklar)의 지 도 국 으로서 시민권이 갖는 요성을 다시 일깨워 다(Shk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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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4). 

  새로이 시민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외부인, 즉 이주자에게 있어서 시민권은 일

차 으로는 법 ⋅형식  의미를 갖는 국 을 뜻한다. 시민권은 이주자가 새로

이 이주한 국가에서 그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국내 ⋅ 국외 으로 법

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 으로 인정받은 새로운 시민

은 안정 인 체류가 가능하고, 사회의 다른 구성권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

여받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형식  의미의 국 은 단순히 법  인정에만 그 효과가 

머물지는 않는다. 국 으로서 시민권은 더 나아가 이주자로 하여  그 사회의 

일원이라는 공동체  정체성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에서 한국처럼 이

주가 증가하고 있는  시민사회에서 국 으로서 시민권은 그 요성이 차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결혼 계에서 태어난 2세의 국 문제는 양계 통주

의가 아닌 부모 한쪽만을 인정하는 경우, 국 으로서 시민권이 시민권 논의의 

핵심이 되는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이를 종합하면, 국 으로서 시민권은 여 히 개인의 시민권을 구성하는 핵심

으로 다루어지고, 특히 국제결혼과 이를 통해 태어난 2세의 국 문제라는 쟁

과 련하여 여 히 요하다. 따라서 시민권을 좁은 의미의 법 ⋅형식  지

인 국 으로 바라보는 은 여 히 유효하다.

2) 시민권과 젠더

  국 으로 한정해서 시민권을 볼 때, 시민권과 젠더의 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시민권과 젠더에 한 통 인 논의인 울스턴크래 트의 논의부터 살펴보자. 

  근  페미니즘의 출발로 불리는 울스턴크래 트는 18세기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이성의 담지자라는 제 하에 모든 인간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

을 주장하면서도 여성의 종속  지 를 구성하는 결혼이 여성의 시민  지 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도 하지 않았다(울스턴크래 트, 2011[1792]). 그녀는 

교육에 을 맞춰 여성의 능력이 남성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나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교육과 편견 체계로 인해 다르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주장했다. 인간이 

이성  존재라는 명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



Ⅰ. 서론

- 9 -

의 보장을 주장하 던 그녀는 여성의 교육, 경제  독립을 강조하는 한편, 여

히 가부장  결혼이 정의하는 여성의 역할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 다. 즉, 교육

은 여성을 좋은 어머니로 만들기 한 것이며, 이것이 더 나아가 좋은 시민이 

되기 한 거름이라는 것이 울스턴크래 트의 사상이었다. 이러한 울스턴크래

트의 근  페미니즘 사상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근  시민사회에서 여성의 

시민권이 남성의 시민권과 동일하게 이성이라는 보편  가치에 근거하여 발

해 온 것으로 보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은 앞서 이 와 고든(Fraser & Gordon)이 지 한 바와 

같이 여성의 시민권이 갖는 모순을 직시하기보다는 여성의 형식  시민권의 완

한 보장을 근거로 시민권이 갖는 보편성의 이상에만 치 하는 태도이다. 이는 

곧 남성 심의 통  시민권 논의를 되풀이하는 것과 같다. 여성이 여 히 아

내이자 어머니로서 갖는 지 , 곧 결혼지 를 바탕으로 시민으로서의 지 를 획

득한다는 울스턴크래 트의 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지 않은 결혼지 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동등한 이성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동등한 시

민이라는 모순으로 이어진다. 

  여성의 시민권과 련하여 마샬은 스스로도 자신의 시민권 개념이 젠더와 만

날 때, 여성의 시민권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 다. 동시에 그

는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에 종속되는 것을 통 인 종속의 지속으로 보고, 이

것이 시민권이 발 함에 따라 사라질 것으로 보았다(Marshall, 1992[1964]). 그 결

과 마샬은 여성의 공민권으로부터 배제가 정치권과 사회권의 발 에 따라 변화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에 해 이 와 고든은 오히려 결혼으로 인해 여성이 남편에게 

흡수되는 이러한 종속이 근  공민권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자 공민  시민권

의 한 측면이었다고 본다(Fraser & Gordon, 1994b). 남성들이 여성의 종속을 

제하는 결혼과 가정의 형성을 통해 가장이 되고 개인이 됨에 따라 이들에게는 

독립성이 부여되고, 따라서 남성들이 완 한 시민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이

다. 결혼과 여성의 종속  지 가 결국 시민권의 형성에 핵심 이었다는 이 같

은 주장은 그동안 시민권이 남성 심 으로 해석되어 왔던 탓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드러낸다. 바로 여성의 시민권이 남성의 시민권과 다르며, 여성

의 시민권은 여 히 완 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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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맥락에서 페미니스트들은 그동안 여성의 시민권이 사회에서도 여

히 남성 심  문화와 제도들로 인해서 제 로 고려되거나 인식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오장미경, 2004).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서 2등 시민권자이자 사회의 

공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가정에 속한 존재로서만 낮게 평가되어 왔다는 페

미니스트들의 문제제기는 앞서 살펴본 통 인 시민권 논의에 젠더의 틀이 부

재했음을 반성하게 한다(오장미경, 2004:362). 

  지 까지 시민권이 철 하게 남성 심 으로 해석되어 왔다는 페미니스트들

의 지 은 이제껏 보편 이고 평등하게 제시되어 온 시민권이 실제로는 여성이 

갖는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 으로 이어진다. 오장미경(오장미

경, 2004)은 기존의 시민권 개념이 남성에 기 한 시민권으로 여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여성은 그동안 시민권을 인정받기 해 ‘남성  모델’을 

따르는 남성  시민권을 주장하거나, 여성  모델을 지향하는 ‘여성  시민권’

을 따라야 하는 ‘울스턴크래 트의 딜 마’를 겪어야 했음을 지 한다(오장미경, 

2004:363). 이는 그동안 여성의 시민권이 마치 여성에게 맞지 않는 의복과 같이 

기능해 왔고, 여성의 시민권도 실은 남성 심 으로 해석되어 왔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시민권의 핵심에 있는 결혼을 어떻게 바라 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결혼과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을 바라보는 논의로 우선 페이

트만의 정치이론  논의를 보자. 

  결혼과 여성의 지 에 한 연구로는 페이트만(C. Pateman)(페이트만, 2001; 페

이트만⋅쉐인리, 2004)의 논의가 표 이다. 페미니스트 정치학자인 페이트만의 

논의는 여성과 남성 사이의 결혼을 성  계약으로 보고, 이것이 그동안 통

인 사회계약론의 논의에서 철 히 은폐되어 왔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페이트

만은 특히 정치학이라는 표  남성 심  학문 내에서 정치학에 한 페미니

즘  비 을 가하고 있는데, 정치학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혼동되

었던 가부장제의 개념에 한 비 을 통해 개념의 재구성을 시도하 다. 

  그녀에 따르면 로크를 비롯한 사회계약론자들은 시민사회가 자연상태에서 원

 계약을 거쳐 구성된 것으로 보는데, 통 인 사회계약론은 그러나 시민사

회에서 남성의 시민으로서의 치는 하게 설명하는 반면, 여성의 치는 명

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페이트만, 2001). 페이트만은 사회계약론자들이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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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공 인 부분(정치  역이자 자유의 역)과 사 인 부분(가정의 역이

자 복종으로 상징되는 역)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구분 에서 구성된 근  시

민사회가 정치  권리와 동일시되고 있는 배경에는 여성과 남성의 은폐된 성  

계약이 있다고 본다. 이때 원  계약은 그 자체가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 따

라서 여성이 종속된 존재로 치하는 가정, 즉 사  역은 정치  역이 아니

다. 하지만 페이트만의 이러한 논의는 여성이 정치사회에서 완 히 배제되어 있

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로서 여성들이 남성에 종속 인 존재로서 

정치사회 내에 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페이트만은 모성에 부여된 의미와 가치를 가부장  구성물로 본다(페이

트만, 2001). 페이트만에게 있어서 여성이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시민으로 인정받

는 것은 결국 여성과 남성의 성  차이를 정치  차이로 만드는 것과도 같으며 

이것은 가부장 인 구성물을 의미한다. 이 같은 페이트만의 논의는 20세기  

미국에서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여성의 결혼지 에 따라 부여되거나 박탈되었던 

시민으로서의 지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해 이론  토 를 마련해 다

는 에서 의미가 있다.

  페이트만의 이론  논의는 1980년  당시 페미니즘의 흐름에서 젠더 립 으

로 여겨지는 ‘소유  개인’이라는 개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등장했다. 페이트

만은 당시 페미니즘 내에서 논의되는 이러한 개인이 실제로는 남성  개인이라

는 을 일깨우고,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시민사회 내 차별  지 에 

해 논의하고자 했다. 결혼이라는 성  계약을 통해 페이트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시민사회 내에서 여성의 종속  지 가 여 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여기에

는 남성이 여성에 해 갖는 성  권리가 결혼 계의 핵심이라는 이다. 따라

서 사회제도로서 결혼에 한 페이트만의 이론  논의는 분명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지, 결혼을 통해 여성이 부여받는 결혼지 가 무엇인지에 한 풍부한 해

석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는 결혼과 여성의 시민권의 계를 미국의 역사  맥락에서 연구한 

콧(Cott)의 연구를 보자. 콧의 작업은 미국의 결혼의 역사를 체계 으로 정리한 

연구로서 실제 역사 속에서 결혼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 해 왔는지를 체계 으

로 다루고 있는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콧은 가장 사 인 것으로 여겨지는 결혼

이 단순히 개인들 간의 사랑과 헌신뿐만이 아니라 공 질서를 구성하는 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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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다고 말한다. 콧에 따르면 결혼은 지 (status)이고 공  제도이자 사  계약

이다(Cott, 2000:101). 그녀는 결혼에 공 인 승인이 필요하다는 을 지 하면서 

이러한 승인을 통해 결혼은 개인에게 의무와 특권을 부여한다고 본다(Cott, 

1998:1441). 

  결혼은 더 나아가 한 사회 내에서 시민으로의 포함과 배제의 조건이 된다. 콧

에 따르면 특히 미국의 맥락에서 이 같은 기능을 하는 결혼의 바람직한 모델은 

일부일처제를 따르는 기독교 인 바탕에서 개인들 간의 동의를 통해 구성된, 미

국 습법의 용을 받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미국의 맥락에서 결혼에의 

근성은 시민  권리(civil rights)로 나타나기도 한다(Cott, 2000). 이것은 과거 

미국의 노 제도 폐지 후 흑인 남성들이 결혼을 시민  지 의 증거로서 여겼

던 경험과 인종간 결혼의 역사를 보았을 때 잘 드러난다10). 

  시민  권리로서 결혼은 특히 결혼의 당사자인 남성과 여성이 결혼 내에서 

서로 다른 지 와 역할을 부여받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결혼 계에서 남성은 가

장이자 경제 인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여성은 이러한 남성에게 의존 인 배우

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다. 성별에 따라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받은 여성과 

남성의 결합으로서 결혼은 여성과 남성의 시민권을 다르게 형성한다는 에서 

시민사회의 시민권 논의의 핵심에 있다. 

  콧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시민권의 근거를 남성과 다른 여성의 결혼지 로 

설명한다. 그녀에 따르면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결혼지 는 통 으로 국 

습법(common law)의 향 하에서 남편이자 아버지로, 그리고 가장으로 구성되는 

남성의 결혼지 보다 상 으로 취약한 ‘아내의 지 (coverture)’11)라는 특징을 

지닌다. 미국의 역사  맥락에서 ‘아내의 지 (coverture)’는 습법에 따라 결혼

과 동시에 여성의 법 ⋅경제  인격이 남편에게로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

(Cott, 2000:7). 이로 인해 여성의 결혼지 는 매우 의존 이며 취약하게 되는데, 

10) 미국 역사에서 시민과 비시민을 가르는 도구이자 시민  권리의 상징으로서 결혼이 인

종  계 내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발달해 왔는지에 해서는 What Comes Naturally:  

Miscegenation Law And The Making Of Race In America(Pascoe, 2009) 참조.

11) 미법 사 에 따르면 ‘coverture’는 ‘처의 지 ( 는 신분)’이다. 이는 아내가 남편의 비

호(cover)하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아내의 법률상의 무능력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용어

이다(이상도. 1998:136).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  정의를 참고하여 ‘coverture’를 ‘아

내의 지 ’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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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민  질서 내에서 여성은 스스로를 독립 으로 표하지 못하고, 남

편이 이 역할을 신한다. 이는 곧 여성이 완 한 시민이 되지 못함을 의미하

고, 결국 남성과 다른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지 를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즉, 

여성의 시민권은 ‘아내의 지 (coverture)’라는 특징으로 요약된다. 

  콧은 여성의 결혼지 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어느 정도 페이트만과 유사

한 을 보인다. 콧은 주인-노 계가 남편-아내 계와 동일하지는 않다고 보

는 에서 페이트만과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콧은 여 히 이러한 구도가 아내

의 종속  지 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유사 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콧은 

노 가 주인에게 종속되기를 ‘동의(consent)’하지는 않았다고 보지만, 주인-노

계와 남편-아내 계 사이에 차이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인 권력 계의 

립구도는 요하다고 말한다. 독립  의존이라는 구도로 설명되는 이러한 

계는 결혼 계에서 남성의 독립성  여성의 의존성이라는 구도와 연결된다. 그

녀가 볼 때 아내와 노 의 경험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주인과 남편이 노 와 아

내에게 갖는 인 권한은 공통된 것이다. 구조 으로 개념 으로 그리고 법

으로 구성되는 주인-노 계와 남편-아내 계는 ‘동의’의 유무라는 차이를 제

외하고는 매우 유사하다(Cott, 2000:62).

  이때, 여성의 결혼지 가 구성되는데 있어서 ‘동의’ 개념은 매우 요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이트만과 콧은 남편과 아내의 계를 주인과 노  계

와 비교하면서 아내와 노 의 지 의 유사성을 언 하지만, 동시에 그 차이 으

로 ‘동의’의 유무를 지 한다(Cott, 2000; 페이트만, 2001). 아내와 노 는 남편과 

주인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 처한 종속  존재라는 에서 닮아있지만, 동의의 

유무라는 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동의’는 기본 으로 통 인 자유주의 정치이론에서 ‘계약’을 이해하는데 핵

심개념이다. 계약은 기본 으로 자유방임의 경제  질서, 즉 ‘계약의 자유’를 의

미한다. 이러한 계약의 자유는 계약의 작성자이자 자유로운 시민인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다(페이트만, 2001). 통 인 사회계약론에서 ‘개인’은 자유로운 의

지를 지닌 이성  존재로서 자발 으로 계약을 맺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 의해 

지배되는 것에 동의하는 평등한 존재이다. 하지만, 페이트만은 이러한 ‘계약’에

의 ‘동의’ 개념이 결혼계약을 통한 여성의 남성에 한 복종을 정당화하는 기제

로 사용되는 것을 비 한다. 동시에 페이트만은 계약의 작성자로서 개인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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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남성 인 개인이라는 을 지 한다(페이트만, 2001). 그녀에 따르면, 계약

의 작성자이자 자유로운 시민인 남성  ‘개인’은 사  역에서의 여성의 복종

을 제로 하며, 그 결과 여성들은 사회계약에서 배제된다(페이트만, 2001).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한 여성이 결혼계약을 통해 아내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이를 두고 어거스틴-아담스(Augustine-Adams)는 자유주

의 정치이론에서의 ‘동의’ 개념이 결혼계약에 있어서만큼은 여성의 개인성을 강

조하고, 여성의 ‘동의’능력을 인정하는 모순된 방식으로 작동했음을 지 한다

(Augustine-Adams, 2002). 여성은 기본 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율  개

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여성은 결혼계약을 통해 아내의 지 를 부여받고, 남

편에 종속 인 치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결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인정받는다. 따라서 여성은 결혼계약에서만큼은 제한 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율  개인’이 되고, 자신의 결혼지 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Augustine-Adams, 2002:16). 여성은 결혼계약

을 통해 스스로 남성에게 종속되기를 ‘자발 ’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

이다. 이는 곧 결혼계약에서 여성의 계약능력이 제됨과 동시에 결혼계약의 결

과인 여성의 결혼지 로 인해 여성의 계약능력이 부정되는 모순을 가져온다.

  한편, 이 (Fraser)는 이러한 페이트만의 분석틀이  후기 자본주의 사

회에서의 젠더불평등을 설명하기에는 구조 으로 충분치 않다고 본다(Fraser, 

1993). 이 는 결혼계약, 고용계약, 그리고 성매매 계약의 분석을 통해 페이

트만의 주인-노  모델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분석한 연구에서, 이 세 가지 종류

의 계약  어느 것도 페이트만의 주인-노  모델로는 히 설명되지 않는다

고 보았다. 물론 이 는 부분의 상업  계약과는 달리 장기간의 계  

지  계를 만들어내고, 성별에 근거해 서로 다른 역할이 주어지는, 한번 계약

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결혼계약의 본질  특성들에 해서는 페이트만의 

통찰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는 페이트만이 논

의가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지 한다. 이 가 보기에 아내에 한 

남편의 권력을 주인-노 모델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 가 보기에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포착되는 남성 지배를 이해

하는데 주인-노  모델만큼 요한 것이 구조 인 동시에 차상 존재하는 제약

조건들이다. “결혼에 의해 사회 으로 야기되고 분명하게 비 칭 인 취약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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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Okin, 1989. Fraser, 1993:175에서 재인용)”라는 수  오킨의 논의를 빌려온 

이 는 단순히 여성에 한 남성 지배를 결혼이 아닌 결혼이 치해 있는 

더 큰 제도  맥락을 볼 것을 주장한다. 이 는 원 인 성  계약으로서 

결혼을 주인-노  모델로 설명하는 페이트만의 주장이 갖는 상징  울림은 인정

한다. 하지만 이것이  시민사회에서 좀 더 유동 인 문화  형태를 통해 존

재하는 비개인 인 구조  매커니즘으로 변화하는 의 젠더불평등을 설명하

기엔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 의 주장이다(Fraser, 1993).

  종합하면, 결혼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남성과 다르게 치지어지는 

젠더불평등한 지 의 요한 기원으로 바라보는 연구자들의 시선은 단일하지 

않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공통 으로 여성의 결혼지 가 남성의 그것과 다르다

는 것을 제한다. 즉, 시민으로서 여성의 지 는 남성의 지 와 다르며, 이것은 

분명 젠더불평등한 계이다. 한 통 인 결혼 내 여성과 남성의 계는 분

명 불균형 인 권력 계라는 특징을 보이고, 이러한 계는 비단 결혼뿐만이 아

니라  사회에서 사회문화 반에 확 되어 있다. 결혼이 젠더불평등한 권력

구조의 핵심에 있다는 제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공통 이다.

3) 미국적 맥락에서의 시민권과 여성 참정권

  여성 시민권의 핵심으로서 여성 참정권을 살펴보기 해 미국의 맥락에서 여

성의 정치권과 시민권을 연구한 슈클러(Shklar)의 연구를 살펴보자. 슈클러는 미

국에서 시민권이 단순히 행 성(agency)과 권한(empowerment)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치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을 분명히 밝힌다. 그녀가 볼 때 이러한 사

회  치, 즉 공  지 를 나타내는 두 가지 상징  요소들은 투표할 권리와 

직업에의 권리(경제  자립에의 능력)이다(Shklar, 1995:3). 이 두 가지 요소들은 

미국 시민의 속성으로 여겨지며 특히 투표권(vote)은 언제나 사회의 완 한 성원

권(membership)의 증명서 다(Shklar, 1995:2). 미국의 맥락에서 정치  권리로서 

투표권은 완 한 성원권에 있어서 핵심이며, 투표할 권리 없이는 그 구도 ‘시

민’이 될 수 없었다. 

  슈클러는 이주로 구성된 사회인 미국에서 시민권이 언제나 국 과 계가 있

다는 을 언 한다. 그녀에 따르면 완 한 시민은 미국 국 을 가진 자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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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을 가진 자이다. 따라서 미국 여성은 1920년 남성과 동등한 정치  권리

를 부여받기 에는 ‘완 한 시민’이 아니었다. 

  그러나 슈클러는 1920년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정치권 권리를 보장한 수

정헌법 제19조의 통과를 미국의 정치 역사상 가장 떠들썩했지만 기 만큼 단

하지는 않았던 사건들  하나로 본다. 슈클러를 포함한 미국의 사회과학 연구

자들은 수정헌법 제19조의 통과가 미국의 선거정치에 미친 향을 분석하 다. 

이들은 오랜 투쟁을 통해 여성이 비로소 선거 시스템에 법 으로 완 히 통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된 이후에도 여성들이 선거 정치

에 있어서 그들만의 독립 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으며, 최근에서야 여성들이 독

립 인 정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Andersen, 1996; 

Shklar, 1995; Graham, 1996). 형식 인 시민권이 여성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음에

도 불구하고 시민으로서 여성은 상당한 시간동안 완 한 정치  주체로서 기능

하지 못해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수정헌법 제19조가 미국의 선거정치에 미친 향과 독

립 인 정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젠더  에서 제 로 평가하지 못한

다는 비 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  입장에 서 있는 학자가 리터(Ritter)이

다. 법학자인 그녀는 미국의 헌법  질서에서의 시민  성원권을 연구함에 있어

서 여성의 정치  권리인 참정권을 젠더  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한다

(Ritter, 2006). 

  리터는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9조가 당시의 정치  맥락에서 

어떤 의미 는지를 분석하면서, 투표권이 많은 여성들에게 어떤 의미 는지를 

다시 볼 것을 주문한다. 리터에 따르면 19세기 말~20세기  미국에서 투표권은 

1등 시민이 되기 한 도구 다. 그녀는 당시 많은 참정권운동가들이 투표권을 

도구 인 측면에서 여겼기 때문에, 정작 투표권을 획득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해서는 구체 인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당시 여

성이 획득한 참정권이 실제로는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이 아니라,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근거로 보장된 권리 다고 지 한다. 즉,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부여

받은 정치  권리 다는 것이다(Ritter, 20001; Ritter, 2006).

  한편, 미국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정치  권리로서 투표권이 부여된 시기

가 미국 정치에 있어서 선거  투표의 요성이 가장 감소했던 시기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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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요하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의 국 인 투표 시스템은 큰 변화

를 겪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이 보다 히 어든 투표율, 비경쟁 인 선거, 

정당활동의 수  감소, 이익집단 정치의 증가, 료주의  연방정부 등장 등으

로 요약되는 변화가 등장하 다(Ritter, 2006:54).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에 비해 

그 요성뿐만 아니라 향력이 감소한 투표권이 여성에게 부여되었다. 따라서 

리터는 투표권 자체의 의미가 변화한 상황에서 단순히 투표권을 부여받은 여성

이 선거 정치 내에서 정치  주체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

가 있다고 본다(Ritter, 2001; Ritter, 2006).

  한, 1920년에 미국 여성들에게 보편 으로 주어진 정치권으로서 투표할 권

리가 완 한 정치권이라기보다는 그 한계가 분명한 젠더화된 참정권이었다는 

것이 리터의 지 이다(Ritter, 2000; Ritter, 2006). 당시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가

들은 참정권을 완 한 시민으로서 가는 도구이자 상징으로 여겼기에 여성 참정

권 획득을 해 오랜 시간 투쟁했고, 드디어 참정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미국 

여성들이 획득한 참정권은 월로크(Woloch)도 지 하고 있듯이, 모성의 완성으로

서 참정권으로(Woloch, 1996:219),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제로 

한 권리라는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남성들에게 이미 보장되었던 참정권이 공  

역에서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으로서의 지 를 확인하는 상징이었던 반

면, 여성들에게 보장된 참정권은 여 히 여성의 결혼지 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는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의 통과 

이후 분명해졌다. 

  여성 참정권의 한계와 련, 리터는 1920년 이후 여성의 참정권이 여성의 정

치  지 에 어떤 의미 는지를 밝히면서, 미국  맥락에서 정치권의 의미를 배

심원 참여에의 권리 측면에서 분석하 다(Ritter, 2000). 그녀에 따르면, 여성 참

정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9조는 미국 시민권의 젠더  특수성을 감소시키기

는 했지만 결코 동등한 시민권을 만들어내지는 못하 다(Ritter, 2000:347). 

  이러한 리터의 평가는 미국  맥락에서 투표권 다음으로 정치권의 핵심인 배

심원 참여에의 권리가 모든 여성들에게 보장되지 않았다는 에서 분명해진다. 

수정헌법 제19조의 통과 이후 배심원 참여에의 권리는 곧바로 모든 미국 여성

에게 보장되지 않았으며, 매우 더디게 일부 주에서만 단계 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여성에게 배심원 참여에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에서조차도 실제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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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거나 돌 야 할 가족이 있는 여성들은 배심원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

었다. 다시 말해, 여성의 시민  권리와 의무는 여 히 사  역에서 여성의 

역할에 근거하 다(Ritter, 2000:372). 

  리터의 이 같은 분석은 미국  맥락에서 여성 시민권의 핵심으로서 여성 참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한 단서를 제공한다. 동시에 리터의 논의

는 미국  맥락에서 참정권으로 표되는 정치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유용

하다. 그녀의 분석을 참고하면, 미국 법률 시스템의 특수성의 맥락에서 참정권

은 단순히 투표권으로만 이해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배심원 참여에의 권리로서 

분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19세기 말과 20세기 에 걸쳐 미국 정치 시스

템이 변화한 맥락은 여성 참정권을 보장받은 여성들이 왜 곧바로 완 한 시민

으로서 정치 역에 극 으로 참여하지 못했는지에 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미국 여성 참정권이 지닌 한계를 좀 더 깊이 분석하기 해서는 슈클러와 리

터의 분석 이외에도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이념을 

심으로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20년 수정헌법 제

19조가 통과되기까지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개과정과 이념이 무엇이었는

지를 악하는 작업은 곧 여성 참정권 운동의 결과 획득된 여성 참정권이 무엇

이었는지를 평가하는 바탕이 된다.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되기까지, 20세기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

에 한 평가는 단일하지 않다. 월로크는 이 시기 동안 여성 참정권 운동을 포

함한 여권운동이 어떤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통합된 의견을 심으로 진행되었

다기보다는 의견의 다양성이 핵심이었다고 평가한다(Woloch, 1996:222). 이러한 

다양성을 제로 학자들은 공통 으로 1910년을 후로 여성 참정권 운동의 변

화를 말한다. 1900년에서 1910년 사이를 두고 스 와 피츠패트릭은 20세기 

를 여성 참정권 운동의 “정체상태(Flexner&Fitzpatrick, 1996:255)”라고 언 하는

데, 이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어느 주에서도 승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시기를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이미지를 쇄신하고 운동조직을 진 으

로 확 , 재정비한 시기로 보는 입장도 있다(조지형, 1996:405). 조지형은 1910년 

이후 본격 으로 시작된 일련의 여성 참정권 승리를 근거로, 1910년 이 까지의 

기간을 여성 참정권 운동 조직의 검  확 를 한 비기간으로 본다.

  1900년과 1910년 사이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이 침체기 는지 혹은 쇄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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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에 한 입장 차이는 있다. 그러나 1910년 이 에 여성 참정권의 실질 인 

승리가 부재했다는 은 분명하다. 여성 참정권 운동이 실제로 승리로 부를만한 

결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10년 워싱턴 주에서의 여성 참정권 획득 이후 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의 물결은 곧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의 통과로 완 한 여

성 참정권 획득으로 이어졌다(에번스, 1997; 에번스, 1998). 

  이때, 1900년 이후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이 핵심으로 삼았던 이념이 무엇이

었는지가 매우 요하다.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이 내세웠던 여성 참정권의 이

념은 1920년 이후 드러난 여성 참정권의 한계를 해석하는데 결정 인 단서이다. 

월로크에 따르면, 19세기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 참정권 반  세력들의 

거센 항은 기존에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내세웠던 핵심 이념에 변화를 가

져왔다(Woloch, 1996:217). 1900년 이 의 여성 참정권은 여성이 결혼과 가족을 

거치지 않고 직 으로 국가와 맺는 계의 상징으로서 추구되었다. 반면, 

1900년 이후에는 여성 참정권이 여성의 사  역에서의 역할을 제로 하는 

권리로서 추구된 측면이 강했다. 즉, 1910년 이후 여성 참정권은 “모성의 완성

(Woloch, 1996:219)”으로서 정당화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여성 참정권의 이념  변화는 운동의 기반 확 와 지지세력 확보의 측

면에서는 정 인 결과를 가져왔다. 통 인 가치 과 성역할에 도 하지 않는 

여성 참정권은 좀 더 많은 지지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여성 참정

권 운동은 수정헌법 제19조의 통과라는 궁극 인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 참정권은 곧바로 여성을 완 한 시민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따라

서 1920년에 획득한 여성 참정권을 “페미니즘 쇠퇴의 원인일 뿐 아니라 하나의 

징후”로 보고, 1920년을 “페미니즘 시 의 종말(에번스, 1997:317)”로 보는 입장

도 있다. 이것은 여성 참정권의 보장 그 자체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때문에 여성의 완 한 시민으로서의 지 가 보장되지 못했다는 평

가와 연결된다. 그리고 이는 배심원 참여에의 권리에서도 드러나듯, 여성 참정

권이 본래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는 리터의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종합하면, 과연 1920년 여성 참정권 보장이 시민으로서의 여성을 완 하게 만

들어주었는지에 해서는 분명히 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 질문에 한 학자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하지만 20세기  여성들에게 있어서 참정권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에 해서는 분명하다. 참정권은 여성들을 ‘완 한 시민’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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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자, 그 자체로 완 한 시민이라는 지 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  지 를 보장받기 한 수단으로서 여성 참정권을 추구하

고, 오랜 투쟁 끝에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의 통과로써 그 결실을 보았다. 

  1920년 이후 여성의 참정권이 지닌 한계가 드러났지만 여성 참정권이 보편

인 권리로서 여성들에게 보장된 것은 분명 단순한 참정권 그 이상을 상징한다. 

참정권을 보장받기 이 의 여성이 공  역에서 스스로를 표하지 못하는 존

재 다면, 이제 여성은 어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통해 정치 역에서 스스

로를 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여성의 결혼지 와 시민권, 그리고 미국  맥락에서 여성 참

정권과 시민권을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들을 본 논문의 이론  자원으로 삼는

다. 이들 이론  작업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맥 지 사례로 표되는 20세기  

미국 여성의 시민권과 결혼지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여성 시민권은 좁은 

의미의 법 ⋅형식  인정인 ‘국 ’으로서, 본 논문은 참정권을 심으로 여성

의 결혼지 와 시민권의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논문은 20세기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한 미국 여성의 사례를 통해 당

시 미국 여성의 결혼지 와 시민권 사이의 계를 보고자 한다. 본 사례는 20세

기  여성의 결혼지 가 시민권과 맺는 계에서 드러나는 시민권  모순이 

형 으로 드러나는 사례이다. 한 이 사례는 결혼으로부터 독립 인 여성의 

시민권을 향한 여성의 투쟁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이 사례를 통해 

당시 여성의 시민권이 갖는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투쟁이 그동안 페미니

스트  에서 제 로 평가받지 못해 온 을 문제제기하며, 이 사례의 페미

니스트  의의를 찾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첫 번째 본 논문의 연구 상은 에델 쿠퍼 맥 지(Ethel Cooper Mackenzie)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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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성의 법  투쟁이며, 흔히 1915년 미국 연방 법원의 결(Mackenzie v. 

Hare)12)로 일컬어지는 사례이다(이하 ‘맥 지 사례’). 맥 지 사례는 여성의 결

혼지 에 따라 시민권이 박탈당하고, 이로 인해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부정

된 형 인 사례이다. 미국 시민이었던 에델 맥 지는 1907년 <국 이탈법

(Expatriation Act of 1907)>13)에 따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시민권을 박

탈당하 다. 그 결과 맥 지는 투표권을 박탈당한 뒤, 미국 연방 법원을 상

로 국 이탈법에 한 헌소송을 제기하 다. 본 논문에서는 1913년에 연방

법원에 제기된 헌소송의 내용과 결요지, 그리고 에델 맥 지의 개인사를 바

탕으로 맥 지 사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두 번째 연구 상은 맥 지의 헌소송 상인 1907년 국 이탈법

(Expatriation Act of 1907)이다. 1907년에 미국 의회(Congress)에서 통과된 법안으

로,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외국 국 을 가진 배우자들의 시민권(국 )을 할하

는 법이다. 맥 지 사례를 통해 여성의 결혼지 와 시민권의 계를 이해하기 

해서는 이 법의 제정의도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1907년 <국 이탈법의> 반 인 입법배경과 과정을 먼  살핀다. 다음으로

는 법안의 조항들 에서 맥 지 사례에 직 으로 향을 주었던 제3조를 분

석하고, 비교 조항으로 제4조를 분석 상으로 삼는다.

  세 번째 연구 상은 20세기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개과정과 맥 지 

사례 이후의 여성 참정권 운동의 변화이다. 헌소송을 통해 여성 참정권을 주

장했던 맥 지 사례가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맥락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해 20세기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흐름을 살펴본다. 이

때,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흐름을 맥 지 사례가 있기 이 과 이후로 구분하

여 분석해본다. 동시에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의 개과정  흐름과 여성 참정

권의 핵심 이념을 분석 상으로 삼는다.

12) Mackenzie v. Hare, 239 U.S. 299

13) 이 법은 Expatriation Act of March 2, 1907 는 Act of March 2, 1907(U.S. Statutes at 

Large 34:1228)로 불린다. 보통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날을 기 으로 법안을 지칭

하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결혼을 통한 시민권 박탈’이라는 법안의 핵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Expatriation Act(국 이탈)’로 지칭하고자 한다. 미법 사 에 따르면, 

‘expatriation’은 ‘국 이탈’로 번역하며(이상도, 1998:210), 본 논문에서도 이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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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논문은 역사논문의 성격을 띠며, 사례연구방법과 2차 문헌자료들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을 주로 채택하 다. 우선,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맥 지 사례를 

심으로 당시 여성의 결혼지 가 변화하던 역사  맥락  시민으로서의 지 의 

의미를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맥 지 사례에 한 자료들은 기본 으로 

2차 문헌들을 통해 수집되었는데, 당시 1907년 국 이탈법을 다룬 역사학과 법

학 연구들에서 언 되었던 련 부분들을 참고로 하여 이루어졌다. 

  1907년 국 이탈법과 함께 맥 지 사례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  표 인 

것으로는 드베 (Bredbenner)의 단행본이 있다(Bredbenner, 1998). 이 단행본

에서 드베 는 1855년과 1934년 사이 미국의 법률과 례들, 그리고 사례들

을 분석하여 결혼한 여성의 시민권이 법제도 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왔는지를 

풍부한 조사 자료들을 통해 자세히 보여 다. 맥 지 사례는 드베 가 1907

년 국 이탈법을 다루고 있는 제2장에서 1907년 국 이탈법에 항한 사례로서 

언 되고 있으며, 약 두 페이지에 걸쳐 맥 지 사례의 발단과 개, 그리고 결

과가 소개되고 있다. 드베 의 연구는 결혼한 여성의 시민권이 구성되는 방

식을 미국의 법제도와 례를 바탕으로 방 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탁월하게 분

석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1907년 국 이탈법과 함께 맥 지 사례를 언 하고 있는 단행본으

로 표 인 연구는 콧(Cott)의 역사  연구가 있다(Cott, 2000). 미국  맥락에서 

국가와 사회  제도로서 결혼의 기원과 형태, 발 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콧의 

연구는 특히 결혼이 미국인의 시민  권리(civil right)로서 갖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콧의 단행본에서 맥 지 사례는 약 한 페이지에 걸쳐서 1907년 국 이탈

법의 통과 이후 여성의 시민권이 결혼지 에 따라 박탈되었던 표 인 사례로

서 다루어지고 있다. 콧은 맥 지의 헌소송을 미국으로의 이주를 통제하고, 

동시에 미국의 가부장  결혼을 강화하려던 법제도인 국 이탈법에 도 한 사

례로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콧은 맥 지의 헌소송이 갖는 의미에 해서는 

깊은 분석을 하고 있지 않고, 맥 지 사례를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의 시민권이 

박탈되었던 표 인 사례로서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있다.

  그 외 맥 지 사례를 다루고 있는 학술논문으로는 사피로(Sapiro, 1984)와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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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시(Nicolosi, 2001) 그리고 어거스틴-아담스(Augustine-Adams, 2002) 등이 있

다. 사피로는 국 으로서 여성의 시민권을 미국의 이주와 귀화 정책들에 비추어 

분석하면서,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국 을 박탈당한 표  사례로서 맥

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반면, 니콜로시는 1907년 국 이탈법을 분석하면서 결혼한 여성의 시민권이 

남성으로부터 생되도록 하는 젠더 불평등에 을 맞춘다. 니콜로시는 특히 

앞서 언 한 드베 와 콧의 연구가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국가가 어떻게 그리고 왜 결혼제도를 통해 여성 시민권을 규제할 수 있

었는지에 한 이론  근거를 정교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고 평가한다(Nicolosi, 

2001:3). 니콜로시는 로크의 종속모델이 미국의 인종화된 시민권과 젠더화된 시

민권에 향을  것으로 보는 한편, 여성의 생  시민권이 인종과 젠더 계

에 따라 구성되는 맥락을 심으로 맥 지 사례를 다룬다. 

  다음으로 어거스틴-아담스는 1907년 국 이탈법을 자유주의 정치 이론과 결

혼, 그리고 여성의 성  시민권(sexual citizenship) 측면에서 다룬다. 어거스틴-아

담스는 시민권 논의가 사회 ⋅정치  권리에만 을 맞추고, 상 으로 성

(sex)과 섹슈얼리티(sexuality)과 련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음을 지 한다. 어거스

틴-아담스는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시민권을 박탈당한 맥 지 사례를 소개

하면서, 이를 성  친 성을 릴 자유로서 성  시민권이 제한된 사례로 분석

하고 있다. 어거스틴-아담스의 성  시민권 논의는 맥 지 사례를 바라보는 본 

논문의 분석 과는 다르지만, ‘성  시민권’이라는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자들의 각기 다른 들을 참고하는 동시에 이들 2차 

문헌들을 바탕으로 맥 지 사례에 한 객 인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을 

맞추었다.

  맥 지 사례는 기본 으로 연방 법원의 결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본 논

문은 맥 지의 소송 결과인 연방 법원의 결문(Mackenzie v. Hare. 239 U.S. 

299)의 핵심 요지를 사례 분석에 활용하 다. 연방 법원의 결문은 미국 연방

법원 례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14)에서 맥 지 례의 사건번호를 입력

14) http://www.findlaw.com/casecode/supr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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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집할 수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 법원의 결 이후 맥 지의 행

을 악하는 과정에서 뉴욕타임즈(NYT)의 1916년 3월 9일 신문기사를 온라인 

웹사이트인 구 15)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1907년 국 이탈법을 분석하기 해서는 미국 의회에서 매회기에 

제정된 법률을 간행한 공식법 인�Statutes at Large(법률 계)�16)를 웹사이트17)

에서 열람하여 분석에 필요한 법률의 각 조항들을 수집하 다. 미국 법률 자료

를 열람할 수 있는 본 웹사이트에서는 방 한 자료의 역사  데이터를 제공하

며, 1789년 이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었던 법률 자료들을 모두 열람할 수 있

다. 해당 웹사이트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으며, 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모든 법률 자료에 근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법률 조항들을 본 논문의 1차 자료로 

삼고, 1907년 국 이탈법을 연구한 역사학과 법학의 연구들을 2차 자료들로 활

용하여 분석에 참고하 다. 그 밖에 미국  맥락에서 20세기  여성의 결혼지

와 시민권의 계를 분석하기 해 미국 여성사와 참정권 운동  결혼의 역

사를 다루고 있는 2차 문헌들(논문과 단행본)을 참고로 본 논문을 진행하 다. 

  미국의 여성사를 다루고 있는 표 인 단행본으로는 월로크(Woloch)의 단행

본(Woloch, 1996), 여권운동에 을 맞춘 스 와 피츠패트릭(Flexner & 

Fitzpatrick)의 단행본이 있다(Flexner & Fitzpatrick, 1996). 

  월로크의 단행본은 17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의 미국 여성사를 다루며, 특히 

19세기와 20세기  미국 여성사의 변화 흐름에 을 맞추고 있다. 여권운동

의 시작과 배경, 그리고 여권운동의 흐름과 여성 참정권 운동의 승리에 이르기

까지 미국 여성사에서 가장 역동 이었던 순간들을 핵심 으로 잘 그려내고 있

다. 하지만 17세기부터 20세기말에 이르는 미국 여성사를 단행본으로 축약해 놓

은 연구라는 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의 역사  맥락을 풍부한 사료들을 통해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단 이 있다. 

  반면, 스 와 피츠패트릭의 단행본은 19세기부터 1920년까지 미국 여성사

15) http://www.google.com

16) 미국법 용어인 ‘Statutes at Large’는 미법 사 에 따라 ‘법률 계(法律大系)’로 번역한다

(이상도, 1998:543).

17) http://home.heinon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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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여권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을 심으로 매우 자세하고 구체 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의 단행본은 여성 참정권 운동의 개와 발  과정을 다양한 역사  

사료들을 통해 매우 풍부하게 기록한 연구로서, 19세기부터 20세기 까지 미국

의 여성 운동의 역사를 자세하고 구체 으로 악하는데 유용한 연구이다. 

  20세기  미국 여성의 결혼지 를 악하기 해 본 논문에서 주로 참고한 

문헌은 미국의 법학자인 리터(Ritter)의 연구이다(Ritter, 2000; Ritter, 2006). 리터

는 단행본에서 미국의 수정헌법 조항 제19조가 통과된 이후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후 제2차 세계  시기를 거쳐 페미니즘의 제2물결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헌

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 해 왔는지를 집 으로 다루고 있다(Ritter, 2006). 

리터는 이 작업을 통해 미국에서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법  지 의 구성요소와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리터의 연구는 특히 20세기 

 미국 여성의 결혼지 로서 ‘아내의 지 (coverture)’가 법 으로 어떤 지 인

지, 어떠한 권리의 제한을 의미하는지를 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서, 본 

논문의 분석을 한 주요 참고문헌으로 활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 직 으로 언 되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역사  맥락

을 좀 더 깊이 악하고자 미국 의회에서 웹사이트18)를 통해 제공하는 각종 역

사  사료들(사진, 신문기사 등)도 참고로 하 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시

민권과 젠더, 여성의 결혼지 와 련한 이론  배경을 살피고, 연구 상  연

구방법을 밝힌다. 

  제2장에서는 20세기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한다. 본 연구에서 

‘맥 지 사례’로 지칭하고자 하는 이 사례는 미국 여성 에델 쿠퍼 맥 지(Ethel 

Cooper Mackenzie)가 1907년 국 이탈법을 상 로 제기한 헌소송을 심으로 

한다. 이 장에서는 이 사례의 개요  쟁 과 함께 헌소송의 상이 된 1907

18) 미국 의회 자료실 http://www.loc.go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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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국 이탈법의 제3조와 제4조를 분석하고, 연방 법원의 결 내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맥 지 사례를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역사  맥락에서 분석

한다. 본 논문은 맥 지 사례를 시민  권리로서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한 여성 

참정권 운동이자 페미니스트 투쟁으로 본다. 이 장에서는 맥 지가 헌소송에

서 주장했던 여성 참정권에 주목하여, 당시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맥락에서 

맥 지 사례가 갖는 페미니스트 의의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맥 지 사례를 결혼지 에 종속된 여성 시민권의 측면에서 분석

한다. 맥 지의 헌소송은 궁극 으로 결혼지 에 종속된 여성 시민권에 한 

문제제기 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헌소송을 통해 맥 지가 문제제기한 내용

을 구체 으로 살펴본다. 맥 지가 참정권을 요구하는 법  투쟁의 형식을 빌려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맥

지 사례의 페미니스트 의의와 그 한계를 짚어본다.

  제5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것의 함의를 살펴보는 장으로, 본 논문의 연

구결과가 시민권과 젠더 연구에서 갖는 의의를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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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맥켄지 사례19)

: 결혼지위에 종속된 여성 시민권

  본 장에서는 여성의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시민권의 보장을 요구했던 한 

미국 여성의 법  투쟁을 다룬다. ‘맥 지 사례(Mackenzie Case)’로 불리는 이 

사례는 20세기  한 미국 여성의 헌소송을 일컫는다. 이 여성은 외국인 남성

과 결혼하 다는 이유로 자신의 시민권을 박탈한 1907년 국 이탈법(Expatriation 

Act of 1907)을 상 로 헌소송을 제기하 다. 본 장에서는 우선 이 사례의 내

용과 소송 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이것으로부터 도출되는 페미니스트 쟁 을 

정리해본다. 다음으로는 맥 지가 제기한 헌소송의 상이었던 1907년 국 이

탈법이 구체 으로 여성의 시민권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지 살펴본다. 마지

막으로는 맥 지의 헌소송에 한 연방 법원의 결 내용을 정리해본다.

1. 사례 소개

1) 사건의 개요 

  본 논문에서 다룰 사례는 미국 여성 에델 쿠퍼 맥 지(Ethel Cooper 

Mackenzie)의 헌소송20) 사례이다. 에델 맥 지의 사례는 1907년 국 이탈법

(Expatriation Act of 1907)에 의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의 시민권이 

자동 으로 박탈되었던 형 인 를 보여 다. 당시 미국의 연방 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1907년 국 이탈법의 헌성을 시험한 표  사례 다

(Nicolosi, 2001:9). 먼  에델 맥 지 사례의 개요를 살펴보자. 

19) 본 논문에서 ‘맥 지 사례’로 일컬어지는 사건은 단순히 연방 법원의 례(Mackenzie v. 

Hare, 239 U.S. 299)뿐만이 아니라 재  후의 맥락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맥 지라는 여

성의 헌소송의 동기  재 과정, 그리고 재  이후의 행 을 모두 포 하는 것이다. 

20) Mackenzie v. Hare, 239 U.S. 299(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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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례는 페미니스트이자 캘리포니아 주(State of California)의 참정권 운동가

던 미국 여성 에델 맥 지에 한 것이다. 그녀는 1909년 8월 14일에 국인 

남성인 고든 맥 지(Gordon Mackenzie)와 결혼하 다. 남편 고든 맥 지는 당시 

미국에서 활동하던 오페라 가수 다. 에델 맥 지가 남편과 결혼한 시기는 1907

년 국 이탈법이 통과된 지 2년 후인 1909년이었다. 결혼 당시에 에델 맥 지는 

캘리포니아주의 시민이자 거주자 고, 그녀의 남편인 고든 맥 지도 결혼하기 

이 에 이미 캘리포니아주 거주자 다. 그러나 결혼 당시 남편인 고든 맥 지는 

아직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지는 않은 상태 기에,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지

다.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 여성 에델 맥 지는 법 으로 미국인이었다.

  결혼 후 약 3년 반의 시간이 지난 1913년 1월 22일, 에델 맥 지는 캘리포니

아 주 선거에서 투표하기 해 유권자로 등록을 하려 했으나 이를 거부당했

다21). 당시 그녀는 만 21세를 넘겨 법 으로 성인이었으며, 따라서 연령기 으

로는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그녀는 당시 캘리포니아 주의 

샌 란시스코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거주 요건도 충족하 다. 1911

년 이후로 캘리포니아 주는 연령기 을 충족하는 모든 미국 여성에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맥 지가 미국 시민이라면 그녀에게도 당연히 참정

권이 보장되어야 했다. 

  그러나 1913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그녀의 유권자 등록 요청을 거부했다. 이

유는 그녀가 외국인인 남성, 즉 국 남성인 고든 맥 지22)와 결혼했기 때문이

었다(Mackenzie v. Hare, 239 U.S. 299). 당시 캘리포니아주 헌법은 유권자가 반

드시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에델 맥 지는 결혼 까지는 

분명한 미국 시민이었으나, 외국인인 국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남편의 국 을 

따랐고, 따라서 더 이상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입장

이었다(Sapiro, 1984; Bredbenner, 1998; Nicolosi, 2001).

  고든 맥 지와 결혼하기 에도 이미 활발한 참정권 운동가 던 에델 맥 지

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 인 구제를 강구했다. 그

21) 캘리포니아주의 여성들은 1911년에 투표권을 획득하 다(Flexner & Fitzpatrick, 1996; 

Bredbenner, 1998).

22) 스코틀랜드 통의 국이자 오페라 가수 던 맥 지 고든(Mackenzie Gordon)의 무 이

름이 고든 맥 지(Gordon Mackenzie) 다.



Ⅱ. 맥 지 사례

- 29 -

녀는 외국인과 결혼한 미국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남편의 국 을 따르도록 

한 1907년 국 이탈법의 제3조가 수정헌법 제14조에 배된다고 주장하며 헌

소송을 제기하 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

이 미국 시민이다”고 명시하 는데, 에델 맥 지는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만

으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국 이탈법 제3조가 수정헌법 제14조에 배된다고 보

았다.

  기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그녀가 제기했던 헌소송은 마침내 연방 법원

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그녀는 국 이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

의 시민권을 박탈한 1907년 국 이탈법에 맞서서 지루하고도 값비싼 소송이라

는 법  투쟁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2) 소송 요지 및 쟁점

  맥 지가 자신의 참정권을 되찾기 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국가를 상 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변호사를 통해 그녀가 주장했던 내용들의 요지를 살펴보자. 

해당 소송에서 맥 지가 주장했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맥 지 

사례에서 드러나는 주요 쟁 을 짚어본다.

  헌소송이라는 법  투쟁을 통해 맥 지가 면에 내세운 첫 번째 소송 요

지는 바로 자신이 미국에서 출생함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시민이라

는 것이었다.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는 자명한 의식을 가지고 헌소송을 제기한 

맥 지는 출생과 동시에 부여받는 태생  시민권의 불가침성을 주장하 다. 맥

지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자, 그리고 미국의 할권 상인 자

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와 미국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들어 자신이 태생  시민권을 부여받은 미국 시민임을 주장했다.

  동시에 그녀는 시민권이 일방 인 계가 아니라 개인과 국가가 맺는 방

인 계라고 주장하 다. 태생  시민권을 가진 “개인 는 국가  어느 한쪽

이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는 한 정부도 개인도 시민권의 유 를 기할 수 없다

(Nicolosi, 2001:10)”는 것이 맥 지의 주장이었다. 다만 이주 는 반역의 경우는 

이러한 원칙이 용되지 않는 자발  국 이탈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맥 지는 

덧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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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결혼이 자발 인 국 이탈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해 맥

지는 자신이 결혼을 통한 국 상실에 ‘동의’한 이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

다. 맥 지는 자신이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명백한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의 없이 시민권이 박탈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에델 맥 지는 ‘정당한 차에의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1907년 국 이탈법이 자신의 정당한 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국 이탈법이 미국의 헌법에 배되고, 따라

서 무효라는 것을 의미했다. 맥 지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시

민권이 결혼과 동시에 박탈되도록 규정한 1907년 국 이탈법은 결혼 당사자이

자 미국 시민인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하므로, 정당한 차를 

거치지 않았다. 수정헌법 제14조가 “어떠한 주도 개인의 삶, 자유, 는 재산을 

법률의 정당한 차 없이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907년 

국 이탈법은 명백하게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정당한 차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Bredbenner, 1998; Nicolosi, 2001). 

  그녀는 한 비록 자신이 국 남성과 결혼했지만 그 사실 자체로 자신이 국

가에 한 충성을 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 남성과 결혼했지만, 자

신은 국 정부의 할권 하에 물리 으로 치했던 도 없을뿐더러 이러한 

할권 내에 치하려고 노력한 도 없다는 것을 맥 지는 분명히 밝혔다

(Bredbenner, 1998). 즉, 자신은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에는 동의했지만 이것이 이

주 는 반역과 같은 자발  국 이탈은 아니라는 것이다.

  맥 지의 두 번째 소송 요지는 자신이 미국 시민이므로 캘리포니아 주 헌법

이 보장하는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었다. 맥 지가 헌소송을 시

작하게 된 계기는 1913년에 그녀가 캘리포니아 주 선거 원회에 유권자 등록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사건이었다. 맥 지는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국 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 즉 시민권을 상실했다. 이때, 시민권 

상실은 맥 지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여성에게 보장하

는 참정권 상실을 의미했다는 에서 요했다. 

  참정권을 되찾기 해 맥 지는 앞서 본 첫 번째 주장을 근거로 자신의 시민

권을 박탈한 1907년 국 이탈법이 헌이며 동시에 이를 통과시킨 의회의 권력

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맥 지는 1907년 국 이탈법이 의회의 권한 바깥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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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헌법은 의회가 시민의 권리를 확 하거나 약화시킬 권한을 부여하

지는 않았다(Mackenzie v. Hare, 239 U.S. 299)”고 주장했다. 따라서 1907년 국

이탈법에 따라 박탈된 자신의 시민권이 부당하고, 자신이 외국인과 결혼한 후에

도 여 히 미국 시민으로서의 지 와 권리를 보장받음을 주장했다. 이때, 그녀

가 요구한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참정권이었다.

  정리하면, 맥 지는 1907년 국 이탈법을 상으로 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

에 소송을 통해 자신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지

와 권리에의 보장을 요구하 다. 그녀에 따르면, 1907년 국 이탈법은 명백하게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정당한 차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태생

 시민권을 가진 개인 는 국가  어느 한쪽이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는 한 

정부도 개인도 시민권의 유 를 기할 수 없다. 맥 지는 이를 근거로 자신의 

‘동의’ 없이 의회가 시민권을 박탈하 으므로 자신의 시민권 박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 다. 맥 지는 결혼 후에도 자신이 여 히 미국 시민권을 보장받고, 동

시에 자신의 참정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소송의 요지를 통해 본 맥 지 사례의 페미니스트 쟁 은 무엇인가. 

맥 지가 참정권에의 요구 형식을 빌려 궁극 으로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결혼

으로 인해 자신의 시민권이 박탈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결혼 

까지 명백한 미국 시민이었던 여성의 모든 시민으로서의 지 와 권리가 단지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맥 지의 헌

소송에서 도출되는 페미니스트 쟁 은 여성의 시민권이 여성의 결혼지 에 따

라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때, 맥 지가 자신의 시민권 박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내세운 근거 던 

‘동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맥 지는 자신이 외국인과의 결혼에는 동의

하 지만, 시민권 박탈에는 동의한 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맥 지가 표면

으로는 1907년 국 이탈법과 의회 권력의 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질

으로는 국 이탈법이 여성의 시민권을 구성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의미한다. 맥 지는 국가가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방식은 곧 여성의 결혼지 의 본질과 연결되는데, 연방 법원의 결은 여

성의 결혼지 가 무엇인지에 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재 부는 여성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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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지 가 무엇인가에 해 직 인 언 은 피하고 있다. 다만, 결문을 통해 

여성의 결혼지 의 의미가 무엇인지 개념 으로만 간략히 언 하고 있다. 여성

의 결혼지 와 맥 지의 문제제기에 해서는 제4장에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다.

  맥 지의 헌소송으로 돌아와서, 헌소송의 상이었던 1907년 국 이탈법

의 구체  내용을 보자. 맥 지가 문제 삼았던 구체 인 법안의 실체를 알아보

기 해 해당 법안이 어떤 목  하에 어떤 배경에서 제정되었으며, 법안의 내용

이 무엇인지를 구체 인 조항을 통해 분석해 본다. 

2. 결혼을 통한 국적박탈의 법적 근거: 1907년 국적이탈법

1) 제정 배경

  국 이탈법(Expatriation Act of 1907)은 1907년 3월 2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

었다. 미국 체 의회 회기  제59회기에 해당하는 본 의회에서는 ‘시민의 국

이탈과 시민의 해외 보호에 한 법23)’이라는 이름하에 일련의 법조항들이 통

과되었다. 이 법안의 세부 조항들을 살펴보기 에 우선 이 법안이 고안되고 통

과된 배경을 살펴보자. 

  국 이탈법이 고안된 배경에는 우선 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과 그들의 

자녀들의 시민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당시에는 이미 수정헌

법 제14조가 속지주의를 택하여 미국에서 출생한 자는 모두 미국 시민이라는 

원칙이 있었다(Bredbenner, 1998:18). 그러나 미국 시민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이

23) 본 법안의 원래 명칭은 ‘시민의 국 이탈과 시민의 해외 보호에 한 법(U.S. Statutes at 

Large 34:1228)’이지만, 해당 법을 다루고 있는 여러 문헌들에서 간소화된 명칭인 ‘국

이탈법(Expatriation Act of 1907)’으로 언 되고 있으며(Bredbenner, 1998; Nicolosi, 2001; 

Sapiro, 1984; Volpp, 2011), 다수의 조항들 에서도 이 법안의 핵심이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의 시민권(국 ) 박탈이라는 이 공통된 의견이다. 콧(Cott)의 경우 이 법안을 이민

법(immigration law)로 지칭하고 있기는 하나(Cott, 2000:143), 그녀 역시 이 법의 핵심을 

외국인과 결혼한 미국 여성의 시민권 박탈로 보고 있으므로 ‘국 이탈법’이라는 명칭이 

함의하는 핵심은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들을 참조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 법안을 ‘국

이탈법’으로 간소화하여 지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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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가 해외에서 출생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의 

국 문제를 할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해외에서 출생하고 거주하

는 미국 시민의 자녀들에게 부여되는 미국 국  문제를 할하기 하여 국

이탈법이 고안되고, 통과되었다.

  한 이 법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에게서 발생

하는 이 국 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고안되고 통과되었다(Bredbenner, 

1998:58; Nicolosi, 2001:4). 이미 1855년 <귀화법(Naturalization Act)>24)에서는 미

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자동 으로 미국 국 을 부여함으로써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 국  문제는 미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에

는 해당되지 않았다. 반면, 1855년 귀화법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

의 시민권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때문에 이것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

하기 해 1907년 국 이탈법이 고안되었다.

  1855년 귀화법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의 국 을 언 하지 않은 

채 통과되고 난 이후 1907년까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의 시민권

과 련하여서는 명확한 규정 없이 혼란만이 이어져왔다. 국가의 경계를 넘는 

결혼, 즉 국제결혼은 필연 으로 결혼으로 인한 국 의 변화 는 박탈의 문제

를 제기하고, 그 결과 때로는 결혼 당사자들의 이  시민권(dual citizenship) 문

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한 국가가 국제결혼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 정

부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할권 련 문제들도 당연하게 제기되기 마련이다. 그

러나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손쉽게 회피하기 해 1907년 국 이탈법을 

고안했다(Bredbenner, 1998:58). 

  그러나 좀 더 넓게 보았을 때, 1907년 국 이탈법이 고안되고 통과된 배경에

는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한 동기들이 있었다. 여성의 결혼과 시민권의 계를 미

국의 법률과 정책을 통해 분석한 드베 (Bredbenner)는 이 법이 통과된 1907

년에 남부 유럽과 동유럽으로부터의 이주가 정에 달했던 상황을 언 한다. 그

녀에 따르면 1907년 미국으로 유입된 이주의 수는 1,285,349명으로 정에 달했

고(Bredbenner, 1998:5), 이에 미국 정부는 증가하는 이민을 통제하기 해 1907

년 국 이탈법을 통과시켰다(Bredbenner, 1998:57).

24) Naturalization Act of February 10, 1855(U.S. Statutes at Large 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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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7년이 미국으로 유입되던 이주자의 수가 정이었다는 배경에 해서는 

콧(Cott)도 언 하고 있다. 그녀는 1907년을 후로 매년 미국으로 약 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유입되던 상황을 지 한다(Cott, 2000:143). 이미 19세기 말부터 시작

된 미국으로의 이주 물결은 20세기 에 정에 달했고, 1890년과 1920년 사이

에 미국으로 유입된 이주자의 수는 약 1800만 명으로 추산된다(Cott, 2000:132). 

이토록 많은 수의 이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시기에 이민을 통제하기 한 

수단으로서 고안되고 통과된 법안의 핵심이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국 박탈

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시 이주자의 수가 지속 으로 증가하던 상황에서 국 이탈법이 통과된 배

경과 련하여, 이주와 결혼문제가 언제나 서로 연 된다는 콧의 지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콧은 이주가 단순히 개인들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 그 자체가 “새로운 시민의 형성을 약속(Cott, 2000:132)”하는 것이라고 본다. 

유입국의 입장에서 ‘이주자들이 언젠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진다면, 여기에는 이들이 결혼과 자녀를 낳아 기르며 정착할 것이라는 

기 가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기 는 당시 미국에서 실로 나타났는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에 

있었던 규모의 이주자 유입은 미국 시민과 외국인 사이의 결혼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Ritter, 2006:75). 이주자의 증가가 이주자간의 결혼 는 이주자

와 내국인간의 결혼 증가로 나타나고, 이주가 계속되는 한 이러한 상이 지속

될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가 바로 1907년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과된 

1907년 국 이탈법은 결혼을 통한 외국인의 자동 인 귀화 시민권 취득을 쇄

함으로써, 이주자들이 내국인과 결혼하여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그 목 이었다.

  1907년 국 이탈법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함으로써 

잠재 으로 모든 미국 여성들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국제결

혼 당사자에게 용되지 않고, 미국 여성이 국제결혼의 당사자인 경우에만 용

되었다. 미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용되지 않았다. 

  한편, 이 법이 부유한 외국인 남성들(귀족, 사업가 등)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

을 처벌하기 해 고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Volpp, 2011). 

19세기 말 이후 20세기 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는 부유한 상속녀들이 유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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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과 결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이 들의 시선에 

못마땅하게 보 던 이유는 국제결혼을 통해 미국인 상속녀가 소유한 거액의 재

산이 외국인인 남편에게로 속하는 것과 련이 있었다. 1890년 에 미국의 32개 

주에서 결혼한 여성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나(Woloch, 1996:213), 

20세기에 들어선 이후에도 결혼한 여성의 모든 재산이 온 히 여성 개인에게 

속하기란 여 히 실 으로 어려웠다. 게다가 아내의 거주지가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을 따라 해외에 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아내의 거주지

는 남편의 거주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장기간의 해외거주가 자발

인 국 이탈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Bredbenner,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들이 일종의 배신자로 여

겨지면서, 1907년 국 이탈법은 이런 여성들의 재산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

지하고 이 여성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다25). 그러나 국 이탈법

의 효과는 단순히 부유한 상속녀들에게만 미치지는 않았다. 그 효과는 실제로 

결혼여부와 상 없이 잠재 으로 모든 미국 여성들에게 미쳤는데, 이를 볼 때 

이 법이 단순히 일부 집단의 여성들을 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악하기에는 

조  무리가 있다.

  1907년 국 이탈법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 으로 고안되고 통과되었는지, 

그 효과가 구를 겨냥한 것이었는지와 련해서는 다양한 입장과 주장들이 제

기되지만, 이 법의 핵심만은 분명하다. 1907년 국 이탈법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의 당사자 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의 시민권만을 박탈하는 것을 원칙

으로 했다. 즉, 국제결혼으로 인해 가족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가 상충되는 경우 

여성의 시민권을 희생하 다. 당시 국제결혼을 한 미국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하

던 1907년 국 이탈법의 구체 인 조항과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25) 처음 국 이탈법이 통과되었을 때, 이 법이 때로는 ‘제비족법(Gigolo Act)’로 불리기도 했

다고 볼 (Volpp)는 언 한다(Volpp, 2011:71). 이러한 별칭은 돈이 많은(때론 돈이 없는) 

귀족 남성에게 넘어가 이들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들을 비꼬려는 당시 의 의도가 담

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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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및 핵심 내용

  국 이탈법은 총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체 7개의 조항들 

 핵심에 해당하는 제3조와 제4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 이탈법의 제1조에 해당하는 조항은 미국 시민으로의 귀화신청 이후 여권 

발 에 한 것으로서, 미국에서 3년 거주하 고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기를 희

망하여 귀화신청에 필요한 제1구비서류를 제출한 자에게는 외국에서 미국 정부

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여권을 발 한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단, 이때 발 되는 여권은 6개월 이상은 유효하지 않으며, 여권 보유자

가 귀화 이 에 시민으로 속하 던 국가에서는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

다(U.S. Statutes at Large 34:1228).

  제2조는 외국국 으로의 귀화 등에 의한 국 이탈에 한 조항이다. 제2조에 

따르면, 다른 국가의 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귀화한 미국 시민, 는 다른 국

가에 충성을 맹세한 미국 시민은 스스로 국 을 이탈한 것으로 간주된다(U.S. 

Statutes at Large 34:1228). 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 자가 귀화 에 속했던 

국가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외 다른 국가에 5년 동안 거주하는 경우에는 

미국 시민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동안 일반 으로 거주하는 

곳이 정식 거주지로 간주된다. 이때, 미국 정부의 외교  는 사에게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된 때에는 이 같은 용이 번복될 수 있다. 

  제5조와 제6조는 모두 미성년자의 시민권에 한 조항인데, 제5조는 미국에서 

거주하지만 미국인이 아닌 부모 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시민권을, 제6조는 해

외에서 미국 시민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에 해 명시하고 있다. 제5조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를 둔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면 

자녀도 미국 시민으로 간주되며, 이것은 해당 자녀가 미국 내 구 거주하는 때

로부터 유효하다. 제6조는 미국의 토 바깥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인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미국의 시민으로서 충성을 맹세하고 미국 거주자가 되겠다는 의도

를 밝 야 미국 정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U.S. Statutes at 

Large 34:1229).

  마지막으로 제7조는 해당 법안이 용되는 과정과 련, 행정 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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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서류의 사본이 다루어지는 방식에 해 짧게 언 하고 있다(U.S. Statutes at 

Large 34:1229). 

  이상이 제3조와 제4조를 제외한 1907년 국 이탈법의 체 인 구성과 내용

으로, 본 법안은 시민권을 법 ⋅형식 인 의미인 국 으로서 개념화하는 형

인 이다.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  지 와 그 인정을 의미하는 국

으로서 시민권은 제1조에서 드러나듯 국가가 발 하는 ‘여권’으로 상징화되기도 

하고, ‘미국 정부의 보호’와 같은 추상 인 개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제2조를 

통해 드러나는 국 으로서 시민권은 한 국가에 한 ‘충성’이라는 의식  행

를 의무 으로 수반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이 듯 법 ⋅형식  의미로 이해되는 국 으로서 시민권은 어떤 방식으로 

국제결혼 하는 여성의 시민권을 구성하는가. 그 구체 인 방식을 악하기 해 

1907년 국 이탈법의 제3조와 제4조를 살펴보겠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20세기  당시 증가하는 이주를 통제하고, 국제결혼

을 통한 미국 시민의 이  시민권을 해결하기 해 미국 정부에 의해 고안된 

국 이탈법은 기본 으로 시민권에 한 확실한 입장이 제되어 있었다. 미국 

시민은 두 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단 하나의 시민

권을 가진다는 원칙이었다. 특히, 이때 ‘시민권(citizenship)’은 ‘국 (nationality)’으

로 이해되었는데, 미국 시민권의 역사와 특성에 해 연구한 정치이론가 슈클러

(Shklar)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슈클러에 따르면 이주를 통해 구성된 사회인 미국에서 시민권은 항상 국 과 

계가 있고, 시민권을 국 으로 이해할 때 이것은 국내⋅국외 인 법  인정이

며, 그 국가 출생이거나 귀화한 구성원이라는 법  인정을 의미한다(Shklar, 

1995:4). 따라서 1907년 국 이탈법이 언 하는 ‘국 ’은 곧 미국 시민이라는 국

내외  법  인정이며, 이는 다시 미국 시민으로서의 지 와 권리를 상징하는 

‘시민권’으로 이해된다. 

  1907년 국 이탈법의 제3조의 내용을 살펴보기  1907년 미국 정부가 왜 이 

조항을 필요로 했는가를 생각해보자. 1855년 귀화법은 통과될 당시 미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의 국 에 해서는 명확히 규정했으나, 외국인 남성과 결

혼하는 미국 여성의 국 에 해서는 명시 으로 언 하지 않았다. 그 결과 

1855년 이후 20세기가 될 때까지도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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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해서는 일 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시민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련, 당시 법원의 결들도 일 된 원

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19세기 말 법원의 결들에서 일부 사들은 외부인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이 결혼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을 상실한다고 결했으나 다

른 사들은 이 여성들이 단순히 결혼에 의해 시민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결했다(Cott, 2000:143).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할할 명확한 규정이 

필요했고, 1855년 귀화법이 통과된 지 52년 만에 1907년 국 이탈법을 통해 비

로소 이 문제에 해 명시 으로 언 하고 있다. 국 이탈법은 1855년 귀화법을 

보충하는 개정안이었으며, 제3조는 그 핵심이었다.

  1855년 귀화법 이후로 지속되어 왔던 혼란을 제거할 목 으로 고안된 1907년 

국 이탈법은 미국 시민의 법  인정에 한 법으로서 명시 으로 그 용 상

과 기 에 해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모든 미국 시민에게 동등하게 

용되지는 않았다.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 이탈법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과 결혼하는 여성은 구라도 남편의 국 을 따른다(U.S. Statutes at 

Large 34:1228)”고 분명히 언 함으로써, 국제결혼을 한 남성 시민이 아닌 여성 

시민의 시민권만을 할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결혼한 여성의 시민권은 남편의 

행  는 국 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서, 미국 정부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 이탈법 제3조의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07년 국적이탈법 제3조>

  외국인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은 남편의 국적을 따른다. 결혼관계의 종료 시에는, 

국외에 있는 경우 1년 이내에 미국 영사관에 미국 시민으로 신고함으로써, 결혼관

계 종료 시 미국 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를 유지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다(Expatriation Act of March 2, 1907. U.S. Statutes at Large 

34:1228-1229).

  제3조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1907년 국 이탈법 제3조는 국제결혼

을 한 당사자의 시민권 문제와 련하여 결혼 당사자 에서도 외국인과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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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국 여성에 해서 언 하고 있다. 제3조에서 언 하고 있는 ‘외국인’은 법

률에 따라 ‘미국 국 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 국 이 아닌 남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의 국 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국 을 따른다는 것이 제3조

의 핵심이다. 이 조항은 앞서 소개한 에델 맥 지와 같이 1907년 이후 외국인과 

결혼한 모든 미국 여성에게 용되었다.26)

  한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이 평생 미국을 떠난 이 없더라도 단

지 외국인 남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 여성은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 으며 

외국인의 지 를 부여받고 미국 토 내에서 외국인으로 취 받았다(Bredbenner, 

1998; Nicolosi, 2001; Volpp, 2011).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강제 으로 미국 시

민권을 박탈당하고, 남편의 국 을 따라 외국 국 을 부여받게 된 미국 여성은 

미국 시민으로 남을 권리를 보장받지도 못했으며 동시에 남편의 국 을 따르지 

않을 선택권도 없었다.

  다시 제3조로 돌아와서, 제3조는 추가 으로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 계가 종

료된 이후 미국 여성의 시민권이 어떻게 새로 구성되는지에 해서도 언 하고 

있다.

  제3조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은 남편의 사망이나 이혼으

로 인해 결혼 계가 종료된 때, 다시 일정한 차를 거쳐 미국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었다27). 그러나 이 경우 지 해야 할 사항은, 결혼 계 종료 후 미국 여성

이 다시 취득하는 시민권은 결혼하기 의 시민권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이다. 결혼하기  미국 여성들이 부여받았던 미국 시민권이 속지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이들에게 부여된 태생  권리로서 시민권이었다면, 결혼 계 종

26) 당시 1907년 국 이탈법의 용을 받아 외국인 남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권

을 박탈당했던 여성들 에서 상 으로 더욱 취약했던 아시아계 미국 여성들의 지

는 국 이탈법에서 드러나는 인종  계로 인한 결과이다. 이들은 비-아시아계 미국 여

성들과 달리, 결혼과 동시에 미국 국 을 박탈당한 뒤 결혼 계가 종료된 후에도 인종  

이유로 다시 미국 국 을 취득할 수 없었다. 당시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들의 사례를 다

루고 있는 논문으로는 볼 (Volpp, 2011), 니콜로시(Nicolosi, 2001) 참조. 

27) 당시 미국정부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귀화 차와 련하여 인종  자격에 제

한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시민으로 합법 으로 귀화할 수 없는 인종은 아시

아계 인종으로서 국인, 일본인, 한국인 등이 여기에 속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국계 미국인은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았지만, 외국인과 결혼하는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박탈한 경우 결혼 계 종료 후 다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할 수 없

었다(Sapiro, 1984; Bredbenner, 1998; Nicolosi, 2001; Volpp,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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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후 미국 여성이 다시 취득한 시민권은 귀화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귀화 시민

권이었다(Sapiro, 1984).

  국가의 경계를 넘는 국제결혼 당사자의 시민권을 정의하는 법  근거로서 

1907년 국 이탈법은 젠더 차별 으로 여성의 시민권만을 언 하고, 남성의 시

민권에 해서는 언 하지 않았다. 신 국 이탈법 제4조가 남성 시민과 결혼

한 외국인 여성의 시민권에 해 언 하고 있다. 

  국 이탈법 제4조는 미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시민권에 하여 명

시하고 있지만, 이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미국 남성의 시민권에 해서는 

 언 하고 있지 않다. 국제결혼의 당사자로서 미국 남성의 시민권은 1855년 

귀화법에서 이미 간 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855년 귀화법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자동 으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한다고 명

시하 다. 1855년 귀화법의 제2조는 “ 행법에 따라 합법 28)으로 귀화할 수 있

는 여성은 미국 시민과 결혼하거나 결혼할 정이라면, 미국 시민으로 간주된다

(U.S. Statutes at Large 10:604)”고 명시하고 있다. 즉, 외국인과 결혼하더라도 미

국 남성의 시민권은 불변하고, 신 외국인 배우자에게 남성의 시민권이 확 되

었다. 이는 미국 남성의 시민권이 비시민인 외국인 여성의 시민권까지도 흡수하

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뜻하며(Cott, 1998:1441), 이 경우에도 외국인 여성

은 자신의 시민권에 한 선택권이 없었다. 미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

은 합법 으로 귀화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결혼과 동시에 자동 이

고 의무 으로 귀화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1907년 국 이탈법은 1855년 귀화법이 통과된 지 52년 만에 의회를 통과하

는데, 총 7개의 조항 에서도 제4조는 1855년 귀화법의 제2조에 한 추가  

원칙을 기술하고 있는 보충조항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1855년 귀화법 제2조가 

결혼과 동시에 미국 귀화 시민권을 부여받는 외국인 여성들의 지 에 해 기

술하 다면, 1907년 국 이탈법 제4조는 결혼과 동시에 부여받은 시민권의 사후

28) 이때, “합법 ”으로 귀화 가능한 자격은 인종  자격조건을 의미했다. 당시 노 제도가 

존재했던 미국의 귀화 정책은 인종  배제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르

면 1855년 귀화법에서 “합법 ”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외국인 여성은 노 가 

아닌 백인 여성들이었다. 이후 1866년 노 제도가 폐지되자 1870년에는 “합법 ”으로 미

국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는 인종에 흑인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아시아계 여성은 배제되

었다(Cott, 199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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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에 해 기술하고 있다. 미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의 미국 시민

으로서의 지 가 결혼 계 종료 후에 어떻게 유지되거나 포기될 수 있는지, 그 

차에 해 기술하고 있는 국 이탈법 제4조의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07년 국적이탈법 제4조>

  미국인과 결혼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은 결혼관계 종료 후에

도 계속해서 미국 내 거주할 경우, 외국인 귀화의 관할권을 가진 법원 앞에서 시민

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동일한 시민권을 유지하며, 만약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미국 영사관에 결혼관계 종료 후 일 년 이내에 등록을 함으로써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다(Expatriation Act of March 2, 1907. U.S. Statutes at Large 34:1229).

  1907년 국 이탈법은 제4조를 통해 외국인 여성이 결혼 계 종료 후에도 일

정한 차를 거쳐 결혼 계 내에서 유지했던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이는 미국 시민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합법 인 결혼과 동

시에 시민으로 여겨지고, 시민으로 받아들여진다는 1855년 귀화법을 통해 세워

진 오랜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Sapiro, 1984:8; Volpp, 2011:71). 외국인 여

성은 자발 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자동 이고 의

무 으로 획득한 귀화 시민권을 결혼 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

었다.

  이로써 1907년 국 이탈법 제4조는 기존에 남성 시민의 시민권이 외국인 배

우자의 시민권을 흡수하도록 한 1855년 귀화법 제2조에 한 보충  조항을 마

련하 다. 1907년 국 이탈법 제4조는 과거 귀화법이 확립한 남성 시민의 외국

인 배우자에 한 시민권 흡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 다.

  정리하면, 1907년 국 이탈법의 제3조와 제4조는 국제결혼을 하는 시민과 그 

배우자의 법  지 와 권리를 할하고 있다. 제3조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의 국 이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국 을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결혼

과 동시에 여성의 지 가 남성에게 흡수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1855년 귀화법에서 이미 미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용되

었던 원칙이었다. 제4조는 미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국 에 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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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1855년 귀화법 제2조를 승계하는 보충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결혼 계 종료 후에도 일정한 차를 거쳐 

미국 귀화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결과 으로 1907년 국 이탈법은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이 자신의 결혼  시

민권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결혼과 동시에 여성이 남편의 국 을 따

라야 한다는 일 된 원칙을 용하 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의무 이고 자동

으로 남편의 시민권을 따라야 했으며, 남편의 시민권을 따르지 않을 선택권이 

없었다. 

  국제결혼을 통한 국 상실의 법  근거 던 1907년 국 이탈법은 여성의 결

혼지 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박탈하 다. 그리고 본 법은 1915년 연방

법원의 결에서 그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맥 지의 헌

소송에 한 연방 법원의 결 내용을 보겠다.

3. 연방대법원의 판결 

  연방 법원까지 올라간 에델 맥 지의 헌소송의 결과는 맥 지의 패소 다. 

1907년 국 이탈법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배된다는 주장을 내세운 맥 지의 

헌소송에 해 연방 법원 재 부는 1915년 12월 6일 기각 결을 내렸다. 

“1907년 국 이탈법을 탁월하게 해석한 연방 법원의 결(Nicolosi, 2001:10)”이

라는 선례를 남긴 이 결을 통해 연방 법원은 맥 지가 소송을 통해 일 되

게 주장한 내용들을 모두 기각하 다. 본 에서는 당시 맥 나(Joseph 

McKenna) 재 장29)이 이끌었던 연방 법원 재 부의 결 요지를 살펴보고, 여

기에서 드러나는 핵심 쟁 들을 정리하여 앞으로 이어질 본 논문의 분석틀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29) 요셉 맥 나(Joseph McKenna)(1843–1926). 1843년 미국 펜실베이나주 필라델피아에서 아

일랜드계 이민자 부모 에서 태어났으며,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자 공화당원이었다. 

1898년 당시 제25  미국 통령 리엄 맥킨리(William McKinley)에 의해 임명되어 

1898년부터 1925까지 연방 법원 사로 재직하 다(출처: 미국 연방 법원 홈페이지 

http://www.supremecour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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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결혼은 자발적 국적이탈

  자신이 미국에서 출생함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시민이라는 맥

지의 첫 번째 주장에 해 연방 법원 재 부는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결혼 까지 에델 맥 지가 미국 시민으로서의 지 를 유지하 다는 을 부인

하지는 않았다. 미국에서 출생함과 동시에 맥 지는 태생  시민권을 부여받았

고, 결혼 까지 그러한 태생  시민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재 부는 맥 지가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더 이상 출생 시에 부

여받았던 미국 시민으로서의 지 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Nicolosi, 

2001:10). 재 부는 특권이자 면책권으로서 태생  시민권이 외 으로 자발  

국 이탈 는 반역과 같은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 으로는 시민으로부

터 박탈될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 다. 그러나 맥 지가 주장한 것처럼 불법

인 차를 통한 부당한 시민권 박탈은 있은 이 없다는 것이 재 부의 단호

한 입장이었다. 

  재 부의 이러한 입장은 1907년 국 이탈법이 수정헌법 제14조를 배한 사

실이 없다는 결에 근거했다(Mackenzie v. Hare, 239 U.S. 299). 재 부는 1907

년 국 이탈법이 자신의 명백한 동의 없이 자신의 시민권을 박탈했으므로 정당

한 차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따라서 수정헌법 제14조에 배된다는 맥

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델 맥 지의 시민권 박탈이 부당하지 않다는 재 부의 결 논리를 보자. 

재 부에 따르면 맥 지는 1907년 국 이탈법이 발효된 상황인 1909년에 이미 

법의 “결과에 해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 으로 (결혼에) 진입한(Mackenzie v. 

Hare, 239 U.S. 299)” 상태 다. 재 부는 그 구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발 ’으로 ‘동의’한 행 의 결과로서 시민권 박탈이 있었기 때문에, 

맥 지의 시민권 박탈은 정당한 차에 따른 결과 다고 보았다. 동시에 재 부

는 결문에서 “시민권의 변경은 자의 으로 부과될 수 없다. 즉, 시민의 동의

(concurrence)없이 부과될 수 없다(Mackenzie v. Hare, 239 U.S. 299)”고 명시하

다. 이는 곧 에델 맥 지의 시민권이 박탈되는 과정에서 시민이었던 그녀의 ‘동

의’가 있었다는 것을 간 으로 밝히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재 부는 맥 지가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시민권이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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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박탈되는 결과에 ‘동의’하 으므로 이것이 통 인 시민권 박탈 사유 

 하나인 ‘자발  국 이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맥 지는 

이미 박탈에 동의한 시민권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재 부의 입장

이었다.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의회가 귀화(naturalization)를 할함으로써 개인

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개인으로부터 시민권을 박탈할 권

한을 부여받은 은 없다는 맥 지의 주장도 재 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 부는 의회로 표되는 국가에게 시민의 국 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

을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의회의 정당성을 확인하 다. 재 부는 의회에서 

통과된 1907년 국 이탈법이 이러한 국가의 권한을 체화한 것이며 국 이탈법

을 통과시킨 의회의 권력은 국가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시하 다. 이는 의회가 

단순히 의민주주의의 핵심으로서 시민을 표하는 의결기 으로서만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시민인 개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시민권을 

박탈하는 국가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실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요약하면, 재 부의 1차 해석은 미국 의회가 국가로부터 개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따라

서 1907년 국 이탈법의 의회 통과가 아무런 법  오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러한 해석은 곧 맥 지가 외국인과의 결혼에 동의함으로써 시민권 박탈에 동의

하 기 때문에 국 이탈법이 맥 지에게 용된 결과 즉, 시민권 박탈은 정당하

다는 결로 이어졌다. 국 이탈법에 따라 맥 지가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동시에 남편의 국 을 자동 ⋅의무 으로 따르는 것은 시민에게 보장된 ‘ 법

한 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 부의 입장이었다. 

  맥 지는 더 이상 미국 시민이 아니었다. 결혼과 동시에 맥 지는 남편의 국

을 따라 외국인의 지 를 부여받았으므로 미국 시민으로서의 지 와 권리에

서 배제되었다. 재 부는 맥 지가 더 이상 미국 시민이 아니므로 맥 지가 시

민  권리로 요구했던 참정권은 그녀의 권리가 아니라고 시하 다. 

2)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 통합: ‘아내의 지위(coverture)’

  다음으로 재 부의 결문에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핵심은 바로 외국

인 남성과 결혼한 맥 지의 결혼지 에 한 재 부의 해석이다. 여성의 결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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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의 시민권을 구성하는 핵심이라는 을 상기할 때(Fraser & Gordon, 

1994a; Fraser & Gordon, 1994b; Cott, 2000; 페이트만, 2001; 오장미경, 2004), 당

시 재 부가 맥 지의 결혼지 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매우 요하다. 특히,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맥 지의 사례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  박탈의 형

인 다. 맥 지 사례는 국제결혼에서 국 으로서 시민권이 여성의 결혼지

와 어떤 계를 구성해 왔는지를 잘 보여 다.

  자신은 시민권 박탈에 동의한 이 없다는 맥 지의 주장에 해 재 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맥 지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기로 동의한 그 순간, 그녀가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자신의 시민권 박탈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

한 재 부의 해석은 결혼에의 동의가 자발 인 시민권 박탈에의 동의와 연장선

상에 있다는 것은 함축한다.

  재 부는 1907년 국 이탈법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한 번 박탈당한 

시민권이 구 인 것이 아니라고 언 함으로써 맥 지의 시민으로서의 지 가 

불변하는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결문에서 재 부는 

1907년 국 이탈법 제3조가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 계가 종료된 후 귀화 시민

권을 획득할 수 있는 차에 해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을 언 하 다. 동

시에 재 부는 이 법안이 “명백하며 상황 (Mackenzie v. Hare, 239 U.S. 299)”이

라고 보았다. 

  이러한 재 부의 언 은 분명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지 가 결혼 계의 시작

과 종료에 따라 가변 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즉, 맥 지가 외국인 남편과의 결

혼 계를 종료한다면 이후 다시 미국 시민으로서의 지 를 되찾을 수 있는 가

능성이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재 부가 1907년 국 이탈법을 “상황 (Mackenzie 

v. Hare, 239 U.S. 299)”이라고 언 한 바탕에는 여성의 시민권의 특성 즉, 결혼

지 의 유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취약한 여성의 시민권의 특성이 함축되어 

있다. 

  여성의 시민권이 남성의 시민권과 달리 “상황 ”이라면, 여기서 제기되는 문

제는 ‘왜 여성인 맥 지의 시민권이 단순히 외국인과의 결혼에 의해 변화되어야 

하는가’이다. 재 부가 결문에서 언 하고 있듯이 맥 지는 결혼 까지는 의

심의 여지없이 미국 시민이었으나 외국인과의 결혼 후 시민권을 상실했다. 그

기 때문에 재 부는 “결혼에 의해 맥 지의 시민으로서의 지 가 소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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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Mackenzie v. Hare, 239 U.S. 299)”라고 질문함으로써 재 의 핵심이 맥 지

의 결혼지 에 달려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재 부는 스스로 이 질문을 제기한 뒤에 직 으로 1907년 국 이탈

법이 여성의 결혼지 를 핵심 근거로 하고 있다는 언 은 회피했다. 신 “국내 

정책” 과 “국제 정책(Mackenzie v. Hare, 239 U.S. 299)”이라는 의를 1907년 국

이탈법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근거로 제시하 다. 여성의 시민권이 여성의 결

혼지 에 따라 박탈되도록 한 1907년 국 이탈법이 단순히 근시안 인 정치  

이익 는 불합리한 목표를 해 제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책에 있어서의 

목 ”과 “국제 정책에서의 더 큰 목 (Mackenzie v. Hare, 239 U.S. 299)”을 바탕

으로 제정된 것이라는 게 재 부의 단이었다. 

  19세기 말 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여성들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 여성의 국 을 박탈하는 원칙을 수용하고 있었다(Nicolosi, 2001:8).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정부는 국제 으로 례화되어 있는 원칙을 버리고 독자 으로 

여성의 독립 인 시민권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국제

결혼 문제와 련하여 미국과 다른 국가 간에 정치  분쟁  할권 충돌이 

종종 발생했을 것이란 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국가간 할권 분쟁을 

막기 한 도구로서 미국 정부가 여성의 시민권을 “상황 ”으로 구성하는 매커

니즘을 극 으로 수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때, 상황 으로 구성

되는 여성의 시민권에 한 타당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단서는 재 부가 국

제정책과 함께 언 한 ‘국내정책’에 있다.

  재 부가 언 한 “국내 정책(domestic policy)”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여성의 

시민권이 상황 으로 결혼지 에 따라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국내 정책’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곧 무엇이 여성의 시민권을 남성의 시민

권과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게 하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재 부는 결문에서 언 되는 ‘국내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해 매우 

확고한 의견을 달했는데, 그 핵심에는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 통합’이 있었다. 

재 부는 결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의 통합은 우리의 오래된 법리의 

원칙(Mackenzie v. Hare, 239 U.S. 299)”이라고 밝히며 이것이 오랜 통임을 강

조했다. 동시에 이러한 원칙이 “우연이거나 임의 인 것이 아니(Mackenzie v. 

Hare, 239 U.S. 299)”라고 언 함으로써 그 당 성도 강하게 정하 다. 결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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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이 통합되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 정당하고 당연하

게 오랫동안 통으로서 이어져온 원칙이라는 것이었다.

  재 부는 이 게 통합된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이 결혼이라는 “친 한 계와 

이해의 일치에 의해 결정(Mackenzie v. Hare, 239 U.S. 299)”되는 것임을 밝혔다. 

동시에 재 부는 이러한 원칙이 단순히 개인들만의 결합으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님을 암시했다. 재 부는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을 통합하는 것

은 여러 방면에서 공공의 심사(public concern)(Mackenzie v. Hare, 239 U.S. 

299)”라고 밝히며, 이러한 원칙의 당 성을 주장하 다.

  그러나 재 부가 주장하는 공공의 심사는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이 

‘통합(merge)’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다. 재 부의 논리 로 

맥 지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시민권을 박탈당한 것이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을 통합하는 것이라면, 왜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쪽이 여성인 맥 지 는

지를 질문해야 한다.

  앞서 재 부가 스스로 던진 질문을 다시 보자. 재 부는 “결혼에 의해 맥 지

의 시민으로서의 지 가 소멸하는가?(Mackenzie v. Hare, 239 U.S. 299)”라고 질

문함으로써, 맥 지의 결혼지 와 시민으로서의 지 가 한 련이 있음을 

이미 드러낸바 있다. 재 부는 직 으로 맥 지의 결혼지 가 무엇인지를 언

하지는 않았지만, 단서는 제공했다. 재 부는 결혼을 통한 ‘남편과 아내의 정

체성 통합’을 언 하고, 이것이 1907년 국 이탈법의 정당성의 근거인 ‘국내정

책’의 핵심임을 드러냈다. 결혼을 통한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 통합’이 맥 지의 

결혼지 라는 것을 함축한 것이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 통합’에 한 재 부의 해석은 여성의 결혼지

가 남성의 그것과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다. 재 부는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한 남성의 ‘아내’가 되고, ‘아내’가 된 여성의 정체성이 남편의 정체성과 

통합되는 것은 필연 으로 “남편에게 지배권을 부여(Mackenzie v. Hare, 239 U.S. 

299)”한다고 주장했다. 남성이 결혼과 결혼지 에 한 지배권을 행사함으로써, 

여성의 정체성은 단순히 남편의 것과 통합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정

체성에 종속되었다. 

  이때,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 통합’이 남성에게 지배권을 부여한다는 재 부

의 해석은 결국 ‘아내의 지 (coverture)’30)를 언 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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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결혼한 여성의 정체성이 남편에게로 흡수되는 것으로 정의되는 이러한 ‘아

내의 지 ’ 원칙은 재 부가 결문에서 언 한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 통합’과 

정확히 일치했다. 비록 재 부가 ‘아내의 지 (coverture)’라는 직 인 언 은 

피했지만, 결문에 드러난 재 부의 해석은 분명 ‘아내의 지 ’를 의미했다.

  한편,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1855년 귀화법에 

따라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미국 남성의 시민권은 단 한 번도 박탈된 이 

없었다. 1855년 귀화법과 1907년 국 이탈법의 제이자 재 부가 그 당 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의 통합’은 분명 남성 심 이었다. 재

부가 바라보는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 통합은 “남편에게 지배권을 부여하는

(Mackenzie v. Hare, 239 U.S. 299)”것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공의 심사”

이자 “국내정책”이었다. 

  정리하면, 맥 지의 결혼지  즉, ‘아내의 지 ’는 공공의 심사이자 동시에 

당연히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고, 따라야 할 국내정책이었다. 결혼과 동시에 발

생하는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 통합’은 곧 남편에게 지배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그녀의 정체성이 남편의 정체성에 흡수되고, 남편에게 지배권이 부여되는 것은 

정당하다. 이때, 남편이 외국인이라면 아내의 정체성이 통합되어야 하는 상은 

외국인이다. 당시 맥 지의 남편 고든 맥 지의 국 은 국인이었으므로, 맥

지의 정체성은 남편에게로 흡수되고, 그 결과 그녀는 더 이상 미국인이 아니라 

국인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4. 소결 

  본 장은 1907년 국 이탈법을 상 로 헌소송을 제기했던 맥 지의 사례와 

30) 여성의 결혼지 가 ‘아내의 지 ’ 원칙에 근거한다는 것을 확인한 연방 법원의  다른 

결로는 1911년 톰슨  톰슨(Thompson v. Thompson)이 있다. 이 결에서 재 부는 

“사람이나 재산에 가해진 상해”를 이유로 아내가 남편을 상 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

으며, 부부 간에 법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부 하게 

의 심을 끌어 모으므로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 다. 한 이혼은 “끔 한 잘못”

으로 고통 받는 매 맞는 아내에게만 가능한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여성의 결혼지 의 

핵심이 ‘아내의 지 ’임을 확인하 다(Cott, 200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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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핵심 쟁 들을 살펴보았다. 맥 지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07년 국 이탈법은 증가하는 이민을 통제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남성 시민

의 자녀들의 시민권 문제를 해결하며, 미국 남성과 결혼하여 귀화 시민권을 획

득한 외국인 여성의 시민권이 결혼 종료 후 유지될 수 있는 차를 제공하기 

해 고안되었다. 그러나 본 법은 주요하게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

의 시민권에 한 오랜 혼란을 해결하기 해 고안되고 통과되었다. 제3조에 따

르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외국인인 남편의 국

을 따르며, 이는 곧 미국 시민권의 박탈을 의미한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1909년에 국인 남성과 결혼한 에델 맥 지(Ethel 

Cooper Mackenzie)는 결혼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국 국 을 따

라야했다. 그러나 1913년에 맥 지는 1907년 국 이탈법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배된다는 요지의 헌소송을 제기하 다. 맥 지는 소송에서 자신의 시민권 

박탈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 다. 맥

지는 자신이 결혼에는 ‘동의’했으나 시민권 박탈에는 ‘동의’한 이 없다고 밝

혔다. 그러나 소송의 결과는 맥 지의 패소 다. 

  연방 법원의 1915년 결은 두 가지 쟁 을 제시하며 맥 지의 주장을 기각

하 다. 재 부는 1907년 국 이탈법에 따라 외국인과의 결혼이 시민권 박탈로 

이어질 것을 인지하고 외국인 남성과 자발 으로 결혼한 맥 지의 행 는 ‘자발

인 국 이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기로 동의한 맥 지

는 시민권 박탈에 해서도 동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통한 맥 지의 

국 이탈은 정당하다는 것이 재 부의 입장이었다. 다음으로 재 부는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이 통합되고, 남편에게 지배권을 부여하는 오랜 통

을 근거로 맥 지의 시민권 박탈이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자 공공의 심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하 다. 재 부는 ‘아내’로서 부여받는 여성의 결혼지  

즉, ‘아내의 지 (coverture)’가 공공의 심사라는 것을 주장하며, 이러한 여성의 

결혼지 의 당 성을 역설하 다. 

  맥 지 사례에서 드러나는 쟁 은 20세기  미국 여성의 결혼지 와 여성의 

시민권이 어떠한 계를 맺었는지를 악하는데 매우 요한 단서이다. 맥 지 

사례에서 도출되는 페미니스트 쟁 은 다음과 같다.

  맥 지 사례는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부여받는 결혼지 가 여성의 시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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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결혼지 가 무엇인지에 해서는 연방 법

원 재 부의 결문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결문에서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 통합’이라고 언 되고 있는 여성의 결혼지 는 ‘아내의 지 (coverture)’

이다. 이것은 결혼을 통해 아내의 정체성이 남편에게로 흡수되는 동시에 남성에

게 지배권이 부여되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은 재 부도 언 하듯이 가부장  

결혼에서 오랫동안 통이자 바람직한 가치로서 여겨져 왔고, ‘공공의 심사’

가 된다.

  그러나 맥 지는 여성의 결혼지 를 근거로 여성의 시민권을 구성하는 1907

년 국 이탈법의 부당성을 제기함으로써, 단순히 국 이탈법 뿐만이 아니라 그 

핵심에 있는 ‘아내의 지 ’에도 문제를 제기하 다. 맥 지는 여성의 결혼지  

즉,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 통합’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해서는 제4장

에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맥 지 사례가 헌소송에서 주장했던 여성 참정권에 주목하여, 20

세기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역사  맥락에서 맥 지 사례를 분석하고, 여

성 참정권 운동으로서 맥 지 사례의 의의를 평가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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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맥락에서 본 

맥켄지 사례 

  본 장은 맥 지 사례가 갖는 페미니스트 의의를 20세기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맥 지가 1913년에 헌소송을 제기하고 

1915년에 연방 법원의 결이 내려지기까지, 1907년 국 이탈법을 상 로 한 

맥 지의 법  투쟁은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막바지 투쟁이 정에 달했던 

시기에 치해 있다. 시민  권리로서 여성 참정권을 요구했던 맥 지의 헌소

송에 주목하여, 맥 지의 헌소송이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의 흐름에서 어떤 

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와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에 어떤 향을 미쳤는지 평

가해 보고자 한다. 

1. 1900년~1920년 여성 참정권 운동의 전개

1) 침체기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의 승리까지 

  미국에서 완 한 정치  권리인 참정권이 여성에게도 보장된 때는 1920년으

로, 여성에게도 완 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9조31)가 의회에서 

공식 으로 비 되었다.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되기 까지 미국의 여

성들은 남성과 달리 완 한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1920년에야 비로소 여성

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로서 참정권을 부여받았고, 그 결과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하게 각종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헌법  근거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1920

년을 “미국 여권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정인 동시에 분명한 분기 (조

31) 미국 수정헌법 제19조는 참정권이 “성별을 이유로 미국 는 어느 주에서도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 다. 조지형은 이러한 참정권 조항이 “여성에게 연방차원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을 뿐 아니라 주의 헌법에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

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정부가 여성 참정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모든 성차별을 

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조지형, 199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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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 1996:392)”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의 통과라는 단한 승리를 거두기 까지 미국의 여

성 참정권 운동은 1860년  후반에 여러 분 로 나눠진 소규모의 운동으로 시

작된 이래 거의 반세기 동안 여성의 완 한 시민으로서의 지 와 권리를 한 

핵심 운동으로서 발달해왔다. 비록 기 여성 참정권 운동은 “탄탄한 조직력이

나 폭넓은 지지 세력은 갖추지 못했던 상태이면서 그 향력 한 미미했지만

(Woloch, 1996:205)”, 19세기 후반부로 갈수록 지지층과 세력을 넓 가며 더욱 

향력 있는 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20세기로 어들면서 여성 참

정권 운동은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다, 1910년경이 되어서야 활기를 되찾고 마

지막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 결과 미국 서부 지역에서의 승리를 시작으로 

1920년에 드디어 여성 참정권의 헌법  보장이라는 완 한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맥 지 사례는 시기상 처음 헌소송이 제기된 1913년부

터 1915년 연방 법원의 결이 있기까지의 법  투쟁이다. 따라서 맥 지 사례

는 당시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이 마지막 추진력을 끌어올리던 정 에 서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맥 지 사례가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사에 있어서 단

한 분기 을 의미하거나 여성 참정권 운동의 한 획을 그렸다고 평가하기는 쉽

지 않다. 

  사실 맥 지 사례는 그동안 여성 참정권 운동의 역사에서 요하게 다 지기 

보다는 결혼한 여성의 시민권이라는 측면에서 1907년 국 이탈법의 용 사례

로서 연구되었던 경향이 크다(Sapiro, 1984; Bredbenner, 1998; Cott, 1998; 

Nicolosi, 2001; Volpp, 2011). 맥 지 사례의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서의 측면은 

그다지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당시 맥 지가 

헌소송에서 주장했던 참정권 요구에 주목한다. 따라서 맥 지 사례를 여성 참정

권 운동으로 보고, 이를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맥락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맥 지 사례가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맥락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지를 밝

히는 작업을 해서는 맥 지 사례 이 까지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이 어떤 흐

름으로 진행되었고, 어떤 쟁 을 심으로 발달해 왔는지를 살피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흐름을 정리하기에 앞서 

1900년 이후 1920년까지의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이 체 으로 하나의 흐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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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 여성사를 연구한 미

국의 역사학자 월로크(Woloch)는 이 시기 동안 여성 참정권 운동을 포함한 여권

운동이 어떤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통합된 의견을 심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

는 다양성이 그 핵심에 있었다고 평가한다(Woloch, 1996:222). 이는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 진 뿐만이 아니라 여성 참정권 운동 반  진 의 목소리도 커지

고 있었던 상황, 여성 참정권 운동 진  내부의 입장 차이와 술  차이 등이 

공존했던 시  상황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1900년 이후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

되기까지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흐름을 구분하는 학자들의 입장은 체로 

공통 인데, 이들은 모두 1910년을 후로 여성 참정권 운동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Flexner & Fitzpatrick, 1996; Woloch, 1996; 조지형, 1996; 에번스, 1997; 에번

스, 1998).

  우선 당시의 상황을 보자. 1900년이 되기 직  1896년에 유타(Utah) 주와 아이

다호(Idaho) 주가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으나, 1900년 에 진입한 이후로 

1910년까지 여성 참정권 운동에 있어서는 이 다 할 승리가 없었다. 이 시기를 

두고 스 와 피츠패트릭(Flexner & Fitpatrick)은 1900년, 정확히 말하자면 

1896년에서 1910년 사이가 여성 참정권 운동의 “정체상태(Flexner & Fitpatrick, 

1996:241)”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 어느 주에서도 여성 참정권이 획득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Flexner & Fitpatrick, 1996:241). 한 에번스(Evans) 역시도 

지 하고 있듯이, 1890년 통합된 여성 참정권 단체인 미 여성 참정권 회

(National American Woman Suffrage Association, 이하 NAWSA)의 회원수는 1893

년 약 1만 3150명이던 것이 1905년에 겨우 1만 7천 명으로 늘어났을 뿐이었다

(에번스, 1997:72). 

  조지형(1996)도 “유타 주와 아이다호 주 이후에 1910년까지 여성 참정권은 어

느 주에서도 새롭게 인정되지 않았고, 겨우 여섯 차례에 걸쳐 여성 참정권 문제

에 하여 주 투표가 실시되었을 뿐”이며, “NAWSA는 우유부단하고 무기력 상

태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 다고 지 하며, 이 시기에 여성 참정권 운동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조지형, 1996:404). 한 이 까지는 여성 

참정권에 우호 인 상황이 느리게 진행되다가 1910년 이후에서야 빠르게 개

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월로크(Woloch)의 지 도 1910년 이 까지 여성 참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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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진 활동이 부재했음을 보여 다(Woloch, 1996:228). 

  그러나 스 와 피츠패트릭이 이 시기를 “정체상태”로 평가한 것과 달리, 

조지형은 이 시기를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이미지 쇄신을 시도하고 운동조직을 

진 으로 확 하고 재정비한 시기(조지형, 1996:405)”라고 평가한다. 한 이 

시기 동안 NAWSA가 새로운 회원들을 모집하는 동시에 참정권 운동의 지지기반

을 확 하고 운동의 사회  상을 고양시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것을 “여

성 참정권 운동의 통에 한 유화 인 재해석을 기반으로 한 실용 인 노력의 

결과”로, “당시 사회 각 분야, 특히 법문화와 정치문화를 주도한 주 우월주의에 

한 여성 참정권 지도자들의 한 응의 결과”로 본다(조지형, 1996:406).

  1900년과 1910년 사이를 “정체상태” 는 “이미지 쇄신과 조직 확   재정

비”시기로 보는 평가의 차이는 있지만, 1900년과 1910년 사이 여성 참정권 운동

진 이 뚜렷하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태를 “일시정

지 상태”로 보는 에번스는 이러한 상황이 1910년에야 서부를 심으로 페미

니스트 법률들이 본격 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해제되었다고 말한다(에번스, 

1997:75). 그리고 이때 에번스가 지 하는 일시정지 상태 해제의 움직임 속에서 

페미니스트 법률들의 심에는 여성 참정권 입법이 자리하고 있었다. 

  에번스는  1910년에서야 여성 참정권 운동이 활기를 되찾은 이유를 당시 

진보주의의 발달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민주의와 유사하지만 

한층 리 확산된 운동인 진보주의가 등장함에 따라 페미니스트 입법 활동이 

본격 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즉, 진보주의가 아직 운동으로서 모습을 갖

추지 못하고, 형성과정에 머물 던 1900년 에는 여성 참정권 운동도 이 향을 

받아 그다지 활동 이지 못했으나, 진보주의가 운동으로서 성장함에 따라 

1910년 경 여성 참정권 입법 활동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에번스, 1997:75).

  한편, 국의 참정권 운동이 투 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은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을 자극했다. 1910년 이후 국의 참정권 운동가들이 술

을 단계 으로 확 하여 폭력⋅반란⋅방화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동안 미국 

여성들은 이를 의 주시하고 있었다. 동시에 1902년 국제 여성 참정권 연맹

(International Woman Suffrage Alliance)이 설립되면서 여성 참정권 운동은 국제

인 운동으로 확 되었다. 국에서 온 참정권 운동가들의 연설이 미국 역에서 

인기를 얻음에 따라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자극을 받아 새로운 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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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다(에번스, 1998:265). 

  1910년 워싱턴(Washington) 주에서 최 의 정치  성공을 거둔 여성 참정권 

운동은 이어 1911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1912년에는 캔자스(Kansas) 주, 오 건

(Oregon) 주, 애리조나(Arizona) 주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

러한 승리 뒤에는 여성 참정권 운동의 략 인 운동방식이 있었다. 워싱턴에서

는 조용하지만 신 한 운동이 개되었는데, 노동 조합, 농업 동 조합, 주와 

카운티 박람회, 그리고 문화 강좌 시리즈 등을 통한 비공식 인 성인 교육 운동

이 곧 여성 참정권의 메시지를 달하는 효과 인 방법이었다. 한 고 게시

, 연극, 월간 회보, 요리책, 신문 사설, 설교 모두가 여성 참정권의 메시지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에번스, 1998:266). 

  1910년에 시작해 1912년까지 이어진 여성 참정권 운동의 승리는 이후 1914년

경에 이르러서는 네바다(Nevada) 주, 몬태나(Montana) 주까지 포함하 고, 1913

년에는 일리노이(Illinois) 주에서 완 한 참정권은 아니지만, 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여성들에게 부여됨으로써 차 확 되었다. 1910년에서 1914년 사

이 서부에서 있었던 이 같은 승리들을 두고 월로크는 비록 당시에 이보다 더 

많은 주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여성 참정권 운동이 상당한 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한다(Woloch, 

1996:228). 스 와 피츠패트릭도 이 당시 서부와 서부 지역에서 활동하던 

진보주의 정당들이 이러한 승리의 진정한 원인이었다고 평가하며 진보주의 운

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 사이의 연결 계를 정 으로 보고 있다(Flexner & 

Fitzpatrick 1996:255). 

  그러나 동시에 1910년과 1915년 사이를 두고 스 와 피츠패트릭은 이 시

기를 “각성과 혼란, 지속되는 마비상태가 공존하는 모순 인 혼란의 시기

(Flexner & Fitzpatrick 1996:255)”라고 평가한다. 이들은 당시 여성 참정권이 주 

단 에서 승리들을 거두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당시 정당 정치권 내에서 여성 

참정권이 실제로는 요한 정치  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을 언 한다. 

1912년에 진보당(Progressive Party)은 선 후보 던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32) 

뒤에서 선을 비하면서 여성 참정권 의제를 정당의 주요한 목표로 새롭게 

32) 미국의 제26  통령. 공화당 출신으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재임하 다. 1912년과 

1916년 사이에는 진보당에서 정치활동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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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 와 피츠패트릭은 단순히 이것만을 가지고 여

성 참정권이 정치 으로 요한 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는 당시 정치인들이 총 6개 주에서 거의 백만 명에 가까운 여성 유권

자들이 있음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루즈벨트가 여성 참정권을 옹호하는 것이 

실제로 많은 표를 가져다  것인지, 는 정당에서 여성 참정권을 지지하지 않

는 경우에 이것이 실질 으로 많은 표를 잃게 만들 것인지에 해서는 회의

이었기 때문이다(Flexner & Fitzpatrick 1996:255).

  여성 참정권 운동이 실질 으로 1910년과 1915년 사이에 정치권에 의해 국

인 정치 쟁 으로 다루어졌는지는 단정 지어 말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시

기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새로운 지도자들의 등장은 분명 여성 참정권 운동의 마

지막 투쟁을 더욱 막바지로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 진 에 새로이 등장한 인물은 국 참정권 운동에 가담했던 경험

이 있는 앨리스 폴(Alice Paul)로, 그녀는 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 경험이 미국

의 경우에도 효과 일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새로운 략

들을 개해 나갔다. 스 와 피츠패트릭은 이 까지 여성 참정권 운동이 

요한 정치  쟁 으로 다 지지 못하던 시기를 극복하고, “모순 인 혼란의 시

기”를 타개한 인물로 폴을 지목한다(Flexner & Fitzpatrick 1996:255). 

  폴은 기에 NAWSA 내부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이끌었으나, 1913년 따로 

분리되어 나온 뒤 친구인 루시 번스(Lucy Burns)와 함께 연방 입법 추진 연합

(Congressional Union, 이하 CU)을 설립하 다(에번스, 1998:267). 이들은 국의 

과격한 참정권 운동의 경험에서 얻은 군사 략을 활용하여 격렬한 운동 방식

을 통해 여성 참정권 운동을 개해 나갔다. 그리고 CU의 후신인 국 여성당

(National Woman’s Party, 이하 NWP)은 참정권 운동 진  안에서 지속 으로 

진 인 노선을 이어 나갔다. 

  이 시기 진 인 여성 참정권 운동의 향으로, 1912년과 1913년에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한 진 인 은 여성들이 거 등장하 다. 이

들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성  평등과 자기표 의 이름으로 기존의 습을 경멸

하고 이에 항하면서 투쟁 인 행동에 더욱 깊은 심을 보 다(에번스, 

1998:268-269). 

  한편, NAWSA는 CU와 NWP의 진주의  참정권 운동과는 조 으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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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운동 방식에 있어서 상 으로 온건하고 합리 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NAWSA는 1915년 이후 캐리 채 먼 캣(Carrie Chapman Catt)의 지도 아래 여성 

참정권의 승리를 해 다양한 략을 취하면서 각 주 단 를 공략하고 있었다. 

캣이 NAWSA의 의장직을 맡으면서 1915년에 10만 명 정도이던 회원수는 1917

년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 고, NAWSA는 소  ‘참정권 소란’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택하고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슨(Thomas Woodrow Wilson) 통령33)에

게 압박을 가했다(에번스, 1997:313). 그 결과 1916년에 이르러 여성 참정권은 

분명히 국 인 정치 쟁 으로 부상하 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당 회

는 여성의 요구들로 가득 찼다. 이어 1916년 9월에 슨 통령은 NAWSA의 

회장에 직  나와 여성 참정권에 한 지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런 와 에 미국 정부는 제1차 세계 에 참 하기로 선언했고, 미국의 참

으로 인해 여성 참정권 운동 진 은 불가피한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사실 미

국의 참  까지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여성의 특질을 평화와 연  지으면

서 여성이 남성과 달리 본질 으로 도덕 이며 순수하다는 주장을 통해 여성이 

기존 유권자 집단에 가져올 변화에 해 역설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쟁으로 

상징되는 남성  요소가 괴 이며 가혹하고 이기 인 것으로서 여성의 자질

과 비되는 것이라는 논리로 이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정  변화를 가져올 여성 참정권을 옹호해 왔다.

  그러나 일단 미국이 참 하게 되자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이러한 평화주의

 원칙에 한 수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NAWSA는 쟁에 반 하는 

신 쟁을 지지하고, 동시에 참정권을 꾸 히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제1차 세계 을 자본주의 국가 사이에 벌어진 불필요한 쟁으로 악한 사

회주의자들과 진주의자들은 쟁에 반 하고 평화주의 단체에 합류하는 행보

를 보이기도 했다(에번스, 1998:273).

  결과 으로는 짧지만 인 미국의 제1차 세계  참 에 한 여성의 

지지가 에 띄게 나타나면서 쟁을 지지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이 보다 더

욱 혜택을 입게 되었다. 많은 여성들이 쟁 덕분에 노동자로서 일하게 되었고, 

이들의 노동에 일종의 애국이라는 이름이 부여되면서 여성들도 나라를 해 일

33) 미국의 제28  통령. 민주당 출신이며 1913년부터 1921년까지 재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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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민이라는 인식이 확 되었다(에번스, 1998:274). 이러한 인식의 확 는 

결국 1917년 노스다코타(North Dakota)주, 오하이오(Ohio)주, 인디애나(Indiana)주,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주, 네 래스카(Nebraska)주, 그리고 미시간(Michigan)

주에서 잠재 인 여성 유권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1918년에는 슨 

통령이 공식 으로 여성 참정권을 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에번

스, 1997:314). 이후 1920년 8월 26일에 연방 수정헌법 제19조를 36개 주가 비

함으로써 여성 참정권은 미국 헌법에 따라 모든 여성들에게 보편 으로 보장되

었다.

2)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참정권 

  사실상 1896년 이후라고 볼 수 있지만, 1900년 에 들어선 여성 참정권 운동

은 1910년까지 당시 공존했던 다른 운동의 조류와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개되고 있었다. 1890년  말 인민주의(Populist) 운동은 여러 쟁 들에서 페미니

스트들과 거의 흡사하 는데, 도덕 이고 정치 인 개  운동이라는 에서 페

미니스트들의 활동에 큰 향을 주었다. 그러나 1890년  말, 인민주의 조류가 

쇠퇴함에 따라 페미니스트 입법 활동도 일시정지 상태가 되었다(에번스, 

1997:75).

  동시에 20세기로 진입하면서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이제 여성 참정권이 좀 

더 극 으로 사회 반에서 요구되도록 여성 참정권 운동의 토 를 다질 필

요를 느 다. 이러한 목표를 해서는 여성 참정권에의 의명분을 강화할 수 

있는 성공 인 정치 사회 개 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게다가 이 까지 여성 

참정권 운동이 가진 이미지는 좀 더 범 하고 강력한 지지 세력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는 한 원인이기도 했다. 

  1890년 에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 참정권 운동 반 세력은 주로 부유하고 좋

은 교육을 받은, 직업을 가지고 자선단체와 클럽에 참여하며 개 활동에 활발한 

여성들을 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여성 참정권이 통 인 성역할과 사회

 조직들에 한 통 인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라 보았다(Woloch, 1996:217). 

이들 여성 참정권 반  운동가들은 여성과 남성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

을 하며, 각각 분리된 역에서 고유한 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하 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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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고유한 역에서 여성은 가정에 속하며, 모성(maternity)과 가정성

(domesticity)에 의해 여성의 역할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 기 때문에 여성 참

정권 운동 반  진 에게 있어서 여성 참정권은 남성의 역으로 진입하는 것

을 의미했고, 기존의 안정 인 체제가 무 지는 것을 뜻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의 이미지는 “사회의 가장 기본  단 인 가정(Woloch, 

1996:217)”을 하고, 기존 체제에 도 하는 운동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앞서 조지형은 1900년에서 1910년 사이를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이미지를 쇄신

했던 기간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조지형의 평가를 바탕으로 볼 때, 이 시

기 동안 여성 참정권 운동 진 이 쇄신하고자 했던 이미지는 바로 이고 

도 인 이미지, 통 인 가정과 가족을 하는 반 통 인 이미지 다. 이

러한 이미지는 1900년 이 까지만 해도 여성 참정권 운동이 추구했던 가치를 

반 하는 것으로, 기 여성 참정권 운동의 입장은 무척 진 이었다. 기 여

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가족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직 으로 국가와 계를 맺으려고 시도했다는 역사학자 엘  드

부아(Ellen Dubois)의 지 은 진 인 여성 참정권 운동의 기 입장을 잘 설명

한다(Woloch, 1996:207). 기의 여성 참정권은 개인으로서 여성의 권리로 인식

되었고, 여성이 결혼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독립 으로 국가와 직 인 

계를 맺는 도구이자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890년 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여성 참정권 반 운동 진 의 비 은 

당시 NAWSA가 처한 상황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새로운 돌 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공해 주었다. 당시 NAWSA는 통합 이후에도 여 히 내부 

분열에 시달리고, 통합 이후에도 NAWSA의 회원수는 좀처럼 두드러지게 증가

하지 않았다. 게다가 1890년  말 쇠퇴한 인민주의의 향, 남부를 심으로 

 더 제한 으로 부여되던 참정권의 향으로 인해 여성 참정권 운동의 획기

인 방향 환이 더욱 실했다.

  한편, 여성의 도덕  우월성은 이 부터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내세웠던 주

장으로, 여성의 도덕성은 남성 유권자들이 만든 부패를 청산하는데 이바지할 것

이라는 식으로 자주 옹호되었다. 여성의 도덕성을 강조하던 여성 참정권 운동가

들은 여성이 남성과 달리 도덕 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을 처음엔 받아들이기 주

했으나, 19세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주장들은 훨씬 더 빈번히 등장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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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이 겪었던 부침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들이 19

세기 말에 훨씬 더 빈번했던 것이 우연은 아니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의 기 

때마다 여성의 도덕  우월성이라는 주장은 좀 더 인 호소력을 지녔던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 여성 참정권 운동은 분명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기 

때문에 기본권으로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념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

나 이러한 기의 입장은 차 변화하기 시작했고, 19세기 말부터는 차 빈번

하게 여성의 도덕  우월성에 한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00년

에 들어서면서부터 여성 참정권 운동은 기 입장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

기 시작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은 1900년 이후, 과거 여성의 남성과 ‘동등한’ 권리 는 ‘정

의’로서 참정권을 강조하던 것에서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을 바탕으로 유

권자로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이 에 해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 참정권 운동 반 진 에 의해 제기된 질문에 한 답이기도 했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이제 여성 유권자가 가정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괴자가 

아니라 보호자이며, 참정권은 공 역에의 침범이 아니라 “모성의 완성

(Woloch, 1996:219)”이라는 논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성이 본성

으로 국가의 새로운 사회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합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여성의 도덕성이 기존 남성 유권자들이 만들어 놓은 부패를 청산하는 데 이바

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에번스, 1998:249).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더 이상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할 권리로서 참정권

을 주장하지 않고, 이제 여성들의 남성들과 다른 ‘차이’에 기반한 참정권을 주

장하 다. 이는 국가의 책무를 어머니의 책무로 비유하거나, “공  역에서 어

머니의 부재가 이러한 어머니 같은 국가 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한 여성 목

사의 주장에서도 드러난다(에번스, 1998:249). 기에 ‘개인으로서 여성의 참정

권’을 추구했던 것이 이제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참정권’ 추구로 이동

하 다. 

  이는 기존에 통 으로 여성의 역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한 가치 이 

여성 참정권 운동에 반 된 결과 다. 여성 참정권 운동은 여성의 지 에 있어

서의 격한 변화를 포기하는 신 여성 인 특질을 강조한 여성 참정권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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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통합된 여성 참정권 운동 단체인 NAWSA가 1900년 이

후 소규모 클럽을 심으로 경제 으로 부유하거나 사회 으로 명망 있는 계층

의 여성들이 가입하도록 유도하면서, 여성 참정권 운동은 이제 “자연권을 강조하

는 소수의 진운동에서 보수  운동으로 변모하 다(조지형, 1996:405)”.

  이를 종합하여 보면, 1900년 에 들어선 여성 참정권 운동은 기존의 평등과 

정의의 수사학을 버리고, 차이의 수사학으로 환하 다고 평가될 수 있다. 가

정과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를 하는 존재로 그려졌던 여성 참정권 운

동이 이제는 이러한 통  가치의 수호자로 자처하고 나섬에 따라 여성 참정

권 운동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부정  이미지는 분명 새롭게 변모한 것으로 보

인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단순히 여성이 남성과 다른 차이를 강조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이러한 차이를 가족의 통  역 내 여성의 역할과 

연결하 다. 그 결과 여성의 참정권은 ‘모성의 완성으로서 참정권’이었다. 여성

의 결혼지 를 제로 하는 젠더화된 참정권으로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

의 참정권’이 추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참정권 이념을 바탕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은 차 지지기반을 확 하고 극 인 운동을 펼쳐나갔다.

  하지만 이 시기 여성 참정권 운동이 극 으로 이미지를 쇄신하는 동시에 

조직을 확 하고 재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조지형, 1996:405), 그 와 에 의회에

서 통과되었던 1907년 국 이탈법이 여성 참정권 운동진 , 더 크게는 여권운동 

진 으로부터 별다른 문제제기를 받지 않았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보다 훨씬 이 인 1855년 귀화법이 통과되었을 때도 결혼과 동시에 외국 출

생의 여성들이 미국 시민이 되는 원칙에 한 반발이나 논쟁은 거의 없었다

(Sapiro, 1984:10; Bredbenner, 1998:15). 

  다만 1855년 귀화법이 통과되었던 시기  상황을 통해 귀화법 통과 당시 조

용했던 여권운동 진 의 분 기를 짐작해 볼 수는 있다. 1855년은 이제 막 여권

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 던 동시에 이 당시 여권운동의 은 주로 결혼 

내 여성의 경제  권리에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  권리를 직 으로 

할하는 법이 아니었던 귀화법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07년에 여성의 정치  권리를 한 운동이 한창 번성 에 있었다

는 콧의 평가를 참고로 할 때(Cott, 2000:144), 당시 1907년 국 이탈법에 한 

반발이나 논쟁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1907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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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법이 통과되기 , 이 법안에 한 여권운동 진 이나 여성 참정권 운동 진

으로부터 항이 없었던 이유는 도 체 무엇이었나. 

  단서는 우선 1855년 귀화법과 1907년 국 이탈법을 연구한 드베 에게서 

찾을 수 있다. 드베 에 따르면 1907년 법안이 통과되기 까지 여권운동의 

지도자들은 1855년 귀화법을 자신들의 심사 밖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Bredbenner, 1998:16). 1855년 귀화법은 국의 습법 정책을 그 로 옮겨온 형

태로서, 결혼한 여성의 지 를 남편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는 ‘아내의 지

(coverture)’ 원칙을 확인하 다. 이때, 이 법의 용 상이 미국 태생의 여성들이 

아니라 외국 태생의 백인 여성들34)이었기 때문에, 당시 미국 여권 운동 진 으

로부터 큰 심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당시 미국에는 여 히 노 제도가 존재하고 있던 상황에서 법 으로 결혼제

도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비-백인에게는 법 으로 부여되지 않는 시민  권리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모두 백인

이었다는 , 이들이 미국 귀화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여 히 미국 여

성들보다 더 나을 것 없는 ‘아내의 지 ’를 부여받는다는 35), 그리고 ‘아내의 

지 ’가 당시로서 부당하지만 습 인 것으로 수용되고 있었던 은 1855년 귀

화법에 큰 반발이 없었던 사실을 일부 설명해 다. 그리고 무엇보다 1855년 귀

화법이 직 으로 미국 여성의 지 에 해서는 언 하고 있지 않다는 이 

이 법이 통과될 당시 여권운동 진 으로부터 별다른 심을 받지 못한 이유로 

풀이된다. 

  한편, 1907년 국 이탈법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미국 시민인 여성의 국 을 

박탈하는 명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여권운동  

34) 1855년 귀화법이 명시하는 귀화 가능한 상은 백인을 의미하는데, 1855년은 여 히 노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던 시기이자, 합법 으로 귀화 가능한 상은 백인이 유일했다

((Bredbenner, 1998). 따라서 귀화법에서 “ 재 는 앞으로 미국 시민과 결혼하는 여성은, 

합법 으로 귀화할 수 있는 여성은 구라도 시민으로서 간주 된다(U.S. Statutes at Large 

10:604).”고 언 하고 있는 부분은 ‘백인’ 여성을 의미한다.

35) 1855년 귀화법에 의해 미국 시민인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부여받았던 ‘아내

의 지 ’는 공민권(civil rights)에만 제한되었다. 이 게 ‘시민’으로 귀화한 외국인 여성들

의 국 은 인정되었지만 시민으로서 이 여성들의 지 는 언제나 정치권이 부재한 공민

권을 의미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외국인 아내들에게는 미망인의 남편의 재산에 한 상

속권이 인정되지 않았다(Augustine-Adams, 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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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참정권 운동 진 으로부터의 반발은 여 히 에 띄지 않았다. 왜 그랬을

까. 당시 1907년 국 이탈법을 고안하고 지지했던 옹호자들에게 있어서 여성이 

어차피 보편 인 정치  권리인 참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시민권 박탈은 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Cott, 2000:144), 여성의 시민권이 남

편에 따라 결정되는 생  원칙에 한 반발이 상보다 었던 이유는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의 변화와 련이 있다고 추측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00년 이후 여성 참정권 운동 진 이 새로운 이미지를 

꾀하면서 취한 입장은 여성의 참정권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 ‘정의’로서 권리라

기보다는 여성만이 갖는 ‘차이’들에 한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었다. 여성 참정

권 운동가들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이 갖는 특질들을 강조하면서 여성 참

정권을 옹호하 다. 

  이러한 여성 참정권 운동의 이념  변화는 당시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략  

선택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세기 말부터 1910년 이 까지 여성 참정권 운

동은 분열과 정체의 시기를 겪었다. 한 여성 참정권을 반 하는 강력한 집단

의 등장으로 인해 여성 참정권이 마치 사회의 기존 질서를 하는 반 통

인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진 은 기존의 이

고 반 통 인 이미지를 버릴 필요가 있었다. 운동의 지지기반을 확 하고, 토

를 다지기 해서는 략 으로 여성 참정권의 이념  변화가 필요했다. 

  그 결과 여성 참정권은 여성 참정권 반  운동가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논리

로서 사  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략 으로 차용하는 여성 참정권 이념을 

제시했다. 기존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역할을 부정하고, 통 인 가부

장  가치들에 도 하는 진  운동 방식은  지지를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했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 참정권 운동진 은 여성의 정치  권리의 획득이

라는 목표를 해 불가피하게 여성의 결혼지 , ‘아내의 지 ’를 수용하는 쪽으

로 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시 략 으로 ‘아내의 지 ’를 수용했던 여성 참정권 운동 진 으

로서는 1907년 국 이탈법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 오히려 여성 참정권 획득에 

해가 될 것으로 보았을 수도 있다. 1907년 국 이탈법이 ‘아내의 지 (coverture)’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여성 참정권 운동 진 이 이 법에 항한

다면 그것은 결국 여성 참정권 운동 진 이 스스로에게 항하는 셈이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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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참정권 운동 진 의 입장에서는 국제결혼을 하는 일부 여성의 참정권을 희

생하여 미국 여성 체의 참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어쩌면 략 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

  요약하면, 1900년 이후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되었던 1920년까지 개된 미

국 여성 참정권 운동은 가부장  결혼이 여성에게 부여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는 참정권을 주장하 다. 이는 곧 ‘아내의 지 ’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여성의 참정권의 강조로 나타났다. 여성 참정권은 “공화주의  

모성(republican motherhood)(Kerber, 1995:25)”을 체화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

성의 참정권’이었다. 따라서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여성의 정치  권리

로서 참정권에는 집 했던 반면, 여성의 종속 인 결혼지 에는 문제를 제기하

지 않았다. 이는 어쩔 수 없는 략  선택으로서,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운동으로 확 되기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 결과 1907년 국 이탈법

이 통과되었을 때 여성 참정권 운동 진 에서는 실질 인 반발이 없었다. 즉, 

20세기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은 여 히 ‘울스턴크래 트의 딜 마’에 갇  

있었던 것이다. 

  이런 에서 당시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은 이미지의 쇄신기가 아니라 실제

로는 ‘침체기’에 놓여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성 참정권 운동

은 여성의 결혼지 를 바탕으로 한 여성 참정권을 요구함으로써 여성 참정권 

운동의 이미지를 쇄신한 것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략  선택이기는 했지

만, 결과 으로는 통 인 여성의 역할 속에 정체되는 참정권 이념을 선택했

다. 다시 말해,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요구한 여성 참정권은 젠더화된 

참정권이었다.

2.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서 맥켄지 사례의 의의 

1) 여성 시민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07년 국 이탈법이 통과되기 에 이 다 할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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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법안의 통과 후에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

다. 1907년 국 이탈법 통과 후 외국인 남편을 둔 여성을 상으로 한 정부의 

처벌 인 정책들이 제시되면서 이에 충격을 받은 여권 운동가들은 이러한 정책

이 여성을 향한 부당한 정치  공격이라고 선언하 다(Bredbenner, 1998:16). 

  그러나 이 당시의 반발은 정확히 1907년 국 이탈법에 한 것이라기보다는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해 국 을 박탈당한 여성들에게 용되는 개별 인 정

부 정책들에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을 박탈

당한 여성은 특정한 직업군(특히 교사와 같은 여성 문직)에서 제외되거나 이

러한 직업군으로의 근성이 제한될 수 있었고, 많은 공공보조 로그램에서 제

외되었다(Bredbenner, 1998:16).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외국인의 지 를 부여받

은 이들 여성의 재산을 몰수하자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당시 외국인과 결혼하

여 국 을 박탈당한 미국 여성들은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직업과 재산에의 

권리를 완 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 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이 여

성들은 반발했지만, 이들의 반발은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국  박탈의 원칙 그 

자체를 향한 것보다도 외국인 일반에게 가해지는 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향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서 맥 지 사례의 첫 번째 의의를 평

가하기 해서는 우선 1907년 국 이탈법의 통과 이후 1913년 맥 지의 헌소

송이 있기까지 에 띄는 반발이나 항이 없었다는 을 지 해야 할 것이다. 

소송이라는 방식을 통해 1907년 국 이탈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여성은 맥

지가 유일하다. 그 기 때문에 맥 지가 헌소송을 제기한 1913년 이 까지 

1907년 국 이탈법에 한 여권운동 진 으로부터의 실질 인 도 이나 항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하다.

  상황은 1913년 맥 지가 1907년 국 이탈법을 상으로 헌소송을 제기하면

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당시 캘리포니아의 샌 란시스코 지역에서 맥 지는 

좋은 교육을 받은 부유하고 명한 여류인사로 알려져 있었다. 한 그녀는 여

성 참정권 연맹 클럽(Club Women’s Franchise League)의 회원으로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여성들의 유권자 등록 운동에 극 으로 참여했던 여성 참정권 운동가

다(Bredbenner, 1998:65). 이런 그녀가 1907년 국 이탈법을 상으로 헌소송

을 제기하자 지역 언론은 심을 보이며 그녀의 사례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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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틀랜드계 테 의 아내,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상실한 투표권 회복하려 노력36)” 

등의 제목으로 맥 지의 사례를 보도하기 시작한 지역 언론은 처음엔 맥 지의 

사연에 동정 인 태도를 보이며 충실하게 그녀의 법  투쟁을 보도했다

(Bredbenner, 1998:68). 

  그러나 언론은 차 맥 지의 투쟁을 1911년 이후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부여

하는 참정권을 갖지 못한 것을 부당하게 여기는 여류인사가 자신의 권리를 되

찾기 해 제기한 값비싼 소송쯤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외

국인과 결혼하여 시민권을 박탈당한  다른 여류인사들의 사연이 맥 지의 사

례와 함께 언론에 다 지면서 더욱 분명해졌다(Bredbenner, 1998:69). 그러나 맥

지의 헌소송은 단순히 참정권을 되찾기 한 여류인사의 스캔들 이상으로, 

1907년 국 이탈법에 나타난 여성의 시민권의 생  원칙 즉, 여성의 시민권이 

결혼을 통해 남성으로부터 생 으로 부여된다는 원칙에 도 하는 것이었다. 

  본질을 비껴나간 지역 언론의 보도는 맥 지 사례의 이 참정권에만 맞춰

지도록 하는 효과를 낳았으나, 지역 언론을 통해 소개된 그녀의 사례는 여권운

동 진 으로 하여  실제 인 행동을 취하도록 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스 와 피츠패트릭은 1912년경에 여성 참정권이 국 인 정치  쟁 으로 

부상하지는 않았다고 지 한 바 있다(Flexner & Fitzpatrick, 1996). 그러나 맥 지

의 헌소송이 보도된 1913년에 여권 운동가들이 미국 시민의 독립 인 국 을 

보장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시하기 해 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당

시 맥 지의 헌소송이 여권 운동 진 에 던진 자극이 분명 있었음을 보여

다. 독립 인 국 을 요구하는 이들의 조직 인 움직임은 이후 1922년에 이르기

까지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속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부분의 제안서는 

원회 단계에서 좌 되었다(Bredbenner, 1998:68).

  이 시기 독립 인 국 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했던 여권 운동가들의 움직임

은 당시 여성의 시민권이 국 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 다. 맥 지는 헌

소송을 통해 여성 참정권을 요구했지만, 맥 지의 헌소송에 자극받았던 여권 

운동가들은 여성의 독립 인 ‘국 ’을 요구했다. 당시 여권 운동가들은 독립

인 ‘국 ’ 그 자체 즉, 외국인과 결혼함으로써 변경되지 않는 미국인이라는 법

36) 샌 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 1915년 4월 7일 기사(Bredbenner, 1998:68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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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와 권리를 요구했다. 당시 여권 운동가들에게 여성의 시민권은 ‘국 ’ 

그 자체로 해석되었던 것이다. 

  당시 독립 인 국 을 요구한 여권 운동가들은 왜 여성의 시민  권리로서 

참정권을 요구하지 않았나. 이것은 아마도 당시 여성의 참정권이 보편 으로 주

어지는 시민의 권리가 아니라 일부 주에서만 보장하는, 때론 조건부로 제한 으

로 보장하는 권리 다는 사실과 련이 있을 것이다. 즉, 구에게나 보편 으

로 주어지는 권리로서 여성 참정권이 아닌 이상 참정권을 상실했다는 사실은 

당연한 권리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주어졌던 일종의 ‘특권’을 상실한 것

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당시 여권운동 진 이 맥 지의 헌소송으로부터 일종의 

자극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여성의 보편 인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맥 지의 소송을 온 히 참정권을 포함하는 시민권에 

한 요구로 수용하기보다는 이를 참정권과 분리하여 좀 더 온건하게 국 이라

는 쟁 으로만 연결시켰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당시 여성의 독립 인 국 을 요구했던 여권 운동가들의 

움직임을 여성 참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여성의 시민권에 한 요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당시 여권 운동가들은 여성의 결혼지 에 따라 국 이 박탈

되거나 부여되는 원칙이 ‘아내의 지 ’ 원칙에 근거하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문

제의식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여성의 시민권을 ‘국 ’으로 해석하고, 

결혼으로부터 독립 인 ‘국 ’을 요구했다. 비록 맥 지의 헌소송에 자극은 

받았지만, 이들은 여성의 시민  권리의 핵심으로서 참정권을 요구하지는 않았

다. 1913년 당시 여성의 참정권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가 아니라 일부 지역, 

일부 여성들에게 부여된 일종의 특권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여권운동 

진 은 맥 지의 주장을 온 하게 포섭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 마침내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를 통해 여성들에게 보편  권리로서 

참정권이 보장된 이후에야 1907년 국 이탈법에 한 부당성이 제기되었다. 맥

지의 헌소송에 한 1915년 연방 법원의 결이 뒤늦게 여권단체들을 자

극하 던 것이다(Volpp, 2011:72). 그동안 실질 으로 강력한 항 없이 응해

왔던 여권진 은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된 이후에야 본격 으로 결혼

을 통해 여성의 시민권이 남성으로부터 생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는 1855

년 귀화법과 1907년 국 이탈법의 조항들에 도 하 다. 



20세기  미국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과 결혼지

- 68 -

  1907년 국 이탈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당시에는 여성이 어차피 보편 인 

정치  권리인 참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 박탈로 인한 여성의 

시민권 박탈이 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1920년 이

후 개인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 여성들은 더 이상 남편에 의해 표되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고, 참정권은 모든 여성들에게 주어진 시민권의 핵심이었

다. 여성 참정권은 이제 더 이상 일부 주에서만 보장되는 특수한 권리가 아니라 

구에게나 보편 으로 주어지는 정치  권리 다. 정치  권리로서 참정권이 

모든 여성에게 보장되는 보편  권리가 된 이상 여성 유권자들은 결혼을 통해 

자신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에 항의하기 시작하 다. 

  한편, 1920년이 되어서야 맥 지 사례가 여권운동 진 을 자극하 다는 사실

은 이 까지는 참정권이 여성의 시민권의 핵심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맥 지가 헌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여성 참정권은 모든 여성에게 이미 

주어진 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에게 조차도 맥

지의 주장은 강한 설득력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맥 지가 여성의 시

민권의 핵심으로 참정권을 주장했던 때, 많은 이들이 여 히 참정권을 여성의 

시민권의 핵심으로 보지 못하 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수정헌법 제19조의 통과되고 모든 여성에게 보편  시민  권리

로서 참정권이 보장되자 여성들은 유권자로서 사고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비로소 결혼을 통한 여성의 시민권 박탈이 부당하며, 이러한 시민권의 핵

심에 참정권이 있다는 극 인 인식이 가능해졌다. 

  이제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시민권 박탈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NWP

와 NAWSA 심의 여권 운동가들은 1920년부터 지속 으로 의회를 상 로 

극 으로 1907년 국 이탈법의 개정안에 한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Nicolosi, 

2001:15). 1920년에 NAWSA가 여성 유권자 연맹(League of Women Voters, 이하 

LWV)으로 재조직 되었을 때, 1907년 국 이탈법 개정안은 LWV의 주요 아젠다 

 하나 다(Ritter, 2006:84). 여성 유권자 조직들의 2년간의 집 인 로비와 강

력한 투쟁의 결과 1922년에 1907년 국 이탈법의 개정안 <결혼한 여성의 독립

인 시민권법(Married Women’s Independent Citizenship Act)>37)이 의회를 통과하

37) 1907년 국 이탈법의 개정안으로, <결혼한 여성의 독립 인 시민권법(Married Women’s 

Independent Citizenship Act)>으로 불리지만, 당시 이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존 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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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개정안은 미국 여성이 단순히 외국인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지 를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하고, 명백한 시민권 포기 의사가 있을 때에만 

시민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하 다. 한 미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자동 으로 귀화 시민권을 부여하는 1855년 귀화법의 원칙을 삭제하고, 신 이 

여성들에게는 간소화된 차를 통한 귀화의 기회를 제공하 다. 이로써 1922년

에 통과된 1907년 국 이탈법의 개정안은 여성의 생  시민권 조항을 삭제하

고, 결혼 계로부터 독립 인 여성의 시민권을 선언하 다(Sapiro, 1984:11; Cott, 

1998:6; Nicolosi, 2001:16). 

  정리하면, 1913년에 제기되어 1915년에 끝난 맥 지의 헌소송은 비록 패한 

소송이었지만, 이후 여성 참정권 운동의 과정에 상당한 향을 미쳤다. 맥 지 

사례는 시민  권리의 핵심으로서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던 헌소송이자 여성 

참정권 운동의 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맥 지의 참정권 요구 방식의 바탕에는 당시 주류라고 여겨지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의 주장과는 차별화되는 이 있었다.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

가들은 여성 참정권의 바탕을 남성과 다른 여성만의 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

한 여성의 차이를 아내이자 어머니가 갖는 차이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개하고 있었다. 개인으로서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했던 기 여성 참정권 운동

과는 조 이었다. 후반기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은 여성을 개인이 아닌 아내

이자 어머니인 유권자로 환원시켰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기되었던 맥 지의 헌소송은 당시의 참정권 운동가들의 

주된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내이자 어머니이기보다는 ‘개인’

으로서 국가와 계를 맺길 원했던 맥 지의 핵심 주장을 바탕으로 볼 때, 맥

지는 오히려 기 참정권 운동가들과 유사한 참정권 이념을 가지고 있던 참정

권 운동가 다. 맥 지는 당시 주류 여성 참정권 운동의 략 인 방어  

을 거부하고, 홀로 법  투쟁이라는 방식으로 개인으로서 시민에 한 인정과 

권리를 요구했다. 

  맥 지의 법  투쟁은 그녀의 헌소송에 자극받은 여권운동 진 이 지속

(John Cable) 의원의 이름을 따서 흔히 ‘ 이블법(Cable Act)’으로 불리기도 한다(Cott, 

1998: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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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성의 독립 인 국 을 요구하는 운동을 개해 나가는 자극제가 되었다. 

당시 여권운동에서도 드러나듯이 1920년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되어 여성의 

참정권이 보편 으로 보장되기 까지 여성의 시민권은 국 으로 이해되고 있

었다. 그러나 맥 지는 1913년에 이미 여성의 시민권의 핵심으로 참정권을 요구

했다. 이후 여성 참정권이 보편 인 시민  권리가 되자, 맥 지의 법  투쟁은 

뒤늦게 여성 참정권 운동진 을 자극했다. 맥 지 사례는 여성 시민권에 한 

인식이 환되는 계기 다. 여성의 시민권은 단순히 국 이 아니라 참정권을 핵

심으로 하는 시민  권리 다. 

 

2) 비가시화된 여성들의 경험을 결집하는 계기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서 맥 지 사례가 갖는 두 번째 의의는 맥 지의 법  

투쟁이 단순히 개인의 투쟁이나 항이 아니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처음에

는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제기되었으나 이후 항소심인 미국 연방 법원(U.S. 

Supreme Court)까지 올라간 맥 지의 헌소송은 캘리포니아 주의 여류인사이자 

참정권 운동가인 미국 여성이 홀로 국가와 정부를 상 로 자신의 시민  지

와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법  투쟁이라는 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

다. 당시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한 

수많은 미국 여성들이 있었지만, 이 법에 실제 정면으로 도 했던 여성은 맥

지가 유일했다. 

  그러나 맥 지만이 이 법의 부당성을 인식한 유일한 여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907년 국 이탈법이 통과되었을 당시 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결혼

이 매우 증가하고 있었다(Ritter, 2006; Volpp, 2011). 비록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 법이 통과된 이후로 결혼으로 인해 시민권을 박탈당한 미국 여성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시민

권을 박탈당한 미국 여성들의 사례가 일부 발견된다.

  당시 맥 지의 헌소송을 보도했던 캘리포니아 주의 지역 신문은 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한 다른 여류 인사들의 사례도 함께 보도했다

(Bredbenner, 1998:69). 당시 이 신문은 맥 지 사례를 다루면서 동시에 세 명의 

상류층 여성들38)의 사진을 함께 실었는데39), 이들은 모두 1907년 국 이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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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외국인과 결혼하 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한 백인 여성들이었

다. 이 외에도 아시아계 남성들과 결혼한 여성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당시 그 수

가 증가하고 있던 국인, 일본인 는 한국인 이주 남성들40)과 결혼한 백인 여

성들이었다(Nicolosi, 2001). 

  그러나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의 경험은 체로 비가시화 되어 있었으

며, 비가시화 된 여성들의 경험들도 여성들의 인종, 계 , 교육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앞서 언 한 백인 여성들의 경험은 비록 지역 신문을 통해 

들에게 소개되거나, 자신이 직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는 경우41)를 통해 

들에게 소개되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가시화된 여성들의 경험은 소수에 불과

했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시민권이 박탈당한 여성들의 경험은 특히 스스로가 

아시아계 미국 여성이거나, 백인 여성이어도 아시아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에 더

욱 비가시화 되었다. 아시아인 남성과 결혼하여 시민권을 박탈당한 여성의 경험

은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되거나42)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수 없는 

38) 이들은 반 에크 남작부인(Baroness Van Eck), 본 폴 스타인 백작부인(Countess von 

Faulkenstein), 그리고 본 린  남작부인(Baroness von Brincken)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형 인 미국이 상속녀의 이미지를 풍기는 여류인사들이었다(Bredbenner, 1998:69).

39) 샌 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샌 란시스코 여성들 법원의 결에 타

격을 받다”) 1915년 12월 7일 기사(Bredbenner, 1998:69에서 재인용).

40) 당시 미국으로 유입된 이주자들 역시 압도 으로 남성이 많았는데, 이주가 증가함에 따

라 미국 내 남성 이주 노동자들의 수도 격히 증가하 다. 그 결과 미국 내 이주자들의 

인구구성은 성비 측면에서 매우 불균형하 다. 체 이주자 인구에서 여성의 비율은 

히 낮았고, 남성의 비율이 비정상 으로 높았다. 한 로, 1906년까지 체 국 이주

자 인구  여성의 비율은 5퍼센트를 넘지 않았고 압도 으로 많은 수가 남성이었다

(Takaki, 1990. Koshy, 2004:8에서 재인용).

41) 국인 남성과 결혼한 백인 여성 엠마 (Emma Fong)은 당시 스탠포드 학을 나온 여

성으로서 같은 학에서 만난 월터 (Walter Ngong Fong)과 1897년 6월 19일에 결혼식

을 올렸다. 이후 첫 번째 남편인 월터 이 사망하자, 남편의 친구 던 일본인 남성 요

시 쿠노(Yoshi Kuno)와 재혼하 다. 그녀는 당시로선 드물게 학교육을 받은 지 인 여

성이었는데,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뒤 1922년 5월 24일에서 6월 14일까지 샌 란시스코

불리탄(San Francisco Bulletin)에 자신과 남편의 결혼에 한 에세이를 연재하 다. 당시 

그녀가 연재했던 에세이의 제목은 “나의 동양인 남편들(My Oriental Husbands: The Story 

of a San Francisco girl, who married a Chinese graduate of Stanford University, and a year 

after his death became the wife of his lifelong friend, a Japanese instructor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y Emma Fong Kuno)”로, 백인인 미국 여성으로 두 명의 아시아인 남성들

과 결혼한 경험이 주된 내용이었다(Reis(ed), 2001).

42) 엠마 이 샌 란시스코불리탄에 연재한 의 일부에 따르면, 당시 아시아인 남성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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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화 된 치에 놓인 경우43)가 부분이었다.

  부유하고, 좋은 교육을 받은 백인 여성이자 페미니스트 여성 참정권 운동가

던 맥 지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했지만 상 으로 더욱 취약한 치에 있었던 

다른 여성들에 비해 더 나은 경제 ⋅정치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이 형 인 산층 여성의 운동이었다는 을 보아도 맥 지의 계

성은 뚜렷해진다. 게다가 남편인 고든 맥 지가 당시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

도 이름이 알려진 오페라 가수 다는 도 맥 지가 지역 언론에 의해 사회 유

명인사로 다루어졌던 배경을 설명해 다. 맥 지는 미국 사회의 인종  계 구

조 내에서 백인이라는 지배  인종이자 산층의 계  특권을 지닌 여성이었다. 

  1907년 국 이탈법에 따르면, 결혼 계가 종료된 후 다시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여성은 귀화 신청을 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때 인종  자격은 귀화 신청 자격에 요한 요소 다. 당시 귀화 가능한 인종  

자격이란 백인 는 흑인을 의미하 기 때문에 아시아계 미국 여성은 한 번 시민

권을 박탈당하면 다시 귀화할 수 없었다(Cott, 1998; Sapiro, 1984; Nicolosi, 2001). 

  반면, 맥 지처럼 백인인 미국 여성이 다시 귀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역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곧바로 신청이 받아들여져 귀화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맥 지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시민권을 박탈당한 

다른 미국 여성들에 비해 상 으로 “백인성의 가치(Roediger, 1991. Nicolosi, 

2001:3에서 재인용)”를 사용할 수 있는 치에 있었다. 

혼한 백인 여성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가장이 동양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노력”하거나 “  공공장소에 남편과 함께 나타나지 않았”다(샌 란시스코불리

탄, 1922년 6월 13일자). 당시 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 미국 여성은 남편과 함께 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름의 성을 남편이 한 것과는 조  다르게 철자를 썼다. 둘은 같은 

시간에 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과 함께 걷지 않았고, 캠퍼스 안에서

도 그를 아는 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지만 결코 

친구들을 집으로 하지는 않았고, 언젠가 친구들이 그녀의 남편이 국인이라는 것을 

알아내 자신을 사회로부터 원히 추방할 것이라는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샌

란시스코불리탄, 1922년 6월 14일자 기사. Reis(ed), 2001에서 재인용).

43) 아시아인 남성과 결혼한 아시아계 미국 여성의 경우가 그러했다. 이들은 결혼 계가 종

료된 뒤 다시 미국 시민으로 귀화할 수조차 없는 치에 놓 는데, 이는 당시 아시아인

은 미국 시민으로 귀화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미국에서 출생한 어느 

일본인 자매는 둘 다 일본 국 의 일본인 남성과 결혼하여 시민권을 상실하 다. 각각 

사별과 이혼 후 다시 미국 시민으로 귀화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이 둘은 인종 으로 아

시아인이었기 때문에 귀화할 수 없었다(Nicolos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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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지가 지닌 “백인성의 가치”는 그녀가 실제로 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

던 경제 ⋅정치  수단의 바탕이었다. 재도 그 듯이 과거 20세기 에도 법

 소송이라는 방식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맥 지

는 이 방법을 선택하 다. 헌소송을 지속한 경제  수단과 함께 법  투쟁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철하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에서 볼 

때, 맥 지가 자신의 “백인성의 가치”를 극 사용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맥 지가 자신의 “백인성의 가치”를 극 으로 사용한 것을 근거로 

맥 지의 투쟁을 단순히 부유한 백인 여성의 특권에 한 주장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맥 지는 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자신과 동일한 상황 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인 다른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이 이제껏 드러나지 않았

다는 것을 먼  인식했다. 이후 맥 지는 본인이 직  법  투쟁을 통해 1907년 

국 이탈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다. 이로써 맥 지는 여성 

참정권 요구를 통한 보편 인 문제제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 더 나아가 수많은 

다른 여성들의 경험을 공 인 장에 드러냈다. 자신이 가진 “백인성의 가치”를 

사용하여 헌소송을 제기한 맥 지는 자신을 포함한 다른 모든 여성들의 비가

시화된 경험을 결집하고, 이것을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이는 

맥 지가 남편의 귀화를 통해서 귀화 시민권을 획득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거부하고, 신 헌소송을 택했던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정리하면, 에델 맥 지의 사례는 단순히 그녀만의 사례가 아니라,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한 여성들 모두의 사례 다. 그동안 잘 드러

나지 않았던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의 경험이 맥 지의 용감한 투쟁을 통해 비

로소 언론과 법원이라는 공  장에 드러날 수 있었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했다

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귀화하고 싶어도 귀화할 수 없었던 처지에 있

던 많은 여성들의 경험은 그동안 비가시화된 경험으로서 존재했다. 맥 지는 이

처럼 비가시화된 여성들의 경험을 결집하고, 자신의 “백인성의 가치(Roediger, 

1991. Nicolosi, 2001:3에서 재인용)”를 활용하여 이 결집된 경험을 공 인 장으

로 끌어들 다. 따라서 맥 지의 헌소송은 단순히 미국 연방 법원에서 다루

어졌던 수많은 사건들  하나에 머물지 않는다. 맥 지의 헌소송은 단순히 

개인만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당시 주변화된 여성들의 비가시화된 경험을 결집하

고 이들의 목소리를 변한 보편 인 페미니스트 투쟁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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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미국에서 여성이 비로소 남성과 동등한 정치  권리인 참정권을 부여받은 

1920년이 미국 여권 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했던 승리의 순간  하나

임은 분명하다. 1860년  노 제도 폐지 이후부터 본격 으로 시작된 여성 참정

권 운동은 1920년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길고도 고된 항과 투쟁을 개해왔다. 

여성 참정권 운동이 내부의 분열과 통합 그리고 침체기 는 쇄신기를 거쳐 이

루어낸 수정헌법 제19조의 통과는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지 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음에 틀림없다. 

  참정권은 이제 여성에게 보편 으로 보장되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남성과 

동등한 시민  지 의 상징이었다. 여성은 참정권을 통해 자신의 정치  이해를 

주장하거나 획득할 수 있으며, 공직에 선출되어 정치  역에서 당당한 구성원

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되었다. 과거 공  역으로 여겨졌던 

정치  역은 이제 남성만의 역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열려있는 공

동(共同)의 역으로서 공  역인 것이다. 

  맥 지의 헌소송은 일차 으로는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한 국  박탈에의 

항의 지만, 사실 소송의 핵심은 국  박탈로 인한 참정권의 박탈, 즉 핵심 인 

시민  권리의 박탈에 한 항의 다. 맥 지의 헌소송이 있던 당시 독립 인 

국 을 요구하는 여권 운동가들의 조직화된 움직임이 있기는 했지만, 맥 지의 

헌소송은 단순한 국  요구가 아니었다. 그녀가 요구했던 시민으로서의 권리

의 핵심에는 참정권이 있었다. 참정권이 당시로서는 모든 여성에게 보장된 보편

 요구가 아니었음에도 맥 지는 자신의 당연한 시민  권리로서 참정권을 요

구하 다. 맥 지 사례는 이 까지는 국 으로 인식되었던 여성의 시민권이 참

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시민권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맥 지는 패소했지만, 그녀의 법  투쟁에 자극받은 여권 운동 진 은 

이후 1922년에 1907년 국 이탈법에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쾌거를 얻어냈

다. 이로써 맥 지의 법  투쟁이 결혼으로부터 독립 인 정치  권리로서 여성

의 참정권, 더 나아가 여성의 독립 인 시민권을 쟁취하는 계기이자 원동력이었

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Ⅲ.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맥락에서 본 맥 지 사례

- 75 -

  맥 지 사례가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에 미친 향은 결정 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주류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의 수사학을 거부하고, 여기

에 문제제기함으로써 자신만의 으로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했다는 에서 

맥 지 사례는 20세기  여성 참정권 운동의 “다양성” 맥락 속에서 당당하게 

한 기로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여성 참정권 요구를 통해 결

혼을 거치지 않고, 개인으로서 국가와 직 으로 계를 맺고자 시도한 맥 지

의 사례는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이 강조했던 ‘아내이자 어머니의 참정권’에 도

했다는 에서 페미니스트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맥 지 사례는 1907년 국 이탈법에 유일하게 정면으로 도 한 페미니스트의 

투쟁이자, 그동안 비가시화되어 왔던 많은 여성들의 경험을 결집하여 공 인 장

에 드러낸 계기 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시민권을 박탈당한 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이들의 경험은 여러 이유들로 인해 극 으로 공 인 장에서 드러나

지 못했다. 자신의 “백인성의 가치”를 극 으로 활용한 맥 지의 법  투쟁은 

자신과 동일한 는 자신보다 더욱 취약한 치에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결집

하고 이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리려는 페미니스트 투쟁이었다. 

  비록 맥 지의 투쟁 이후에 통과된 1922년 개정안에도 여 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지만,44) 1931년 3월 3일 개정안을 거쳐 1934년에 비로소 결혼지 로

부터 완 히 독립 인 여성의 시민권이 완성되기까지 맥 지의 투쟁은 이 모든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남아있었다(Nicolosi, 2001:16).

  다음 장에서는 맥 지 사례를 20세기 여성의 결혼지 와 시민권의 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맥 지 사례가 여성의 결혼지 와 젠더화된 시민권 논의에 

갖는 의의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44) 1907년 국 이탈법의 핵심이었던 여성의 생  시민권 조항을 개정한 1922년 개정안

(Cable Act)은 귀화 가능한 인종  자격을 기술한 조항은 그 로 유지하 다. 따라서 

1922년 이 에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들  귀화에 부 합한 인종의 남성, 즉 아시

아인 남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은 여 히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었고, 아시아계 여성은 

이미 상실한 시민권을 귀화를 통해 획득할 수 없었다(Sapiro, 1984:12). 이는 여성의 시민

권이 여 히 결혼 계에서 남성의 인종  지 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인데, 이러

한 규제는 1931년 3월 3일 개정안에서 폐지되었다. 그리고 1934년에야 비로소 결혼지

로부터 완 히 독립 인 여성의 시민권이 완성되었다(Nicolosi, 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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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맥켄지의 문제제기의 의의와 한계

  본 장은 맥 지 사례를 여성의 결혼지 와 시민권의 에서 분석한다. 당시 

미국 여성의 결혼지 와 젠더화된 시민권의 계에 있어서 맥 지 사례가 어떤 

페미니스트 의의를 갖는지 평가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맥

지는 미국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지 가 결혼지 에 따라 젠더화되어 있던 시

기에 여성 참정권 요구라는 방식을 통해 기존의 여성의 결혼지 와 시민권의 

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 지 사례를 단순한 헌소송이 

아니라 독립 이고 주체 인 개인으로서 여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인

으로서 여성의 시민권을 요구했던 페미니스트 항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1. 가부장적 결혼과 여성의 결혼지위

1) 공/사 구분과 ‘아내의 지위(coverture)45)’

    (1) 공/사 구분

  근  페미니즘의 발달 이후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페미니스트

들이 끊임없이 도 해 오며 규명하고자 했던 결혼의 핵심은 언제나 남성과 여

성이 서로 다른 결혼지 를 갖는다는 기본 제에 있었다. 남성과 여성의 결합

이라는 통 인 의미의 사회  제도로서 결혼은 오랫동안 결혼의 당사자인 남

45) ‘아내의 지 ’라는 개념은 한국  맥락에서 한 번역어가 통일되어 있기보다는 이를 사

용하는 학자들마다 그 번역이 다르다. 이것은 ‘아내의 지 ’가 미법 습에서 유래한 법

률  지 이자 사회문화  통으로 이해되어야 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말로는 

‘coverture’ 제도를 ‘부부 동체주의(夫婦同體主義)’로 옮기기도 하는데(김주수, 1998:130. 이

남희, 2002:183에서 재인용), 학자들에 따라 결혼한 여성의 지 에 을 맞추어 ‘아내의 

지 (이남희, 2002:183)’으로 번역하거나 ‘보호’ 는 ‘커버쳐’(황정미, 2007:23)으로 직역하

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이건 공통 으로 결혼한 여성이 남편과 동등하지 못

한 지 에 놓여있음을 제하고, 아내로서 여성이 결혼으로 인해 남편의 법  인격에 속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coverture’를 ‘아내의 지 ’로 

번역하여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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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결혼지 를 부여해왔다.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결

혼지 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삶을 이끄는 근거이자 바탕으로 기

능해왔다. 

  이때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결혼지 는 곧 각각의 결혼지 에 부속하는 

남성과 여성의 권리와 의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페미니스트들은 그동안 

사회  제도인 결혼을 페미니스트 이론의 연구 상으로 다룸에 있어서 여성의 

결혼지 를 부당하게 인식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결혼지 가 근본 으로 사회  제도로서 결혼에 내재한 젠더 차별

이며 불평등한 권력 구조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고 이러한 결혼의 젠더구조

를 비 해왔다. 이때, 가부장  결혼과 여성의 결혼지 를 젠더 에서 비

으로 바라보고, 그 바탕인 결혼의 젠더구조를 체계 으로 이론화하려는 페미

니스트 작업은 기본 으로 통 인 공/사 구분에 한 페미니스트 이론에서 출

발한다. 

  여성 참정권의 요구라는 형식을 빌려 에델 맥 지가 헌소송을 제기했던 목

은 단순히 시민권 박탈로 상실한 여성 참정권을 되찾으려는 것만은 아니었다. 

맥 지가 헌소송을 통해 1907년 국 이탈법의 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맥 지는 1907년 국 이탈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 법이 근거하고 있는 가부장  결혼지 ,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의 종속 인 

결혼지 를 상징하는 ‘아내의 지 ’ 원칙의 부당성을 주장하고자 했다.

  1915년 연방 법원의 결문을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맥 지 사례에서 핵심 

쟁 은 여성의 시민권이 남성의 시민권과 다르게 구성된다는 것이었다. 재 부

가 결문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당시 미국 여성의 시민권이 구성되는 핵심에

는 ‘아내의 지 ’ 원칙이 있었다. 맥 지가 문제를 제기했던 상이자 재 부가 

그 당 성을 옹호했던 ‘아내의 지 ’ 원칙은 분명 여성의 결혼지 를 의미했다. 

  ‘아내의 지 ’가 여성의 결혼지 임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아내의 지 ’로 설

명되는 여성의 결혼지 가 무엇인지는 연방 법원의 결문에서 구체 으로 드

러나지 않았다. 다만, 재 부는 ‘아내의 지 ’ 원칙이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

의 정체성이 통합되는 것(Mackenzie v. Hare, 239 U.S. 299)”이라고만 밝혔다. 하

지만 이러한 정의는 지극히 추상 인 개념화라는 에서 당시 맥 지의 결혼지

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악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맥 지가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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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했던 상으로서 ‘아내의 지 ’ 원칙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나. 이를 

논의하기 해서는 우선 사회  제도로서 결혼의 특성을 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통 인 의미의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낭만  사랑의 결실로서 

설명되거나 공 인 기능이 부재한 개인들 간의 사  계약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은 언제나 권리와 의무를 수반한다는 에서 “단순한 계약”이 아니

라 “지 (status)이자 제도(institution)(Cott, 2000:101)”이다. 결혼은 개인들 간의 사

 결합인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공 제도이다. 콧이 지 하

고 있듯이 결혼의 형태와 구성요소들은 언제나 공 인 기 들에 의해 구성된다. 

그 결과 결혼은 공  제재로서 기능하며 동시에 개인들에게 결혼을 통한 권리

와 특권, 그리고 의무를 부과한다(Cott, 1998:1441). 따라서 결혼은 “획득되거나 

종료될 수 있는 시민  지 (civic status)”이면서 한 “공  제도(Cott, 

1998:1441)”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결혼의 이론화 작업은 이 같은 결혼의 특성을 

기본 인 제로 삼으며 이루어져 왔다.

  여성들을 남성들과 다른 역에서 구분되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결혼지 의 

제로서 공/사 구분은 각 역에 따른 성별화를 필연 으로 동반한다. 성별화

는 생물학  성별 구분에 근거하여 남성은 공  역으로서 정치 역에, 여성

은 사  역으로서 가정에 속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성별화 략은 페이트만

이 말한 성  계약으로서 가부장  결혼에서 가장 잘 구체화되어 드러난다.

  성별화의 바탕을 이루는 공/사 구분은 그 개념  모호성으로 인해 정확한 개

념이 무엇인가에 해 학자들마다 조 씩 의견의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공/사 

구분이 마치 보편 이고 불변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통념에 반하여 공/사 구분이 

실제로 사회 변화에 따라 유동 이라는 주장(Lister, 2000. 조형, 2002:12에서 재

인용), 혼란스러운 개념을 가진 공/사 구분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세 개의 별개 

역, 즉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가족  친족 계의 역을 차별화하자는 제

안(유발-데이비스, 2012:150) 등이 최근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의 바탕에는 성별화된 공간으로서 공/사 구분이라는 통  개

념화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여성의 시민권  이슈를 설명하기

에 불충분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이는 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를 배경으로 하는  시민사회에서 과거와 달리 다

양한 변수들을 제로 여성의 시민권이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Ⅳ. 맥 지의 문제제기의 의의와 한계

- 79 -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것은 여성의 결혼지 와 시민권이 맺는 계의 핵심이 

 시민사회보다는 상 으로 근  시민사회에서 더욱 분명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여성의 결혼지 와 시민권의 계는 국 이주(transnational 

migration)와 국제결혼뿐만이 아니라 인종, 계 , 종교, 성정체성 등의 요소들이 

복합 으로 작동하는  시민사회의 시민권 논의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

는다. 오히려 다양한 변수들로 인해 여성의 시민권에 결혼지 가 핵심이라는 사

실이 흐려지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는 근  공/사 구분이 그 의미가 사실

상 퇴색되었다(조형, 2002:13)고 보는 것이 합리 인 평가일 것이다. 

  맥 지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상은 근  공/사 구분을 바탕으로 가부

장  결혼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결혼지 인 ‘아내의 지 ’ 다. 근  시민사회

에서 공/사 구분은  시민사회에 비해 상 으로 여성의 결혼지 를 정의하

는데 더욱 요한 정당화 도구이자 략이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이성의 

담지자라는 제 하에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던 근  페미니즘의 

출발의 상징인 울스턴크래 트조차도 이러한 공/사 구분과 여성에게 부여된 사

 역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다(울스턴크래 트, 2011[1792]). 이것은 근  시

민사회에서 공/사 구분의 당 성과 향력을 얼마나 컸는지 짐작  한다. 근  

시민사회에서 여성의 지 는 으로 근 인 공/사 구분에 의해 지배받았

던 것이다.

  근 인 공/사 구분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근 인 공/사 구분에 한 

단서는 성  계약으로서 결혼이 그동안 통 인 사회계약론 논의에서 철 히 

은폐되어 왔다는 주장을 편 페이트만의 논의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페이트만이 통 인 사회제도로서 결혼을 악하는 데 있어서 공  역과 

사  역을 다루는 방식은 분명 기존의 공/사 역 구분의 담론과 일치한다. 

그녀의 논의에서 공  역은 정치 인 역과 일치하고, 반면 사  역은 가

정/가족 역과 일치한다. 페이트만은 기존의 가부장제 내에서 존재했던 남성들 

사이의 권력 계가 우애로 변형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시민사회

를 이야기한다. 이때, 페이트만은 시민사회의 공 인 정치 역을 남성들의 

역으로 설명하고 여성들은 이 역으로부터 배제된 것으로 제한다(페이트만, 

2001). 여성은 남성들과 분리된 다른 역, 사  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데 이러한 방식은 통 인 공/사 구분에서 여성의 역을 설명하는 보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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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다.

  자유주의 정치사상에서 근  공/사 구분이 사용되는 방식을 비 한 오킨

(Okin)은 공/사 구분이 실제로는 국가/사회의 구분과 비가정 (non-domestic)/가정

(domestic) 삶의 구분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혼동되어 왔음을 지 했다(Okin, 

1991. 조형, 2002:17에서 재인용). 공/사 구분의 개념  혼란을 지 한 오킨의 논

의를 따라가 보면, 비가정 /가정  삶의 구분과 국가/사회 구분은 시민사회를 

이  성격을 지닌 것으로 만든다. 시민사회가 가족과의 계에서는 비가정  

역으로 정의되어 공 인 역이 되지만, 국가와의 계에서는 사 인 역으

로 정의된다(Okin, 1991. 조형, 2002:17에서 재인용). 

  한편, 오킨의 두 가지 방식을 따를 때 가정은 언제나 사  역으로 정의된

다. 비가정 /가정  삶의 구분이라는 방식에 따르면 사  역은 가정  역

으로, 이곳은 권력 계가 부재한 역이다. 사  역을 권력 계가 부재하고 

친 한 자연  계가 심이 되는 역으로 설정하는 구분 그 자체는 문제

이지 않다. 그러나 사  역의 립항이자 시민의 역으로서 공  역을 설

정하는 방식은 문제 이다.

  앞서 언 했듯이 공  역은 사  역과는 조 으로 비가정 인 역으

로 해석된다. 공  역은 보편 이며 비개인 이고, 합리  이성을 지닌 개인

들 간의 계약에 기반한 가정 외의 모든 역으로 정의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인

간의 이성 능력을 신 한 자유주의 정치사상을 배경으로 할 때, 공  역에 투

된 이러한 가치들은 립항인 사  역의 가치들과 단순한 조에만 머무르

는 것이 아니라 상 으로 우월하며 바람직한 것으로서 추구된다는 에서 

요하다. 

  18세기와 19세기, 산업 명과 함께 근  시민사회가 발달하면서 국가는 공  

역에 속한 개인들 즉, 남성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시민권(citizenship)을 

부여하 다. 시민으로서 사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이들은 소

 시민의 자질인 독립성, 이성, 합리성, 공정성, 도덕성 등을 갖춘 남성들이었

다. 그리고 이처럼 공  역에 투 된 가치들은 성별에 따라 남성에게만 유

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하 다. 사  역의 가치들은 상 으로 비시민  

자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  역에 속한 여성들은 

자연히 이러한 비시민  자질을 체화한 상으로서 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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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으로 비시민  자질로서 비합리성, 비도덕성, 편 성, 감성 등이 사  

역에 치한 여성들에게 투 됨에 따라 여성들은 시민으로서 부 합한 상

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근  시민사회에서 남성의 시민  지 에 도

달할 수 없는 미완의 존재로서 정의되었고, 이 게 불완 한 존재로서 여성은 

시민인 남성에게 종속 인 치에 머무르게 되었다. 사회  제도로서 결혼은 여

성이 사  역인 가정  역으로 진입하는 통로로 기능하는 한편 남성과 다

른 여성의 역으로서 사  역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 다. 여성의 결혼

지 는 으로 근  공/사 구분을 제로 구성되고, 사  역인 가정에 

머무는 여성의 지 와 역할에 근거하여 여성의 결혼지 가 완성되었다.

  요약하면, 성별화 략이 필연 으로 수반되는 근  공/사 구분은 남성을 

공 역에, 여성을 사  역에 제한하 다. 이는 정치  역이자 시민인 남

성들의 역인 공  역과 가정  역이자 여성의 역인 사  역의 구분

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사 구분은 통 인 가부장  결혼과 만나 남성에 종속

인 여성의 결혼지 를 구성한다는 에서 문제 이다. 여성의 결혼지 는 이

처럼 성별화를 기본으로 하는 공/사 구분을 바탕으로 구성되며, 이때 여성의 결

혼지 는 ‘아내의 지 ’로 구체화된다.

    (2) 미국 관습법 상 ‘아내의 지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  공/사 구분을 제로 완성된 여성의 결혼지

는 곧 ‘아내의 지 (coverture)’로 설명된다. 기본 으로 ‘결혼을 통한 남편과 아

내의 정체성 통합’으로 개념화되는 ‘아내의 지 ’는 구체 으로 무엇을 의미하

는가. 맥 지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상으로서 ‘아내의 지 ’를 분석하기 

해서는 미국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터(Ritter, 2006)에 따르면, 국의 습법은 미국의 법체계를 완성하는데 있

어서 주요한 자원이자 모델이다. 이것은 통 으로 남성의 시민  지 와는 

조되는 결혼한 여성의 시민  불능을 규정하는 근거로 작동해 왔다. “결혼을 통

해, 남성과 여성은 법률 으로 하나의 인격이 되고 이는 곧 여성의 정체성 는 

법  존재성이 결혼의 지속 기간 동안 보류되거나 최소한 남편의 것으로 통합

되고 흡수되는 것을 뜻한다”46)는 통 인 국 습법의 원칙은 미국  맥락

에서의 ‘아내의 지 ’에 한 원칙이 완성되는데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R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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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8). 미국 법체계의 ‘아내의 지 ’ 원칙은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가부장

 결혼이 여성에게 부여하는 결혼지 의 의미와 그 범 를 규정하는 핵심 근

거로 기능했다. 

  콧은 미국에서 결혼이 통 으로 도덕성의 측면이 강조되는 정치  통치형

태로서 기능해왔음을 지 한다. 콧은 특히 19세기가 이러한 정치  통치형태로

서 결혼의 기능이 매우 요했던 시기 다고 말한다(Cott, 1998). 미국  맥락에

서 봤을 때, 19세기는 남북 쟁과 노 제도 폐지,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이주

의 증가 등 일련의 역사  변화 과정이 개되던 시기 다. 한 이 시기는 국

가가 통치조직을 정비하지 못한 상태이자 시민  통합을 한 기반이 아직 잡

있지 않았던 때 다. 따라서 19세기에 결혼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 로서 

국가의 직 인 정치  통치형태로서 기능하 다(Cott, 2000:157). 

  미국  맥락에서 결혼은 시민  권리이자 시민으로의 포함과 배제의 조건으

로 기능했다. 콧은 이 과정에서 특히 미국만의 특수한 결혼 이데올로기가 형성

되어 왔다고 지 한다(Cott, 2000:3). 그녀에 따르면 미국만의 특수한 결혼 모델

은 기본 으로 두 당사자 간의 ‘동의’를 제로 일부일처제를 따른다. 한 기

독교라는 종교  배경을 지닌 습법을 바탕으로 하며, 남성을 가장이자 부양자

로 여성을 의존 인 배우자로 정의함으로써 결혼이 완성된다. 미국  맥락에서 

‘아내의 지 ’는 이러한 이상 인 결혼 모델을 바탕으로 구성된 의존 인 여성

의 결혼지 를 의미한다. 

  리터(Ritter, 2006) 역시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되는 서로 다른 결혼지 를 동일

한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녀에 따르면 국가에 사회  안정을 제공하는 단 로서 

결혼은 통 으로 남성에게 여성과 아이들의 안녕에 한 경제  책무를 부과

한다. 그 결과 아내들은 남편의 이러한 책무와는 조 으로 의존성(dependency)

을 부여받는다(Ritter, 2006:66). 그녀가 볼 때, 미국의 맥락에서 아내이자 어머니

인 여성들에게 부과된 의존성은 단순히 경제 인 의존에만 한정되었던 것이 아

니었다. 여성의 의존성은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 내에서 이들이 스스로를 

46) 국의 법학자 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은 국 습법의 표  표 체계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그의 작 � 국 법률에 한 논고(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는 미국의 습법의 체계를 완성하려는 많은 미국 법학자들에게 감을 주

었다(Ritt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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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결과도 래했다(Ritter, 2006:66). 여성은 정치 으로 

스스로를 표하지 못하고, 남편을 통해 간 으로 표되었던 것이다. 

  19세기 들어서면서 ‘아내의 지 ’ 원칙은 미국 여권운동이 발달하면서 여성의 

재산권과 소득을 보유할 권리가 보장되는 흐름47)에 따라 조 씩 약화되었다. 그

러나 ‘아내의 지 ’ 원칙은 20세기에 어들어서도 완 히 제거되지는 않았다. 

여성의 정체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에게로 흡수되거나 남편의 비호(cover)를 받

아 더 이상 법 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은 20세기에 들어서도 여 히 

여성을 시민  무능력으로 인해 고통 받게 하는 근거 다(Ritter, 2006:69). 

  여성의 시민  무능력의 근거 던 ‘아내의 지 ’ 원칙은 구체 으로 무엇이었

나. 당시 결혼한 여성은 남성과 달리 여러 방면에서 법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

는데, 특히 재산권에의 제약이 심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은 자신

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 으며, 법  효력을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결혼한 여성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재산을 처

분하지도 못했다. 한 법  정체성 자체가 부정되었으므로 결혼한 여성은 유언

장을 작성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다. 법  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내로서 

여성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남편을 포함한 타인을 상 로 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결혼한 여성은 심지어 자신이 낳은 자녀들에 한 법  권

한을 가질 수도 없었다(Kerber, 1995:21; Ritter, 2006:69). 

  결혼한 여성이 아내로서 부여받는 이 같은 열등하며 불능 인 지 는 결혼

계가 지속되는 한에서만 효력이 있었다. 여성이 한 남성의 아내로서 지 가 유

지되는 한 ‘아내의 지 ’ 원칙이 효력이 있었다. 따라서 만약 남편이 사망하거

나 남편이 그러한 권한을 포기하면 여성은 비로소 결혼  상태(feme sole)48)로 

돌아가 시민으로서의 존재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반면, 결혼한 남성이 부여받는 결혼지 는 여성의 결혼지 보다 상 으로 

훨씬 더 포 이며 인 권력을 의미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결혼을 통

47) 1890년  미국에서는 32개 주에서 결혼한 여성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체 주(state)의 3분의 2가 결혼한 여성의 소득을 여성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 다

(Woloch, 1996).

48) ‘feme sole(미혼부인)’은 재 혼인 계에 있지 않은 여자를 의미한다.  혼인의 경험

이 없는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재 독신으로 있는 여자까지도 의미한다. 오히려 

후자의 뜻으로 더 자주 쓰인다(이상도, 1998:221).



20세기  미국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과 결혼지

- 84 -

해 아내의 시민  존재성을 흡수한 남편은 아내의 소유물과 행 에 한 모든 

책무를 부여받았다.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아내의 재산을 넘겨받고 그녀의 빚 

한 책임졌다. ‘아내의 지 ’를 부여받은 여성은 스스로를 표하지 못하는 까

닭에 그녀의 모든 행 는 스스로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표하는 것

이 되었다. 자녀들에 해서도 오직 남편만이 법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아

내의 사망 시에 남편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아내의 재산에 완 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Kerber, 1995:20; Ritter, 2006:69).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아내의 

모든 법  정체성을 흡수한 남편은 심지어 아내가 지른 범죄에 한 책임도 

져야했다(Kerber, 1995:22).

  정리하면, 19세기에 결혼은 통 으로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성이 가족의 경

제  부양의 책임을 지는 가장으로서의 지 를 부여받는 근거 다. 이것은 다시 

남성이 공  역에서 아내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을 표하는 시민으로서 정

당성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었다. 미국  맥락에서는 특히 일부일처제를 바탕으

로 하는 기독교  도덕성이 결혼의 이데올로기로서 강조되었다. 이러한 일부일

처제의 도덕성은 시민으로서 남성의 정치  덕성(virtue)의 핵심 인 근거 다

(Cott, 2000). 여성은 그 결과 ‘아내의 지 ’를 부여받은 피부양자로서, 스스로를 

정치 으로 표하지 못하는 지 에 머물 다. 19세기 가부장  결혼에서의 ‘아

내의 지 ’는 여성이 정치권을 결여하는 근거이자 핵심이었다. 

  당시 미국 법체계 상 ‘아내의 지 ’는 이로부터 생되는 아내의 권리들을 미

루어봤을 때 분명 남성에 종속 이었다. 이런 에서 여성의 결혼지 는 남성의 

결혼지 와 조 이다. 결혼의 당사자로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다른 지 와 권

리를 부여받는다는 것은 이들의 결혼지 에 합리 인 차이는 부재하는 반면, 젠

더에 근거한 차별이 핵심에 있음을 뜻한다. ‘아내의 지 ’는 단순히 결혼지 에 

내재한 상징  의미가 아니라 실 으로 개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제

한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내의 지 ’는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지 를 실질 으

로 제한하고, 시민 인 불능의 근거 다.

  한편, 20세기  통 인 가부장  결혼제도 속에서 구성된 여성의 결혼지

는 상당 부분 변화하고 있었다. 19세기 반부터 개된 미국 여권운동의 향

을 받아 ‘아내의 지 ’로 이해되는 여성의 시민  불능의 조건들은 19세기 말 

이후 차 으로 개선되어 갔다(에번스, 1998; 에번스, 1997; Flex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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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zpatrick, 1996; Cott, 2000). 그 로, 1900년 경 부분의 동부 주들에서는 결

혼한 여성의 재산뿐만 아니라 여성의 소득에 한 권리도 인정하는 법안들이 

시행되고 있었다(Flexner & Fitzpatrick, 1996:221). 비록 남부를 심으로는 이러

한 여권의 개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20세기로 진입한 미국 사회에서 

통 인 여성의 시민  불능이 차 제거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콧도 20세기  통 인 가부장  결혼에서의 ‘아내의 지 ’가 이 보다 상

으로 약화되고 있었다고 지 한다(Cott, 2000). 콧에 따르면, 20세기  기존

의 통 인 가부장  결혼 이데올로기 던 일부일처제의 도덕성은 더 이상 시

민의 정치  덕성(political virture)으로 연결되지 않았다(Cott, 2000:157). 19세기 

말부터는 여성의 권리들이 서서히 개선되어 가고, 1920년에는 드디어 여성에게

도 완 한 참정권이 보장되고 난 상황에서 ‘아내의 지 ’는 더 이상 여성의 정

치권 결여의 핵심 근거가 아니었다. 그 결과 가부장  결혼을 통해 구성되는 

‘아내의 지 ’는 그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20세기에 진입한 미국에서 ‘아내

의 지 ’ 원칙은 실질 으로 법 으로나 사회 념 으로나 상당 부분 약화되었

다(Cott, 2000:157). 

  동시에 미국은 19세기 이후로 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통해 자본주의의 발

달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 결과 통 인 가부장  결혼이 자본주의와 결합하

다. 이제 남성은 유 노동자이자 부양자인 가장으로서의 지 를 부여받게 되었

다. 당시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여성의 존재

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다(에번스, 1998). 하지만 가부장  결혼과 결합한 자

본주의 체제는 ‘가족임 (family wage)’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남성 유 노동

자만을 생계부양자로 고정하 다. 20세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결혼의 도덕

성에 한 강조는 희미해지고, 신 결혼의 경제성이 강조되기 시작하 다(Cott, 

2000:157).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이 와 고든은 가장이자 생계부양자인 남성에게 부

여된 독립성의 의미가 변화함으로써 통 인 습법 상 ‘아내의 지 ’가 여성

에게 부여하는 의존성(dependency)의 의미가 변화했다고 지 한다(Fraser & 

Gordon, 1994a). 기존 가부장  결혼에서 여성의 의존성은 ‘아내의 지 ’ 원칙 

아래 여성을 법 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고, 민주주의 정치에서 여성이 

스스로를 직  표할 수 없게 만들었다(Ritter, 2006:66). 그런데 이제 그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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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한 가부장  결혼의 경제  유용

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아내의 지 ’ 원칙은 가부장  핵가족 경제 

모델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 다.49) 아내는 더 이상 법  정체성의 측

면에서 남편에게 의존 인 존재가 아니었다. 아내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부양자

인 남편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로서 의존 인 존재가 되었다.

  기존의 ‘아내의 지 ’를 정의했던 미국 습법은 정부의 공공정책에 의해 교

체되었다. 콧은 결혼의 경제  기능에 한 강조가 기존의 ‘아내의 지 ’보다 

“덜 강압 ”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콧은 이러한 경제  강조가 “공공 정

책, 법률, 경제 그리고 사회 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빠져

나올 수 없는(Cott, 2000:158)” 것이 되었다고 지 한 바 있다. 

  요약하면, 미국 습법상에서 여성의 시민  불능의 근거 던 ‘아내의 지 ’

는 단순한 상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 인 가부장  결혼을 통해 여성

의 시민  권리들을 상당 부분 제약하는 핵심이었다. ‘아내의 지 ’ 원칙은 19

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하 고, 20세기 반에는 법 으로

나 사회 념 으로나 상당히 약화되었다. 1920년에 여성에게도 완 한 참정권

이 부여됨으로써 여성의 법  정체성을 부인하는 근거 던 ‘아내의 지 ’ 원칙

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 되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아내의 지 ’에 근거하여 

법  정체성을 부정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와 결합한 가부장  

결혼에서 여성은 여 히 피부양자로서 의존성을 지닌 노동자이자 아내이고, 어

머니가 되었다. 20세기  ‘아내의 지 ’는 이 의 미국 습법상에서 가부장  

결혼을 통해 정의되던 것과 달리 이제 자본주의와 결합한 가부장  결혼을 통

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49) 최근에 사회권 논의에서 제기되는 성별화된 여성의 사회권의 바탕에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의미가 변화된 ‘아내의 지 ’가 있다. 이와 련, 복지국가의 사회권이 여 히 성

별화된 자격 조건을 기반으로 한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비 이 제기되고 있다. 통 인 

가부장  결혼에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결혼지 를 부여받았던 여성이 노동자가 되

면서, 기존의 ‘아내의 지 ’가 사라지지 않고 노동자로서의 여성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남성은 유 노동자로서 가장으로서 사회권의 기 이 되는 

반면, 여성은 여 히 아내이자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노동자라는 삼 의 역할 속에서 여

히 2등 시민으로 치지어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황정미는 “유 노동자라는 단일한 

성원권(membership)에 입각한 남성 심  사회권 체계(황정미, 2007:17-18)”라고 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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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1907년 국 이탈법과 맥 지의 헌소송, 그리고 

연방 법원의 결로 이어지는 맥 지 사례의 개가 ‘아내의 지 ’ 원칙이 서

서히 약화되고 있던 시 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아내

의 지 ’로 변화하는 움직임도 이 시기에 등장했다. 당시는 아직 여성에게 완

한 참정권은 보장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미국 습법 상 ‘아내의 지 ’ 원칙이 

법 으로나 사회 념 으로도 차 약화되던 시기 다. 맥 지 사례는 통

인 미국 습법 상 ‘아내의 지 ’ 원칙이 무 지고 동시에 이 원칙이 변화하던 

과도기 속에 치하고 있었다. 

2) ‘아내의 지위’에 대한 문제제기로서의 맥켄지 사례 

    (1) 1907년 국적이탈법의 사회적 효과

  이처럼 기존의 미국 습법 상 ‘아내의 지 ’ 원칙이 과도기를 겪고 있던 시

기에 통과된 1907년 국 이탈법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나. 외국인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의 시민권을 남편으로부터 생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1907년 국 이

탈법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통 인 가부장  결혼에서의 ‘아내의 지 ’

를 핵심으로 한다. 미국 습법 상에서 결혼을 통해 아내의 법  정체성이 남편

에게로 흡수된다는 ‘아내의 지 ’ 원칙과 일치한다. 그러나 20세기 반, 기존의 

‘아내의 지 ’ 원칙이 법 으로나 사회 념 으로나 차 약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Fraser & Gordon, 1994a; Cott, 2000), 1907년 국 이탈법은 오히

려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마샬의 시민권 논의 로라면 시민권이 공민권에서 정치권으로, 그리고 사회권

으로 발달해 오는 동안 여성의 종속  지 인 ‘아내의 지 ’는 사라질 운명이었

다(Marshall, 1992[1964]). 20세기  미국에서 ‘아내의 지 ’가 19세기에 비해 상

으로 조 씩 약화되고 있었다는 주장도 이러한 마샬의 상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 이탈법은 당시 약화되고 있던 ‘아내의 지 ’라는 흐름에 맞지 않

았다. 오히려 1907년 국 이탈법은 ‘아내의 지 ’ 원칙을 바탕으로 여성의 시민

권을 젠더화하는 수단이었다. 마샬의 기 와는 조 으로 실에서 ‘아내의 지

’로서 여성의 결혼지 는 시민권의 역사 속에서 여성의 시민권을 젠더화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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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구성하는 핵심이었다. 미국 습법 상 존재했던 통 인 ‘아내의 지 ’ 

원칙은 20세기 에도 여 히 여성의 시민  불능을 정의하는 핵심 근거 다. 

따라서 미국  맥락에서 여성의 결혼지 는 20세기 에도 여 히 가부장  결

혼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07년 국 이탈법이 이처럼 곧 사라질 것처럼 여겨졌던 ‘아내의 지 ’를 다

시 확인하는 수단이었다는 사실은 1915년 미국 연방 법원의 맥 지 결에서

도 잘 드러난다. 재 부는 결문에서 “그 동안 많은 완화가 있어왔던 것은 사

실이지만” 미국 사회에서 “‘아내의 지 ’ 원칙은 오랜 통으로서 가치를 지니

는 동시에 여 히 공공의 심사이자 추구해야할 원칙(Mackenzie v. Hare, 239 

U.S. 299)”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재 부는 20세기  ‘아내의 지 ’ 원칙이 이

보다 상 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 다. 하지만 재 부는 ‘아내의 

원칙’이 여 히 요하며 공공의 심사라는 것을 확인하 다. 1907년 국 이탈

법은 당시 약화되고 있던 ‘아내의 지 ’ 원칙을 재확인하는 강력한 수단이었다. 

  ‘아내의 지 ’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단으로서 1907년 국 이탈법은 구체 으

로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냈는가. 맥 지가 맞서 싸운 상으로서 1907년 국 이

탈법은 외국인과 결혼한 미국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는 에서 미국 여성의 국제결혼만을 할하고 있는 법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국 이탈법의 효과는 단순히 미국 여성의 국제결혼에만 한정되지 않았

다. 맥 지가 국 이 다른 남성과 결혼했고, 그 기 때문에 1907년 국 이탈법

의 용 상이 되었던 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국 이탈법의 효과는 국 이 다

른 남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에게만 머물지 않았다. 잠재 으로 국 이탈법은 모

든 국제결혼을 한 미국 여성과 국제결혼 할 정인 미국 여성, 그리고 미국 남

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는 결혼할 정인 외국인 여성 모두에게 미쳤다. 결

과 으로 맥 지가 문제제기 하고자 했던 상은 바로 국 이탈법이 모든 여성

에게 미친 효과 다.

  잠재 으로 모든 미국 여성에게 향을 미쳤던 1907년 국 이탈법의 효과를 

제 로 악하기 해서는 이에 앞서 1855년에 통과되었던 귀화법을 살펴보아

야 한다. 1855년 귀화법은 미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의 경우에만 한

정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국 을 할했다. 이로 인해 1907년 국 이탈법이 통과

되기 까지 미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을 할하는 명확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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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했다. 1855년 귀화법은 미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자동 으로 

미국 귀화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남성의 시민권이 외국인 배우자의 시민

권을 흡수하는 권한이 있음을 확인하 다. 귀화법은 미국 남성의 시민권이 결혼

과 무 하게 언제나 고정 이며 인 지 를 부여받는다는 원칙을 증명하

다. 

  이러한 원칙을 명시한 1855년 귀화법은 그러나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의 시민권  외국인 남성 배우자의 시민권에 해서는 언 하고 있지 않

았다. 1907년 국 이탈법은 마침내 1855년 이후로 귀화법으로는 포섭되지 않았

던 역 즉,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의 시민권의 역을 할하 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국제결혼을 하는 모든 미국 시민의 시민권을 포섭하는 시

민권 원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1907년 국 이탈법의 효과를 분석하기 

해서는 우선 1855년 귀화법의 효과와 귀화법의 할이 부재하는 역을 살펴보

아야 한다.

  1855년 귀화법이 통과되기 , 미국 습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과 결혼한 외

국인 여성은 자동 으로 미국 귀화 시민권을 부여받지 않았다. 이는 외국인 남

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미국법체계 내에서 실천되어 온 

습법의 본래 입장은 여성의 시민권도 원칙 으로 남성의 시민권과 같은 방식

으로 정의된다는 것이었다(Sapiro, 1984:6)50).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의 시민권은 

두 가지 원리에 의해 정의되었다. 첫 번째는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 원리로, 

개인은 구나 속지주의 는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출생과 동시에 태생  시민

권을 부여받았다. 두 번째 시민권 부여의 원리는 후천 인 것으로서, 구나 자

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귀화 차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Sapiro, 

1984:6).

  이는 1855년 이 까지만 해도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이 자신의 태생  시민권

50) 1830년 연방 법원의 생크스  듀 (Shanks v. Dupont) 결은 여성의 독립 인 시민권

을 확인한 례 다(3 U.S. 242-9. Nicolosi, 2001:5에서 재인용). 이 결에서 스토리

(Joseph Story) 재 장은 여성의 시민권이 결혼 그 자체로 인하여 변경되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하 다. 이는 당시 국인과 결혼한 남부 캘리포니아 출신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외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로 이어졌다. 연방 법원

에 따르면 “시민권은 시민의 결혼 지 에 좌우되지 않는 권리이자 특권”이었다(Nicolosi, 

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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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혼과 상 없이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과 이 여성들에게 외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2세에게 자신의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을 뜻

한다. 다시 말해, 1855년 귀화법 이 에는 국제결혼의 경우에 부모 양쪽의 시민

권이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에게 모두 인정되는 양계 통주의의 원칙이 존

재했다. 1855년 귀화법 이 까지 미국 여성의 시민권은 결혼과 상 없이 독립

이었다.

  그러나 1855년 귀화법의 통과로 이러한 부모 양계 통주의는 더 이상 인정되

지 않았다. 1855년 귀화법은 결혼과 동시에 미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자동 이고 의무 으로 남편의 국 을 따르도록 규정하 다. 국제결혼 당사자들

의 국 은 필연 으로 상이할 수밖에 없지만, 1855년 귀화법은 국제결혼 당사자

들의 상이한 국 을 인정하지 않았다. 귀화법은 결혼과 동시에 외국인 여성의 

자동 이고 의무 인 귀화를 명시함으로써 오직 미국 남성의 국  즉, 남성의 

시민권만을 인정하 다. 그 결과, 국제결혼의 당사자들의 국 이 단일하게 남성

의 국 으로 통합되었다. 국제결혼 계에서 태어난 2세의 국  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성의 국 을 따르게 되었다. 이로써 1855년 이 까지 인정되었던 부

모 양계 통주의 원칙이 부정되고 오직 부계 통주의 원칙만이 인정되었다.

  이처럼 부계 통을 따라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일한 하나의 국 , 다시 말해 

시민인 남편이자 아버지의 국 으로 표된다는 “가족일치(family unity)(Sapiro, 

1984:6)” 원칙은 1855년 귀화법의 가장 큰 효과 다. 이는 곧 남성의 시민권만이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의 시민권을 흡수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뜻했다. 

  콧은 1855년 귀화법이 확립한 ‘가족일치’ 원칙이 공  제도이자 사 계약인 

결혼의 특성과 한 연 이 있다고 설명한다(Cott, 2000). 그녀의 논의를 따르

면, 사  계약인 결혼은 여성을 피부양자로 치시킴과 동시에 여성의 정치  

정체성이 남편에게로 흡수되도록 만든다. 그 결과 결혼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

성이 표하는 지 이자 제도가 되는 것이다(Cott, 2000:101). 따라서 국제결혼의 

경우,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가장인 남성을 따라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 당연

하다는 것(Volpp, 2011:70), 이것이 ‘가족일치’ 원칙이다.

  한편, ‘가족일치’ 원칙에 따라 미국 남성과 결혼을 하는 외국인 여성은 자신

의 결혼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도, 남편의 시민권을 거부할 선택권

도 없었다. 1855년 귀화법 제2조에 따르면 “ 행법에 따라 합법 으로 귀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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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성은 미국 시민과 결혼하거나 결혼할 정이라면, 미국 시민으로 간

주(U.S. Statutes at Large 10:604)”되었다. 이를 근거로 외국인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자동 이고 의무 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한 이 여성들에게

는 남편과 달리 2세에게 자신의 결혼  시민권을 물려  수 있는 권한이 없었

다(Bredbenner, 1998:18). 1855년 귀화법은 미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의 

시민권이 으로 남성의 시민권에 종속 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가부장  부계 통주의 원칙과 ‘가족일치’ 원칙을 확립한 1855년 귀화

법은 그러나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의 시민권 할이라는 역을 탈

락시켰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의 시민권에 한 규정을 빠뜨렸던 

것이다. 이러한 결함이 있는 1855년 귀화법을 승계하여 기존의 가부장  부계

통주의와 ‘가족일치’ 원칙을 완성한 것이 1907년 국 이탈법이다. 국 이탈법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에게도 외 없이 이러한 부계 통주의 원칙과 

‘가족일치’ 원칙을 용했다. 이런 에서 국 이탈법은 1855년 귀화법의 개정

안이었던 동시에 1855년 귀화법의 완성안이기도 했다. 

  1907년 국 이탈법은 제3조에서 “외국인과 결혼하는 여성은 구라도 남편의 

국 을 따른다(U.S. Statutes at Large 34:1228)”고 명시하 다. 이를 통해 국 이

탈법은 1855년 귀화법이 외국인 여성에게만 용했던 부계 통주의 원칙과 이

에 입각한 ‘가족일치’ 원칙을 미국 여성에게도 용하 다. 1855년 귀화법에 의

해 미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이 의무 이고 자동 으로 남편의 국 을 

따라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도 의

무 이고 자동 으로 남편의 국 을 따라야 했다. 1907년 국 이탈법은 1855년 

귀화법이 남겨두었던 역 즉,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의 시민권이라

는 역의 할권을 완성하 다.

  1907년 국 이탈법의 용으로 인해 외국인 남편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미국 여

성의 지 가 무엇이었는지도 요하다. 국 으로서 시민권의 박탈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는 반 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1907년에 국 이탈법이 통과된 후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의무 이고 자동 으로 남편의 국 을 부여받았다. 외국인의 지 를 부

여받은 이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미국 시민으로서의 지 와 모든 권리  의

무를 박탈당하 다. 그 로, 외국인이 된 여성들은 미국 여권을 소유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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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해외여행  미국 정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없었다. 한 이들은 언제라

도 추방당할 수 있었고, 일부는 남편의 국가에 따라 무국 상태가 되기도 했다

(Gettys, 1934:139-140. Augustine-Adams, 2002:7에서 재인용).

  남편의 국 을 부여받은 결과 미국 여성이 박탈당한 권리  표 인 권리

는 재산권이었다. 비록 결혼 까지는 재산권을 인정받은 경우라도 결혼을 통해 

외국인의 지 를 부여받은 미국 여성은 더 이상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미

국의 습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상속받는 것, 그리고 상속

하는 것이 지되었다(Cott, 1998:1446). 19세기 동안 외국인에게 가해지는 이러

한 제약은 하나둘씩 제거되어 가기는 했지만, 외국인의 지 는 분명 미국 시민

의 지 와 동등하지 않았다. 1907년 국 이탈법이 통과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미

국 정부가 습법을 근거로 외국인의 지 를 부여받은 미국 여성들의 재산을 

몰수한 사례가 있었다(Bredbenner, 1998:16). 이러한 사례에서도 20세기  미국

에서 외국인의 지 가 여 히 취약했음이 드러난다.

  결혼을 통해 외국인의 지 를 부여받은 이 여성들의 박탈된 권리는 여성 참

정권에서도 잘 드러난다. 1920년에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되기 까지 여성 참정권은 보편 인 권리는 아니었다. 당시 여성 참정권은 

일부 주에서만 완 하게 는 제한 으로 보장되고 있었다. 여성 참정권을 보장

하는 주의 시민이었던 여성들은 자신들의 완 한 시민  권리  하나로서 정

치권인 참정권을 보장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참정권을 박탈당했다(Volpp, 2011:72). 외국인의 지 를 부

여받은 여성들에게 참정권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권리 다. 

  외국인의 지 가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미국 정부에 의해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는 안으로는 미국 시민과 

외국인의 국제결혼은 증가하고, 밖으로는 미국이 세계무 로 진입하면서 로벌

라이제이션의 선두에 서기 시작한 때 다(Green, 2009:310). 이러한 배경에서 미

국 정부는 보다 더욱 더 정치  충성과 개인  충성 사이의 연결을 강조하기 

시작했다(Ritter, 2006:71). 국가에의 충성이 시민의 의무와 더욱 강하게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련, 미국  맥락에서 고유하게 도출되는 시민  의무로서 국가에 한 

충성의 의무, 납세의 의무, 배심원 참여의 의무, 군 에서 희생할 의무를 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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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커버의 논의(Kerber, 1995)가 유용하다. 이 에서 특히 ‘국가에 한 충성의 

의무’는 왜 여성이 완 한 시민이 되지 못하는지를 잘 설명한다. 

  커버에 따르면, 결혼과 동시에 여성의 정체성이 남편에게로 흡수되는 ‘아내의 

지 ’ 원칙으로 인해 여성은 국가에 직 으로 충성하지 못한다. 여성은 국가

에 한 충성의 의무를 독립 이고 주체 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여성은 남편을 통해 간 으로만 국가에 충성할 수 있었다(Kerber, 1995:27). 여

성은 시민의 의무를 완 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그  간 인 방식으로 불완

하게 수행할 뿐이다. 

  충성의 의무를 놓고 보면 남성은 독립 이고 주체 인 개인으로서 국가와 직

인 계를 맺는 반면, 여성은 오직 남편에 충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연

결된다. 미국에 충성하지 않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에 충성하는 것이 된다. 이는 곧 여성이 남편의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여

성의 국가에 한 배신이다. 이러한 은 당시 맥 지의 국제결혼을 자발 인 

국 이탈로 본 연방 법원의 과도 일치한다(Mackenzie v. Hare, 239 U.S. 299). 

  한편, 결혼한 여성의 재산권과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당시 미국 습

법 상 기본 인 원칙이었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리터의 논의에서 

확인되듯이, 당시 결혼한 여성은 ‘아내의 지 ’ 원칙에 따라 결혼  소유했던 

재산권을 상실하는 것이 당연했다. 결혼과 동시에 아내의 법  정체성이 남편에

게로 흡수되기 때문이다(Ritter, 2006). 여성이 결혼을 통해 남편에 충성하는 것

이 남편의 국가에 한 충성으로 이어지는 것도 동일한 원칙에 바탕을 둔다. 

  따라서 1907년 국 이탈법이 통과되기  19세기에 강력하게 작동했던 ‘아내

의 지 ’ 원칙은 이미 미국 내 여성의 결혼지 를 정의하는 핵심이었다. 단지 

‘아내의 지 ’ 원칙이 국제결혼에서는 외 으로 완 하게 용되고 있지 않았

을 뿐이었다. 1907년 국 이탈법은 이미 미국 내에서 시민들간의 결혼 계에 보

편 으로 용되고 있던 미국 습법 상 ‘아내의 지 ’를 국제결혼 계에까지 

확 시킨 것이었다. 

  정리하면, 1907년 국 이탈법은 1855년 귀화법이 확립한 가부장  부계 통주

의와 ‘가정일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확   강화시켰다. 1907년 국 이탈

법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의 시민권도 할하게 됨으로써 단일하

고도 강화된 ‘아내의 지 ’ 원칙을 확립하 다. 1907년 국 이탈법은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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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습법 상 ‘아내의 지 ’ 원칙을 비단 국내결혼 계 뿐만이 아니라 국제결

혼 계에까지 확 시켜 강화하 다. 이 법은 20세기  법 으로나 사회 념

으로 약화되고 있던 ‘아내의 지 ’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 원칙을 확   강화

하 다. 이를 통해 20세기  여성의 시민권의 핵심에 여 히 가부장  결혼지

인 ‘아내의 지 ’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2) ‘아내의 지위’에 대한 맥켄지의 문제제기

  맥 지는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는 형식을 빌려 1907년 국 이탈법의 부당성

을 주장하 다. 맥 지가 헌소송을 통해 제기하고자 했던 페미니스트 쟁 은,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지 와 권리인 여성의 시민권이 결혼지 에 따라 젠더화

된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것이었다. 

  외국인 남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1907년 국 이

탈법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미국 남성에게는 용되지 않았다. 미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에게는 이미 1855년 귀화법이 용되고 있었다. 1907년 국

이탈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국 에 상 없이 국제결혼을 하는 모든 여성

이 남편의 시민권을 따르는 동일한 원칙이 용되었다. 이에 맥 지는 자신의 

결혼지 에 따라 자신의 태생  시민권이 박탈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의식

을 갖고, 이러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1907년 국 이탈법에 항했다. 

  여성의 시민권을 젠더화된 방식으로 구성하는 1907년 국 이탈법에 항하는 

방식으로 맥 지가 선택한 것은 헌소송을 통해 자신의 “명백한 동의 없이

(Mackenzie v. Hare, 239 U.S. 299)” 시민권이 박탈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맥 지는 소송에서 자신이 자발 인 국 이탈에 ‘동의’한 이 없음

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주장했다. 동시에 당사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단지 결혼

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으로부터 시민권을 박탈하는 1907년 국 이탈법이 

정당한 차에의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해 맥 지는 시민권이 일방 인 계가 아니라 

방 인 계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 다. 맥 지는 시민권이 개인과 국가의 

방  계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한쪽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이러한 방  

계가 기될 수 없다고 주장하 다(Mackenzie v. Hare, 239 U.S. 299). 

  그러나 연방 법원 재 부는 맥 지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기로 동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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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민권이 박탈되는 결과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재 부의 결에 따르

면 맥 지는 1907년 국 이탈법이 발효된 상황인 1909년에 이미 법의 “결과에 

해 인지한 상태에서 자발 으로 (결혼에) 진입한(Mackenzie v. Hare, 239 U.S. 

299)” 상태 다. 따라서 맥 지는 단순히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에만 동의한 것

이 아니라 결혼의 결과인 시민권 박탈에 해서도 동의한 것이라는 게 재 부

의 해석이었다. 

  맥 지의 결혼에의 동의를 두고 맥 지와 재 부가 이처럼 서로 다른 해석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맥 지와 재 부 모두 맥 지가 결혼에 동의했다는 

제는 공유했다. 하지만, 결혼의 결과에 해서는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동의’를 바라보는 맥 지와 재 부의 서로 다른 이 제되어 있음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의’는 기본 으로 통 인 자유주의 정치이론에서 ‘계약’을 이해하는데 핵

심이다. 따라서 ‘동의’를 바라보는 맥 지와 재 부의 의 차이를 이해하기 

해서는 ‘계약(contract)’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계약’은 기본 으로 

자유방임의 경제  질서인 ‘계약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의 자유는 계

약의 작성자이자 자유로운 시민인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페이트만, 2001). 

그 결과 계약은 이성을 제로 한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  개인들간의 자발

인 행 로서 정의된다. 이러한 바탕 에서 시민사회의 ‘개인’이 자발 으로 계

약을 맺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 의해 지배되는 것에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 

통 인 사회계약론의 이다. 이때, 통 인 사회계약론에서 실질 인 개

인들의 특성들과 동의의 특정한 주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동등한 조건 하에

서 이루어지는 개인들의 자발 이고 자율 인 표  행 가 바로 ‘계약’인 것

이다. 

  그러나 페이트만은 계약의 주체로 상정되는 ‘개인’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녀가 볼 때, 계약의 행 자로서 ‘개인’은 보편 인 범주가 아니라 특별한 범

주이다. 왜냐하면 계약의 작성자이자 자유로운 시민인 ‘개인’은 사  역에서

의 여성의 복종을 통하여 등장하기 때문이다(페이트만, 2001).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남성’인 ‘개인’이다. 

  계약의 작성자인 개인이 남성이라는 페이트만의 비 과 련, 미국의 습법

 통 한 여성을 계약 작성자인 개인의 범주에서 배제했다는 이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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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습법의 통에 따르면 여성은 계약을 체결할 능력인 계약에 ‘동의’

할 능력을 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법 인 계약을 체결하기 해서는 시민  

존재성이 제되어야 하지만, 여성은 이러한 시민  존재성을 결여하 기 때문

이다(Ritter, 2006:69). 미국 습법 상 법  존재성을 결여한 여성은 그 어떠한 

계약의 당사자도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연방 법원 재 부는 결문에서 맥 지가 결혼에 ‘동의’했고, 이것이 

곧 시민권 박탈에의 ‘동의’라고 해석하 다(Mackenzie v. Hare, 239 U.S. 299). 이 

같은 재 부의 해석은 여성이 미국 습법 통에도 불구하고 사  계약인 결

혼에 동의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되었다는 것을 보여 다. 재 부가 맥 지의 

결혼계약에의 동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재 부가 결문에서 “시민권의 

변경은 자의 으로 부과될 수 없다. 즉, 시민의 동의(concurrence)없이 부과될 수 

없다(Mackenzie v. Hare, 239 U.S. 299)”고 명시한 것에서도 간 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동의’ 없는 시민권 박탈은 부당하지만, 맥 지의 시민권 박탈은 ‘동

의’를 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 부의 이 같은 해석은 당시 미국 습법 상 여성의 계약체결 능력

이 부인되었던 것과 상반된다. 미국 습법  통에 따르면, 맥 지가 애 부

터 결혼에 ‘동의’했다고 보는 재 부의 해석은 논리 이지 않다. 하지만 재 부

는 결문에서 맥 지가 결혼으로 진입한 행 를 ‘자발 인 동의’로 보고 있는

데, 이는 곧 재 부가 결혼을 ‘계약’으로 제함을 뜻한다. 이때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여성이 어떻게 ‘결혼계약’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가가 된다. 

  여성의 결혼계약을 맺은 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이해하기 해서는 “사  계

약(Cott, 2000:101)”으로서 결혼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페이트만에 따르

면 결혼계약은 통 인 사회계약론에서 다루어지는 일반 인 사회계약과 다르

다(페이트만, 2001). 일반 인 사회계약은 남성인 개인들간에 동등한 자격을 

제로 자발 인 동의를 통해 맺어진다. 그러나 결혼계약은 남성들 간의 계약이 

아니라 여성이 당사자  하나이기 때문에 남성들 간의 시민  계와 다를 수

밖에 없다(페이트만, 2001). 

  페이트만이 볼 때, 결혼계약은 여성의 종속을 통해 계약의 작성자이자 자유로

운 시민인 남성 ‘개인’을 보장하기 한 수단이다. 그 기 때문에 여성은 완

한 ‘개인’으로서 결혼계약에 진입할 수 없다(페이트만, 2001:254). 커버도 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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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듯이, 여성은 이미 결혼에 묶여 남편에 한 의무에 묶인 채로 사회 계약

에 진입하는 것이다(Kerber, 1995:20). 여성은 남성과 달리 ‘계약’에 ‘동의’할 수 

있는 완 한 ‘개인’이 아니었다.

  미국 습법  통에 따르면 여성은 ‘계약’에 ‘동의’할 수 있는 ‘개인’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결혼에 동의할 수 있다고 본 재 부의 해석은 분명 모

순 이다. 이러한 모순을 이해하기 해서는 어거스틴-아담스(Augustine-Adams)

의 논의도 유용하다. 어거스틴-아담스는 미국의 시민  정체성을 구성하는 자유

주의 민주주의  계를 지 하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여성의 시민권이 

철 하게 자유주의  민주주의 통 안에서 다루어졌음을 언 한다

(Augustine-Adams, 2002). 

  일반 으로 통 인 자유주의 정치 이론에서 ‘개인’은 충분히 고지 받은

(informed) 정보(knowledge)를 근거로 합리 인 선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의(consent)’를 표시한다. 이러한 통  자유주의 정치 이론에서 여성은 결혼에 

진입하기  충분한 사실을 고지 받고, 결혼에 따른 결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합

리 이고 자율 으로 결혼계약을 체결하는 자율 인 존재로 다루어졌다

(Augustine-Adams, 2002:8). 여성은 고지된 사실에 근거하여 자발 으로 동의함으

로써 그 결과에도 자발 으로 동의한 것이다. 이 같은 은 맥 지가 자발

으로 결혼에 ‘동의’했으며, 그 결과인 시민권 박탈에도 동의했다고 본 연방 법

원의 해석51)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결혼에의 ‘동의’를 바라보는 맥 지의 은 달랐다. 맥 지는 자신

이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시민권 박탈이라는 결과에 

동의한 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Mackenzie v. Hare, 239 U.S. 299). 자신의 

동의는 ‘결혼에의 동의’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자신은 결코 결혼의 결과인 시민

권 박탈에는 동의한 이 없다는 것이 맥 지의 주장이었다. 

51) 여성의 결혼에의 동의를 바라보는 당시 미국 정부의 시각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20세기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출신의 성매매 여성들이 포주인 미국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결혼을 통해 미국 귀화 시민권을 획득하여 안정 인 체류를 보장하려는 의도

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성매매 여성이 포주인 미국 남성과 결혼하는 계약에 동의한 

것은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고 보았다. 당시 미국 정부는 성매매 여성은 자발 으로 스스

로 결혼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성매매 여성의 결혼에의 동의는 포주인 남성에 의한 강

압과 사기와 얽 있다고 보았다(Cott, 2000:148). 그러나 이와 조 으로 미국 정부는 외

국인 남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들이 모두 ‘자발 ’으로 결혼에 ‘동의’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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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은 여성이 자발 으로 동의한 계약으로서 결혼이 

여성에게 종속 인 결혼지 를 부여하는 계약이라는 것이다. 결혼을 통해 여성

은 남성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고, 여성의 법  정체성이 남성에게 흡수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결혼은 여성에게 ‘아내의 지 ’를 부여하는 불평등한 계약

이다. 그 기 때문에 여성이 자신에게 종속 인 ‘아내의 지 ’를 부여하는 결혼

계약에 자발 으로 동의한다는 논리는 합리 이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성은 언제나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보겔(Vogel)에 따르

면, 통 으로 결혼이 계약의 일종으로 여겨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여성

이 남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상은 모순으로 여겨지지 않았다(Vogel, 1994). 

근  시민사회에서 여성은 자발 으로 계약인 결혼에 ‘동의’하고, 결혼에 따른 

종속 인 결혼지 인 ‘아내의 지 ’를 부여받는 것을 자발 으로 선택한다고 여

겨졌던 것이다. 이는 19세기와 20세기  자유주의 정치 이론의 ‘동의’ 개념이 

결혼지 에 종속 인 여성의 시민권을 정당화하기 해 사용되었다고 보는 어

거스틴-아담스의 논의에서도 확인된다(Augustine-Adams, 2002). 

  맥 지와 재 부가 동일한 자유주의 정치 이론의 ‘동의’의 개념을 사용했음에

도 불구하고, 이처럼 서로 다른 해석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동의’ 개

념에 한 재 부의 가부장  해석에 있다. 재 부는 맥 지의 결혼에의 동의를 

단순히 결혼에의 동의로만 해석하지 않았다. 재 부는 가부장주의 논리에 따라 

맥 지의 결혼에의 동의를 결혼의 결과인 ‘아내의 지 ’에의 동의로 해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 부는 결문에서 맥 지가 결혼에 자발 으로 진

입했기 때문에, 결혼의 결과인 시민권 박탈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언 했다. 그

러나 결혼을 통한 시민권 박탈은 여성의 법  정체성이 남편에게 흡수된다는 

‘아내의 지 ’ 원칙에 근거한 결과이다. 여성의 결혼에의 동의는 ‘아내의 지 ’

에의 동의이므로, ‘아내의 지 ’로 인한 결과에의 동의와도 같다. 맥 지의 결혼

에의 동의에 한 재 부의 해석도 이러한 가부장주의 논리를 따른 결과 다고 

풀이된다. 다시 말해, 재 부는 맥 지가 결혼에 동의한 것을 ‘아내의 지 ’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맥 지가 ‘아내의 지 ’의 결과인 시민권 박탈에도 동의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요약하면, 결혼을 통한 시민권 박탈에 한 맥 지와 재 부의 립되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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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 인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동의’ 개념에 한 다른 해석에 기인하 다. 

맥 지는 자신의 ‘동의’가 명백하게 ‘결혼에의 동의’ 다고 주장함으로써 재 부

의 해석에 문제를 제기하 다. 결혼에 한 자신의 동의를 시민권 박탈에의 동

의로 재 부가 잘못 해석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재 부는 맥 지의 결혼

에의 동의를 시민권 박탈에의 동의로 해석하 다. 재 부의 이러한 해석에는 여

성의 결혼에의 동의를 ‘아내의 지 ’에의 동의로 보는 가부장주의  논리가 

제되어 있었다. 재 부는 여성이 결혼에 자발 으로 동의함으로써 결혼의 결과

인 ‘아내의 지 ’에도 동의한다고 보는 통 인 사회계약론의 을 바탕으로 

맥 지의 ‘동의’를 해석했던 것이다. 

  이는 곧 통 인 자유주의 정치 이론의 ‘개인’이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결

혼계약에서만큼은 여성이 ‘개인’으로 간주되고, 계약에 ‘동의’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모순의 형 인 이기도 하다. 이때 ‘동의’ 개념이 다르게 해석된 맥락

의 핵심에는 ‘아내의 지 ’가 있었다. 맥 지는 자신의 ‘결혼에의 동의’가 시민

권 박탈에의 동의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모순에 문제를 제기했다. 맥

지는 자신의 결혼에의 동의가 재 부에 의해 ‘아내의 지 ’에의 동의로 해석

되는 것을 부당하다고 인식하 다. 그리고 헌소송을 통해 자신의 결혼에의 동

의를 시민권 박탈에의 동의로 잘못 해석하는 가부장  논리와 그 핵심인 ‘아내

의 지 ’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2.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에의 저항

1) 젠더화된 참정권에의 저항

  맥 지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시민권이 박탈당한 것에 

항하고, 1907년 국 이탈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참정권 주장의 형

식을 빌렸다. 맥 지는 실제로는 1909년에 결혼과 동시에 시민권을 박탈당했음

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3년 이상이 흐른 1913년에야 헌소송을 제기했다. 

1913년은 맥 지가 유권자 등록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해이기도 했다.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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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거부당한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시민권 박탈을 인지한 맥 지에게 있어

서 참정권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지 와 권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다. 

  그러나 1913년 당시 맥 지가 미국 시민권의 핵심으로 여겼던 참정권은 모든 

여성에게 보편 으로 주어지는 시민  권리가 아니었다. 1920년 수정헌법 제19

조가 통과되기 까지 여성 참정권은 소수의 주에서 보편 으로 인정되거나 일

부 주에서 제한 으로만 인정되는 정치  권리 다(Flexner & Fitpatrick, 1996; 

Woloch, 2006). 그러나 맥 지는 자신의 시민권의 핵심으로서 참정권을 요구했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참정권을 시민권의 핵심으로 여겼던 것은 흔히 투표권

으로 이해되는 참정권이 완 한 시민권의 상징이자 도구로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

이다. 슈클러도 지 했듯이, “투표권(vote)은 언제나 사회의 완 한 성원권(full 

membership)의 증명서(Shklar, 1995:2)” 다. 당시 여성들에게 투표권으로 이해되었

던 정치  권리인 참정권은 남성과 동등한 완 한 시민  권리를 상징했다. 

  공/사 구분에 따르면 정치 역으로서 공  역은 여성이 배제된 역이다. 

정치  권리를 갖지 못한 여성은 사  역인 가정에 속한다는 것이 통 인 

공/사 구분의 논리 다. 따라서 여성들이 사  역인 가정에만 머무는 한 여성

들은 원히 ‘2등 시민’으로서만 존재할 것이라는 인식이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

에 의해 공유되었다. 참정권은 여성이 공  역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시민으로

서 참여할 수 있는 도구이자, 여성의 남성과 동등한 시민  지 를 상징하는 것

이었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정치  이해를 추구하고, 스스로의 시민  지 를 

높이기 한 수단이자 상승된 시민  지  그 자체를 상징하 던 것이 바로 참

정권이었다(Ritter, 2006:43).

  그러나 20세기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기존의 공/사 구분에 의한 가부장

 결혼지 를 략 으로 수용하는 방어  입장을 취했다.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주장했던 여성 참정권의 이념은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참정권이

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은 1900년 이후,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을 바탕으

로 유권자로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이 에 해 강조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여

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여성이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통해 국가에 기여

할 수 있는 을 강조하면서 모성의 완성으로서 여성 참정권을 역설했다. 이들

은 공/사 구분에 의한 성별화가 가부장  결혼과 만나 여성에게 부여하는 결혼

지 를 부인하지 않았다.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에게 있어 유권자로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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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 히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존재했다. 따라서 여성 참정권 운동은 사  

역이 아니라 공  역에서의 여성의 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했다

(Woloch, 1996). 

  18세기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표 주자이자 근  페미니즘의 출발로 일컬어

지는 울스턴크래 트는 체로 통 으로 사  역에 부여된 여성  가치들

에 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공  역에 부여된 남성  가치들에 해 높이 평

가하 다(울스턴크래 트, 2011[1792]). ‘이성’에 특별히 높은 수를 부여하고, 

‘감성’을 낮게 평가한 그녀는 이성을 찬양해야 할 상으로만 생각했다. 그녀는 

이성이 통 으로 남성  속성으로 정의되어 왔다는 사실 그 자체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성을 가진 여성이 제 로 된 교육을 받아 남성과 다

르지 않은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음을 설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여

성의 권리가 결국 통 으로 사  역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더 훌

륭히 수행하기 한 것이라고 보았다. 

  당시 20세기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이 여성 참정권을 바라보았던 방식은 

이 같은 울스턴크래 트의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들은 사  역에

서 여성에게 주어진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공  

역에서의 동등한 정치  권리를 주장했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여성을 “공

인 사람(public person)(Ritter, 2006:63)”으로 만드는데 집 했다. 그 결과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여성들이 여 히 사  역에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지

를 유지한다는 실에는 정면으로 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당시의 시  상

황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을  운동으로 만들기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었다.

  반면, 여성 참정권 운동의 기에 활발히 활동했던 진주의 여성 참정권 운

동가들은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로서 참정권을 추구했었다. 이들은 사  

역에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역할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는 결혼제도를 비 으로 바라보았다(Woloch, 

1996:207). 진주의  성향을 띤 기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여성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국가와 계를 맺는 방식에 항하 다.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통해 시민으로 인정받는 여성의 실에 항했던 이들에게 여성 참정권

은 여성이 개인으로서 직 으로 국가와 계를 맺을 수 있는 도구이자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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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하지만 기 여성 참정권 운동의 바탕이었던 진주의는 20세기 반에 

들어서면서 차 약화되었다. 여성 참정권 운동이 차 보수 인 성향을 띠게 

되고,  지지를 기반으로 여성의 차이를 강조하는 여성 참정권을 주장함에 

따라 진주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이내 사라지게 되었다.

  헌소송을 통해 ‘아내의 지 ’ 원칙에 항하고,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던 맥

지는 여러 면에서 기 참정권 운동가의 면모를 보인다. ‘아내의 지 ’라는 

여성의 결혼지 에 정면으로 도 하지 않았던 당시 주류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

과는 달리 맥 지는 ‘아내의 지 ’에 강하게 도 하 다. 당시 주류 여성 참정

권 운동가들은 공화주의  모성의 완성으로서 여성 참정권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과 조 으로 맥 지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보장받는 

시민  권리로서 참정권을 요구하 다. 맥 지는 여성을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환원하는 당시의 참정권 이념을 정면으로 반박하 던 것이다.

  당시 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성  평등과 자기표 의 이름으로 기존의 

습을 경멸하고 이에 항하면서 투쟁 인 행동에 더욱 깊은 심을 보 다(에번

스, 1998:268-269). 맥 지는 이들 진주의 페미니스트들과 달리 결혼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맥 지는 결혼제도의 바탕인 젠더구조에 강하게 

항하고, 이러한 젠더구조가 여성의 결혼지 를 구성하는 방식에 정면으로 문제

를 제기했다. 맥 지는 여성을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환원하는 주류의 젠더화된 

참정권 이념에도 도 하 다. 이러한 에 비추어 볼 때, 맥 지는 분명 가부장

 결혼에 기반을 둔 참정권에 항한 페미니스트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맥 지가 항했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젠더화된 참정권

의 한계는 1920년 이후 더욱 분명해졌다. 여성의 참정권이 보편 으로 보장된 

1920년 이후에도 여성은 완 한 정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특히 여성의 배심원 참여에의 권리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리터에 따르면, 미국의 맥락에서 완 한 정치  권리는 투표권뿐만이 아니라 

배심원으로 참여할 권리에서도 확인된다(Ritter, 2000).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

된 후, 많은 이들이 여성들도 이제 자동 으로 배심원으로 참여할 권리를 부여

받았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부분의 주는 여성에게 배심원 참여에의 권리를 

자동 으로 부여하지 않았다. 여성에게 배심원 참여에의 권리를 부여하는 과정

도 매우 느리게 개되었다. 여성에게도 배심원 참여에의 권리를 인정하는 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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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있었지만, 아이가 있거나 돌 야 할 가족이 있는 여성들은 배심원 참여자 명

단에서 제외되었다(Ritter, 2000:372). 이는 정부가 여성의 모성에의 의무를 정치

 시민권의 의무보다 우선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 다. 여성에게 참정권이 보

장된 이후에도 시민으로서 여성의 정체성은 여 히 공  역보다는 사  역

에 근거했던 것이다(Ritter, 2000:372).

  1920년 이후 여성의 참정권이 보여  이 같은 한계는 결국 ‘아내의 지 ’로 

상징되는 여성의 결혼지 가 여성 참정권의 핵심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여성 

참정권이 보편 인 시민  권리가 된 이후에도 모성에의 의무가 시민으로서 여

성의 기여로 여겨졌다는 사실은 여성의 참정권이 분명 젠더화된 참정권이었음

을 보여 다. 젠더화된 참정권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여성의 시민권은 남성의 시

민권과 다른 젠더화된 시민권이었다. 

  자신의 결혼지 의 핵심이었던 ‘아내의 지 ’에 문제를 제기하고,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환원되는 여성의 지 에 항하며 참정권을 주장했던 맥 지는 당

시의 젠더화된 참정권에 항한 페미니스트 다. “모든 페미니스트는 참정권 운

동가”이지만, “모든 참정권 운동가가 페미니스트는 아니(Woloch, 1996:222)”라는 

어느 페미니스트 여성 참정권 운동가의 발언은 페미니스트이자 여성 참정권 운

동가 던 맥 지의 사례가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잘 보여 다. 맥 지 사례는 

젠더화된 참정권, 더 나아가 젠더화된 시민권에 항한 미국 여성의 페미니스트 

항이었다.

2) 결혼지위로부터 독립적인 여성 시민권 주장 

  맥 지가 헌소송을 제기한 상이었던 1907년 국 이탈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계 통주의 원칙과 ‘가족일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확   

강화하는 효과를 가졌다. 이는 미국 습법 상 여성의 결혼지 인 ‘아내의 지 ’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여성의 시민권을 젠더화된 방식으로 구성하는 핵심이

었다.

  이때, 1907년 국 이탈법이 만들어낸 실질 인 효과는 부계 통주의 원칙과 

‘가족일치’ 원칙의 확   강화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1907년 국 이탈법의 궁

극 인 목 은 부계 통주의 원칙과 ‘가족일치’ 원칙을 통해 미국 여성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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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나는 2세들의 재생산을 억제하는 것이었다(Nicolosi, 

2001:6). 물론, 1907년 국 이탈법의 직 인 제정 목 은 1855년 귀화법의 승

계  보완을 통한 부계 통주의 원칙과 ‘가족일치’ 원칙의 확   강화 다. 

그러나 1907년 국 이탈법이 통과될 당시 미국으로의 이주가 정에 달했던 상

황과 국제결혼의 수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을 고려할 때(Bredbenner, 1998; Cott, 

2000; Ritter, 2006), 이 법이 증가하는 이주를 통제하고 외국인 남성의 2세 재생

산을 억제하는 인구통제 수단이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미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의 재생산을 억제하고, 이주를 통제하는 수단으

로서 사용되었던 1907년 국 이탈법은 당시 결혼의 생식  측면이 강조되고 있

던 상황과 무 하지 않다. 19세기 말에서 1920년  사이 시민 재생산의 도구로

서 결혼을 연구한 린제이(Lindsay)는 국가가 이 과 달리 재생산의 도구로서 결

혼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을 언 한다(Lindsay, 1998). 

  그에 따르면 당시 미국 정부의 입법가들은 가 결혼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극도로 제한하는 일련의 법들52)을 통과시켰다(Lindsay, 

1998:542). 당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가족의 경제  불안정화, 증가하는 이혼, 

감소하는 출산율, 가정 내 통 인 젠더역할의 약화라는 상황은 미국 정부로 

하여  결혼에 극 개입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주자의 수가 정에 달한 20

세기 에는 이주자 1세 뿐만 아니라 2세 의 수도 속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시민의 재생산을 증가시키고, 이주자의 재생산을 억제할 필요

성을 느 다. 그 결과 결혼은 이제 국가의 인구를 통제할 도구로서 보다 더 

생식 인 기능 측면에서 이해되기 시작하 다(Lindsay, 1998:563).

  이러한 시  배경에서 통과된 1907년 국 이탈법 역시도 여성을 ‘개인’이 

아닌 ‘재생산자’로 바라보고 있었다. 1907년 국 이탈법에 따르면 여성은 미국 

습법 상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그리고 생식  측면이 강조된 ‘재생산자’로서

만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시민권을 부여받거나 박탈당했다. 1907년 국 이탈법

이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결혼지 를 여성의 시민권의 근거로 하고 있

52) 1929년 경 미국의 29개의 주에서 지 능력이 떨어지는 자들(imbeciles, idiots)과 정신질환

자(lunatics), 정신박약인 자(feebleminded), 그리고 정신이상자(unsound mind)의 결혼을 

지하 고(Grossberg, 1985. Lindsay, 1998에서 재인용), 19개 주에서는 성병을 결혼 지의 

요건으로, 이  10개 주는 결혼등록증을 획득하기 해 건강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하 다(Vernier, 1931. Lindsay, 1998:54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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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사실은 이후 1922년에 통과되었던 개정안에서도 발견된다. 

  1922년 개정안은 미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에게 자동 으로 귀화 시

민권을 부여하던 기존의 조항을 폐지했다. 신 개정안은 이 여성들을 한 간

소화된 귀화 차를 마련했다. 새로 마련된 간소화된 귀화 차에는 미국화

(Americanization)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1922년 개정안을 옹호했던 미국

화주의자(Americanizer)들은 이러한 미국화 교육이 외국 태생의 어머니들의 동화

(assimilation)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Sapiro, 1984:13; Ritter, 2000:361).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들은 미국 남성의 2세들을 올바르게 양육

하기 해서 남편의 국가의 통과 습을 배워야 하는데, 이러한 미국화 교육

은 미국 시민의 재생산자인 외국인 아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차라는 것이다. 

한 이들은 미국화 교육을 통한 외국인 여성들의 동화를 결국 가족 체의 이

해를 보장하고 가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았다(Bredbenner, 1998:52-53). 

미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들은 오직 미국 시민의 재생산로서만 인정되

고, 귀화할 수 있었다.

  1922년 개정안에서 언 되는 귀화 차에서 드러나듯이, 여성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인식되고, 결혼지 에 근거해서만 시민으로 인정되었다. 결혼

한 여성이 오직 ‘시민의 재생산자’로서만 인정된 후에야 시민으로 포함될 수 있

었던 구조는 분명 젠더화된 구조 다. 여성들은 결코 결혼지 로부터 독립 으

로 존재할 수 없었고, 아내이자 어머니가 아닌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1855년 귀화법과 1907년 국 이탈법의 효과를 정리해보자. 이 두 법안은 ‘아

내의 지 ’ 원칙을 근거로 부계 통주의 원칙과 ‘가족일치’ 원칙을 확 하고 강

화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인구통제와 이주억제라는 정치 ⋅경제  목 도 달

성하 다. 이 두 법은 미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미국인 2세의 재생산

자로서 치시키고, 이들에게 귀화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부계 통주의를 바탕

으로 한 가부장  가정의 안정성을 꾀하 다. 이는 결국 여성이 ‘개인’이 아니

라 ‘재생산자’인 아내이자 어머니로서만 환원되는 조건에서 시민으로서의 지

와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여성은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결혼지

로부터 독립 으로 시민으로서의 지 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

  맥 지는 헌소송을 통해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고, ‘아내의 지 ’ 원칙에 문

제를 제기하는 한편 일 되게 ‘개인’으로서 여성의 시민  지 와 권리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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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맥 지는 자신의 결혼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녀가 문제를 제기했던 

상은 결혼 자체가 아닌 ‘아내의 지 ’로 상징되는 자신의 결혼지 다. 맥

지는 가부장  결혼에서 여성이 부여받는 결혼지 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

러한 결혼지 가 여성의 시민권에 핵심이라는 것에 항했다. 개인으로서 여성

이 보장받는 시민권의 핵심을 참정권이라고 본 맥 지는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참정권을 주장했다. 그리고 맥 지는 더 나아가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여성의 시민권을 주장했다. 

  한편, 맥 지의 헌소송은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을 도구로 활용하여 정치

⋅경제  목 을 달성하려고 한 정부에의 항이기도 했다. 맥 지는 부계

통주의 원칙과 ‘가족일치’ 정책을 통해 인구통제와 이주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1907년 국 이탈법의 숨겨진 의도에 맞섰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계 통주의가 아닌 양계 통주의를 시민권의 권리로서 주장했다. 국제결혼을 

한 여성에게도 독립 인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여성도 국제결혼 계에서 

출생한 2세에게 자신의 시민권을 물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맥 지는 미

국 습법 상 ‘아내의 지 ’ 원칙에는 항했지만, 2세에게 시민권을 물려  수 

있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정당한 권리는 극 으로 요구했다.

  정리하면, 맥 지는 헌소송을 통해 1907년 국 이탈법에 항하고, 여성 참

정권을 요구함으로써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에 항한 용감한 여성이었다. 동

시에 맥 지는 극 이고 강력하게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여성의 시민권을 

주장하고, 국가와 직 인 계를 맺을 권리를 주장한 페미니스트 다.

3. 소결 

  20세기  미국 습법 상 ‘아내의 지 ’를 재확인하고, 이를 확   강화한 

1907년 국 이탈법은 여성의 시민권을 젠더화된 방식으로 구성하는 법  근거

다. 이 법은 부계 통주의 원칙과 ‘가족일치’ 원칙을 완성하고, 이 원칙들을 

국제결혼에 확  용함으로써 국제결혼을 하는 모든 여성들의 시민  지 와 

권리에 향을 미쳤다. 결혼하는 여성을 재생산자로 환원하는 1907년 국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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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궁극 으로는 미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의 재생산을 억제하고 증가하

는 이주자의 인구를 통제하기 한 도구 다. 결과 으로 1907년 국 이탈법은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을 도구화하여 미국 정부의 정치 ⋅경제  목 을 달

성하는데 사용되었다. 

  맥 지는 젠더화된 시민권의 핵심에 여성의 결혼지 인 ‘아내의 지 ’가 있음

을 인식하고 헌소송을 통해 이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맥 지는 시민권의 핵심

인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는 형식을 빌려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개인으로서 

시민의 지 와 권리를 주장하 다. 맥 지는 여성이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환

원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구성된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

에 항하 다.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맥락에서 봤을 때 맥 지는 당시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주류 이념이었던 ‘아내와 어머니로서 여성의 참정권’에 항한 페미니스

트 여성 참정권 운동가 다.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사  역인 가정에

서 여성에게 주어진 ‘아내이자 어머니’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히

려 여성이 가정 내 역할을 통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을 강조했다. 이러

한 강조는 보수 인 산층 계 의 운동으로 변화하던 20세기  여성 참정권

의 흐름 속에서 불가피한 략  선택이었다. 그러나 맥 지는 이 같은 주류의 

참정권 이념을 거부했다. 맥 지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참정권’을 거

부하고 신 개인으로서 여성의 시민  권리로서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다. 이로

써 맥 지는 주류 여성 참정권 운동에 려 사라졌던 기 여성 참정권 운동의 

이념을 되살렸다.

  아내이자 어머니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여성을 주장하고, 개인으로서 여성의 

시민  권리로서 참정권을 주장한 맥 지의 항은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항

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맥 지의 헌소송이 패소로 끝나서가 아니다. 

  맥 지는 자신의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여성 참정권

을 주장했다. 이때, 맥 지는 통 인 자유주의 정치 이론의 ‘개인성’과 ‘동의’ 

개념을 통해 자신의 참정권을 주장했다. 맥 지가 당시 주류 여성 참정권 운동

진 과 달리 개인으로서 여성의 시민  권리로 참정권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

녀가 주장한 여성 참정권은 이미 젠더화된 참정권이었다. 맥 지는 1911년 캘리

포니아 주에서 모든 여성에게 보편 으로 주어진 여성 참정권을 자신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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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핵심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그녀가 요구했던 참정권은 이미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참정권’ 즉, 젠더화된 참정권이었다. 남성이 가장인 가부장  

결혼 계 내에서 여성  차이를 가진 존재로서만 권리를 갖는 여성의 시민권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녀가 구사한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동의’ 개념이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을 

구성했던 동일한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에서도 맥 지 사례의 한계가 드러난

다. 맥 지는 ‘아내의 지 ’에 문제를 제기하고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여성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그 핵심으로서 참정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녀가 요구했

던 여성 참정권은 이미 ‘울스턴크래 트의 딜 마’를 제하는 젠더화된 참정권

이었다. 여성의 가정 내 역할에 근거하여 여성에게 주어졌던 참정권은 남성의 

참정권과 동등하지 않았다. 맥 지는 스스로 이러한 ‘울스턴크래 트의 딜 마’

에 갇 있지 않은 독립 인 여성의 시민권을 주장했다고 여겼지만, 안타깝게도 

그녀가 요구한 시민권은 이미 젠더화된 시민권이었다. 맥 지 스스로도 결국엔 

‘울스턴크래 트의 딜 마’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맥 지 사례는 여 히 21세기에도 젠더화된 방식으로 구성되는 여성

의 시민권에 한 반성이자 안  시민권에 한 페미니스트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이다. 결과 으로는 젠더화된 여성 참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젠더화된 여성 

시민권을 요구했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맥 지 사례는 여 히 요한 의의를 갖

는다. 맥 지는 여성의 결혼지 에 따라 구성되는 젠더화된 여성 시민권에 한 

문제제기이자, 이후 실질 인 법제도  변화를 일으킨 계기로서 페미니스트 의

의를 갖는다. 그런 에서 맥 지 사례는 시 ⋅공간  격차를 넘어서 재에

도 울림을 갖는 페미니스트 항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결과가 갖는 함의를 다

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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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논문은 20세기  한 미국 여성의 헌소송 사례를 통해 당시 여성의 시

민권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무엇을 핵심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

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결과는 1907년 국 이탈법에 한 평가이다. 1907년 국 이탈법

은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모든 미국 여성의 시민권을 박탈하 는데, 이는 미

국 습법 상 ‘아내의 지 ’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아내의 지 ’ 원칙은 

결혼을 통해 아내의 법  정체성이 남편에게로 흡수된다는 원칙으로서, 가부장

 결혼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결혼지 를 의미했다. 이러한 ‘아내의 지 ’ 원

칙을 바탕으로 고안된 1907년 국 이탈법은 1855년 귀화법이 확립한 부계 통

주의 원칙과 ‘가족일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확   강화하 다. 동시에 

1907년 국 이탈법은 당시 정에 다른 이주자의 수  증가와 미국 여성과 외

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나는 2세의 재생산을 억제하기 한 수단으

로 활용되기도 하 다.

  다음은 1907년 국 이탈법에 정면으로 맞서 헌소송을 제기한 미국 여성 에

델 맥 지에 한 평가이다. 맥 지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미국 여성으로, 

1907년 국 이탈법의 용에 따라 결혼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박탈당하 다. 

맥 지는 1907년 국 이탈법이 자신의 동의 없이 시민권을 박탈하 기에 정당

한 차 없이 시민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 따라서 1907년 국 이탈법

은 ‘정당한 차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배되므로 

헌이며, 자신의 시민권 박탈도 부당하다고 주장하 다. 맥 지는 소송에서 자신

이 결혼 후에도 미국 시민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자신의 시민  권리로서 참정

권을 요구하 다. 

  그러나 연방 법원까지 올라간 본 헌소송에서 맥 지는 안타깝게도 패소하

다. 연방 법원 재 부는 1907년 국 이탈법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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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시민권을 박탈당한 맥 지는 더 이상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결하 다. 

재 부에 따르면 외국인과 결혼하기  미국 시민이었던 맥 지는 1907년 국

이탈법이 발효된 이후 자발 으로 외국인과 결혼하 으므로 결혼과 동시에 자

발 으로 국 을 이탈하 다.

  그러나 맥 지 사례는 단순히 1907년 국 이탈법에 항하여 참정권을 되찾

고자 한 미국 여성의 사례에만 그치지 않는다. 에델 맥 지의 헌소송에서 발

견되는 페미니스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맥 지는 1907년 국 이탈법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 법이 근거로 했

던 여성의 결혼지 에 문제를 제기하 다. 미국 습법 상 ‘아내의 지

(coverture)’ 원칙으로 이해되는 당시 미국 여성의 결혼지 는 1907년 국 이탈법

의 핵심 근거 다. ‘아내의 지 ’ 원칙에 근거하여 부계 통주의 원칙과 ‘가족일

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확   강화한 1907년 국 이탈법은 미국 여성의 

시민권을 젠더화하는 도구 다. 맥 지는 이러한 젠더화된 여성의 시민권의 근

거 던 ‘아내의 지 ’ 원칙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고유한 태생  시민권을 

주장함으로써 이에 항하 다.

  둘째, 자신의 시민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참정권을 요구했던 맥 지는 페미

니스트 여성 참정권 운동가 다. 20세기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은 산층 

심의 보수 인 운동으로 변모하는 동시에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참정권

을 핵심 이념으로 삼았다.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여성 

참정권은 가부장  결혼이 사  역에서 여성에게 부여하는 결혼지 를 략

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은 여성의 결혼지 인 

‘아내의 지 ’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맥 지는 ‘아내의 지 ’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아내이자 어머니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참정권을 요구하

다. 한 맥 지는 자신의 참정권을 주장함으로써 참정권을 핵심으로 하는 여성

의 시민권으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었다.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성’의 참정권

을 거부하고, 개인의 시민권의 핵심으로서 참정권을 요구한 맥 지는 여성의 결

혼지 에 도 하고 개인으로서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 던 페미니스트 참정권 

운동가 다.

  셋째, 맥 지는 헌소송을 통해 1907년 국 이탈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

권의 핵심으로서 참정권을 요구함으로써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에 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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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여성의 시민권을 주장하 다. 백인이었던 남편을 통해 

미국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었던 맥 지는 이를 거부하고 직  시민권을 요구

하는 법  투쟁을 개하 다. 맥 지는 1907년 국 이탈법에 의해 남성 시민의 

아내이자 남성 시민의 2세를 양육할 어머니로서만 인정받는 여성의 시민  지

에 항하고, 국가의 정치 ⋅경제  목 을 한 수단으로 희생되는 여성의 

시민권을 거부하 다. 맥 지는 참정권 요구를 통해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개인인 여성의 시민권을 주장한 페미니스트이자 여성 참정권 운동가 다. 

  헌소송을 통해 여성의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시민권을 주장한 맥 지의 

투쟁은 단순히 개인만의 투쟁은 아니었다. 비록 맥 지가 홀로 헌소송을 제기

하고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 지만, 그녀가 제기한 문제의식은 당시의 모든 여성

들을 표하는 보편 인 것이었다. 맥 지는 여성이라면 구나 보편 으로 부

여받는 결혼지 로서 ‘아내의 지 ’에 도 하 고, 이것은 맥 지 자신뿐만 아

니라 동일한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들의 입장까지도 변하는 성격을 지녔다. 

맥 지가 시간과 돈이 상당히 요구되는 헌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좋은 교육을 받은 산층 백인 여성으로서 맥 지가 갖는 유리한 경제 ⋅사회

 조건들이 있었다. 맥 지는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백인성의 가

치((Roediger, 1991. Nicolosi, 2001:3에서 재인용)”를 통해 헌소송을 제기하 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달하고자 하 다. 따라서 

맥 지의 헌소송은 ‘아내의 지 ’에 문제제기하고 참정권을 주장함으로써, 맥

지 자신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여성들의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시민권을 

획득하기 한 보편 인 페미니스트 문제제기 다. 

 

2. 연구결과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논문에서 다룬 맥 지 사례가 갖는 이론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맥 지는 통 인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동의’ 개념이 방  계인 시민권에 



20세기  미국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과 결혼지

- 112 -

핵심이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에서 요한 의의를 갖는다. 맥 지를 포함한 당

시의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여성의 시민권의 핵심으로 참정권을 주장하면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개인’으로 보았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통 인 사

회계약론에서 계약에의 동의를 통해 동등하게 국가와 계를 맺는 개인의 범주

에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때, 여성 참정권은 여성이 

‘개인’으로서 국가와 계를 맺는 도구이자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맥 지로 표되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통 인 자유주의 정치 

이론에서 합리  선택을 할 것으로 기 되는 자율  개인이 ‘남성’이라는 을 

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들은 근  시민사회에서 시민권을 구성하는 이

론  근거 던 통 인 사회계약론이 상정하는 자율  개인이 실은 남성  개

인이었다는 을 간과했다. 여성은 근  시민사회에서 결코 ‘개인’으로 여겨지

지 않았고, 계약에 자발 으로 동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은 당시 연방 법원 재 부로 변되는 가부장주의자들의 기본 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맥 지는 이 을 간과했고, 결국 재 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었다. 

재 부가 맥 지의 결혼에의 동의를 ‘아내의 지 ’에의 동의로 해석했기 때문에 

맥 지의 시민권 박탈은 당연한 결과 다. 

  맥 지 사례의 이론  함의는 맥 지의 문제제기가 근  시민사회에서 시민

권을 구성하는 이론  근거 던 자유주의 정치이론과 사회계약론의 모순을 드

러내는 계기 다는 에 있다. 당시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여성을 남성과 동

등한 ‘개인’으로 보고, 국가와 계를 맺는 수단으로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 참정권 운동의 이론  근거 던 자유주의 정치이론에서의 ‘개인’은 

철 하게 ‘남성  개인’이었다.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자유주의 정치이론과 

사회계약론이 근  시민사회의 이론  바탕인 동시에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

을 구성하는 근거 음을 간과했던 것이다. 

  이것은 근  시민사회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왜 여 히 ‘2등 

시민’으로 남아야만 했는지를 설명해주는 요한 이론  단서이다. 근  시민사

회에서 여성이 국가와 계를 맺을 수 있는 ‘개인’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사실

은 여성의 시민권이 남성의 그것과 동등하지 않음을 뜻한다. 여성의 시민  지

는 결혼계약의 모순을 함축하는 ‘아내의 지 ’에 바탕을 둔 것으로, 남성의 

시민  지 와 같지 않았다. 남성은 근  시민사회의 개인이자 시민이었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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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여성은 결혼지 에 근거하여 결코 ‘개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맥 지 사례는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과 결혼지 의 계를 이해

하는 이론  실마리가 통 인 자유주의 정치이론에서의 ‘개인’과 ‘동의’ 개념

이라는 것을 보여 다는 에서 그 이론  함의가 크다. 이러한 이론  함의는 

신자유주의의 향력이 극 화되고 있는  시민사회에서 여성의 시민권 논

의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해 단서를 마련해 다. 더 나아가 이것은 

사회권으로서 시민권이 핵심으로 떠오르는  시민사회에서 안  시민권에 

한 페미니스트 논의에 있어서도 큰 자원이 될 것이다.

2) 미국 여성운동에의 함의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맥 지 투쟁의 의의로 본다면, 당시의 주류 참정권 운

동이 가졌던 략과 상당한 차이가 발견할 수 있다. 맥 지 투쟁은 개인으로서 

여성을 강조한 페미니스트 투쟁이었다. 당시 주류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은 반  

세력에 맞서기 해 방어 으로 여성의 가부장  결혼지 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고, 략 으로 여성을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치시켰다. 이것은 여성

이 참정권을 수단으로 국가와 직 인 계를 맺지 않고, 결혼과 가정을 통해

서만 국가와 계를 맺을 수 있음을 뜻했다. 그러나 맥 지는 결혼한 여성일지

라도 국가와 직 으로 계를 맺어야 함을 주장했다. 맥 지에게 여성 참정권

은 개인으로서 여성이 국가와 직  계를 맺는데 필요한 수단이었다. 

  맥 지의 투쟁은 실패로 비록 끝났지만, 1922년과 1931년에 개정안들이 통과

되고, 1934년에 비로소 결혼지 로부터 완 히 독립 인 여성의 시민권이 완성

되기까지 맥 지의 투쟁은 이 모든 변화의 출발이자 원동력이었다(Nicolosi, 

2001:16). 여성 참정권 운동으로서 맥 지 사례는 실질 인 법제도  변화를 일

으킨 운동의 계기 다는 에서 페미니스트 투쟁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한 맥 지 사례는 이후에 개된 미국 여성운동의 큰 틀에서도 요한 함

의를 갖는다. 1920년에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된 이후, 미국 여성운동가들은 

당시 LWV와 NWP를 심으로 여성의 완 한 시민  지 를 쟁취하기 한 운

동을 개했다. LWV는 참정권을 가진 여성이란 반드시 개인으로서 투표권을 

통해 국가와 직 으로 계를 갖는 시민이어야 한다고 보고(에번스, 1998:295), 



20세기  미국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과 결혼지

- 114 -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다. LWV의 이러한 은 앞서 맥 지가 헌소송을 통

해 주장했던 바 다. 당시 주류 여성 참정권 운동의 이념에 도 했던 맥 지의 

주장은 당시로선 비주류에 가까운 진 인 것이었다. 하지만 1920년에 이르러

서 맥 지의 주장은 LWV의 운동을 통해 비로소 더욱 확 된 이념으로 되살아

났다. 기존의 주류 여성 참정권 운동의 핵심이었던 여성 참정권의 이념이 1920

년 이후 변화하기 시작한 배경의 심에는 맥 지의 투쟁이 있었다.

  한편, 여성의 법제도  차별의 종식에 을 맞추었던 NWP는 1921년 주별

로 평등권 법안(Equal Rights Bills)운동을 개해나갔다. 그리고 1923년에는 평등

권 수정 조항(Equal Rights Amendment: 이하 ERA)에 한 연방의회의 청문회를 

확보하기도 했다. “남성과 여성은 미국과 미국의 할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서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여야 한다(Cott, 1987. 에번스, 1998:295-296에서 재인

용)”고 선언하는 ERA는 이후 1940년 를 거쳐 1970년  이르기까지 미국 여성

운동을 통하는 주요 의제가 되었다. 

  ERA는 여성에 한 법  차별을 종식시키려는 페미니스트 입법안의 표  

로서, 1907년 국 이탈법에 도 한 맥 지의 투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여성

의 불완 한 ‘2등 시민’으로서의 지 를 법제도  변화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페미니스트 투쟁이라는 에서 맥 지의 헌소송과 ERA 운동은 매우 닮아있

다. 이를 두고 여성운동이 여성의 법제도  차별에만 을 맞춤으로써 페미니

즘의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평가하는 입장도 있다(에번스, 1998:295). 이는 ERA

의 의회 비 이 매번 실패하고, 특히 1982년의 비  실패가 이후 미국 페미니즘

의 후퇴의 출발이 되었다는 을 바탕으로 한 평가일 것이다. 결과 으로 맥

지 사례가 법 으로 실패한 투쟁이며, 게다가 패소 이후 남편 고든 맥 지가 아

내의 시민권을 되찾아 주기 해 귀화 신청을 했다는53) 에서도 이것을 여성

의 젠더화된 시민권에 문제를 제기한 선에서 그친 실패한 항으로 평가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제도  젠더불평등에 도 한 맥 지의 투쟁은 실패하지 않았다. 맥

지의 투쟁은 이후 미국 여성운동에 분명한 자극이 되었고, 이후 미국 여성의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시민권이 법제도 으로 보장되는 계기 다. 이 작은 

53) 뉴욕타임즈(NYT) 1916년 3월 9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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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투쟁이 미국 여성의 독립 인 시민권 보장이라는 더 큰 변화를 이끌어

낸 원동력이 되었다는 에 맥 지 사례의 궁극 인 의의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성 평등권의 법  보장을 요구하는 ERA 운동은 결코 실

패한 것이 아니라 20세기 미국 여성운동이 젠더불평등에 끊임없이 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서 의미가 있다. ERA를 미국 수정헌법의 28번째 조항으로 채

택하기 한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은 2012년 재에도 진행 이다.54) 법제도  

젠더불평등을 종식시키려는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은 맥 지의 투쟁으로부터 약 

한 세기가 지난 지 에도 여 히 활발하다. 법제도  젠더불평등에 한 페미니

스트 도 은 페미니즘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정신을 이

어가는 구체 이고 실천 인 운동인 것이다.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의 법  근

거 던 1907년 국 이탈법에 도 한 맥 지의 투쟁은 법제도  젠더불평등에 

도 하는 페미니스트 운동의 변함없는 요성을 일깨워 다. 

3) 한국사회에의 함의

  본 논문은 한국의 국 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에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국

제결혼이 여 히 사회문화  수 과 일상  수 에서 부계 통주의를 바탕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을 문제라고 의식한 데에서 출발하 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에서 국제결혼을 한 여성의 시민권이 부계 통주의에 기반을 둔 가부장  결혼

지 를 심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으로 발 하 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록 미국의 사례를 다루었지만, 궁극 으로는 한국 사회에 한 함

의를 갖고자 했던 면이 크다.

  비록 2012년 재 한국에서 법 ⋅제도 인 부계 통주의 원칙은 사라졌지만, 

비제도 ⋅사회문화 인 부계 통주의 원칙은 여 히 우리의 일상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 국제결혼이 부계 통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부장  결혼이며, 국

54) 1923년에 처음 소개된 ERA는 1972년 의회에서 35개 주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ERA를 

미국 헌법의 수정조항으로 비 하기 해서는 3개 주의 승인이 더 필요했다. 1982년에 

 다시 비 에 실패한 이후 ERA는 2012년 재에도 미국 수정헌법으로 채택되지 않은 

상태이다. ERA를 미국 수정헌법 제28조로 만들기 한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로는 1984

년 설립된 앨리스폴인스티튜트(Alice Paul Institute)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앨리스폴인스

티튜트의 홈페에지(http://www.equalrightsamendment.org) 참조. 



20세기  미국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과 결혼지

- 116 -

제결혼의 당사자들의 시민권이 젠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는 에서 문제

이다55). 그 결과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들의 결혼지 는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

을 구성하는 핵심에 있다. 

  과거 국제결혼을 하는 미국 여성의 시민권을 남성으로부터 생되는 것으로 

만들었던 1907년 국 이탈법은 한국의 1997년 개정  국 법을 떠올리게 한다. 

미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에게는 결혼과 동시에 미국 귀화 시민권을 

부여하고,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미국 여성의 시민권을 결혼과 동시에 박탈했

던 1907년 국 이탈법은 철 하게 부계 통주의 원칙을 따랐다. 이 법은 국제결

혼을 하는 당사자의 시민권뿐만이 아니라 이들의 2세의 시민권도 부계 통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미국 시민인 남성만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

을 물려  수 있었던 반면, 국제결혼을 한 미국 여성은 자녀에게 자신의 미국 

시민권을 물려  수가 없었다. 

  헌소송을 통해 1907년 국 이탈법에 문제를 제기한 맥 지는 국제결혼에 

용되는 이러한 부계 통주의 원칙이 부당하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근거

하여 1907년 국 이탈법이 헌법에 배된다고 보았다. 맥 지는 부계 통주의가 

젠더 차별 으로 여성의 시민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고, 이에 항한 것이다. 

맥 지의 이러한 항은 과거 국  취득에서 부계 통만을 인정했던 한국의 국

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남녀평등 원칙에 배될 뿐만 아니라, 유엔여성차별

철폐 약(CEDAW)에도 배된다는 국내외의 지 을 떠올리게 한다(황정미, 

2011). 

  에델 맥 지의 법  투쟁은 이후 1907년 국 이탈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계

기이자 원동력이 되었다. 인종  자격요건 조항을 여 히 유지하기는 했지만, 

국제결혼을 통한 자동 인 시민권 박탈 조항을 제거한 1922년 개정안은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여성의 시민권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었다. 이후 1931년 

55) 그 로, 국제결혼의 당사자들 에서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 여성

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들보다 정부와 학계의 심을 으로 더 많이 받는 상이 

된다. 그 결과 재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분명 모든 국제결혼으로 구성된 가정을 

상으로 한다기보다는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만을 상으

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 이주자의 시민권 이슈와 련하여서도 학계의 

심은 상 으로 노동이주자보다는 결혼이주자에게 더 집 되고, 결혼이주자 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더 많은 심이 집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여성과 이들의 외국

인 남편들은 정부 정책과 학계의 심에서 배제되고 주변화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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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 개정안에서 이러한 인종  자격요건 조항이 사라지고, 1934년 이후에 

비로소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여성의 시민권이 완성되었다. 법제도 으로는 

기존의 부계 통주의가 사라지고, 부모양계 통주의가 보장된 것이다. 

  본 연구는 부계 통주의의 법  근거에 도 하여 마침내 변화를 이끌어 낸 

맥 지 사례를 통해 한국의 부계 통주의 원칙의 법 ⋅제도  역사를 뒤돌아

보고 반성하고자 하 다. 동시에 재 한국 사회에서 법 ⋅제도  부계 통주

의 원칙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잔존하여 여 히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을 구성하고 있는 실을 문제 삼고자 하 다. 이러한 의도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맥 지 사례를 통해 결혼지 로부터 독립 인 여성의 시민권이 무엇

을 통해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에서 의

의가 있다. 

  맥 지 사례를 통해 발견된 연구결과는 한국에서 앞으로의 여성 시민권 논의

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해서도 실마리를 제공한다. 재 한국의 

여성 시민권 논의가 속하게 변화하는 실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지 한 바 있다. 이때,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의 핵심에 결혼지 가 있음

을 보여  본 연구는 앞으로의 한국의 여성 시민권 논의에 유용한 자원이 될 

것으로 기 된다. 

  앞서 본 연구는 20세기  국제결혼을 한 미국 여성의 시민권이 비가시화되

었던 특성을 지 하 다. 이는 지 까지 한국 남성과 이들과 결혼한 외국인 여

성으로 이루어진 국제결혼 가정에만 치 되었던 정부와 학계의 심이 이제는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함축한다. 따라서 정부와 학계의 심은 이제 그

동안 소외되고 주변화 되었던 한국 여성과 그들의 외국인 남편에게로 확 되어

야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후속과제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인종  계의 역사가 오래된 다인종 사회이며, 종교 으

로는 기독교에 기반을 둔 국가 정체성을 심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이러한 미

국 고유의 역사 ⋅사회문화  맥락은 미국의 가부장  결혼의 형성과 발 에 

큰 향을 미쳤다. 이와 더불어 노 제도, 남북 쟁, 노 해방과 인종간결혼 지

법(Anti-miscegenation Law)56) 등의 경험은 미국만의 고유한 시민권 개념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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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따라서 본 논문을 발 삼아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후속 과제는 미국 여성의 

젠더화된 시민권을 다루면서 와 같은 미국 사회 고유의 다양한 역사 ⋅사회

문화  요소들을 더욱 극 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

성의 결혼지 가 아닌 다른 시민  자질(노동, 덕성 등)을 근거로 하는 안  

시민권에 한 페미니스트 고민도 본 논문의 후속 과제로 남긴다. 

56) 미국에서 17세기 반 처음 등장한 이 법은 백인과 흑인 간의 성  행   결혼을 처

벌하기 해 고안된 법으로, 1967년 미국 연방 법원의 헌 결(Loving v. Virginia, 388 

U.S. 1)이 있기까지 미국 사회 내 인종  계를 지탱하는 데 요한 법  도구 역할을 

하 다. 각 주마다 세부 조항은 달랐지만 공통 으로는 백인과 흑인의 성  행 와 결혼

을 처벌하 고, 벌 형에서 징역형까지 처벌 형식도 다양했다. 노 제도가 폐지된 이후 

사라지지 않고 잔존하다가 20세기  증가하는 이주의 물결을 배경으로 더욱 다양한 범

의 인종들을 용 상으로 포함시키면서 그 용 범 가 확 되었다. 이후 1967년 연

방 법원의 헌 결 이후 인종간 결혼 지 조항은 각 주에서 차로 삭제되어 나갔고 

마침내 모든 주에서 사라지게 되었다(Pasco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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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erican Women’s Gendered Citizenship and

Marital Status in The Twentieth Century

― The Case of Ethel Cooper Mackenzie ―

HONG, Jeongah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rriage as a social institution has always been critical in shaping female citizens’ 

entitlements and obligations. Given this history of marriage,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women’s marital status within patriarchal marriages 

and their citizenship.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 between gendered citizenship 

of women and their marital status through the lens of a U.S. Supreme Court cas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Ethel Cooper Mackenzie, an American woman who was 

married to a British man, was deprived of her U.S. citizenship because of her 

marriage to a foreign man. Sh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Expatriation Act of 1907, 

arguing that this act violated the 14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She also 

argued that her right to vote, one of her basic civil rights, should be granted as her 

U.S. citizenship was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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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patriation Act of 1907 deprived American women of their citizenship 

because of their marriages to foreign men based on ‘coverture’, a common law 

principle. This common law principle meant that a married woman’s legal identity 

was subsumed under her husband’s identity through patriarchal marriage. The 

Expatriation Act of 1907 extended and reinforced previous principles the 

Naturalization Act of 1855 had established. The Expatriation Act acknowledged the 

paternal line only in jus sanguinis and complete ‘family unity’ where a male citizen 

was the head of family. It also focused on control of reproduction between 

American women and foreign men.

    Mackenzie argued deprivation of her citizenship was invalid since the 

Expatriation Act was unconstitutional and she asserted her right to vote as her civil 

right. However, she lost her case.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legitimacy of 

the Expatriation Act of 1907 and ruled that Mackenzie was no longer a U.S. 

citizen. According to the court’s statement, Mackenzie had voluntarily entered 

marriage to a foreign man after the Expatriation Act of 1907 had taken effect. Since 

the court ruled the Expatriation Act was constitutional, Mackenzie’s deprivation of 

U.S. citizenship was valid.

    Ethel Cooper Mackenzie’s legal action, however, was not just to take back her 

right to vote. Mackenzie raised a critical question on women’s marital status that 

was the basis of the Expatriation Act of 1907 by arguing the Act was 

unconstitutional. The Expatriation Act of 1907 provided legal grounds to construct 

gendered citizenship for American women. Mackenzie resisted gendered citizenship 

of women by arguing women’s independent citizenship which was given at birth. 

    Mackenzie was a feminist suffragist who claimed women’s right to vote as a 

civil right. She claimed women’s right to vote as an individual’s civil right, while 

the mainstream suffrage movement for wome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embraced the ideology that supported women’s suffrage based on their roles as 

wives and mothers in marriage in order to stand against the anti-suffrage movement. 

This also led to a change of understanding on women’s citizenship that included 

women suffrage. Mackenzie was a feminist women’s suffragist who bra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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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d women’s marital status and claimed a woman’s right to vote as an 

individual’s civil right. Furthermore, Mackenzie argued for women’s independent 

citizenship from their marital status by challenging women’s gendered citizenship. 

She opposed the idea that women’s citizenship was to be utilized to achieve 

government’s domestic and international goals and women were to be acknowledged 

only as wives and mothers who are responsible for reproduction of a male citizen’s 

offspring. Mackenzie was a true feminist women’s suffragist who claimed women’s 

right to vote and citizenship as individuals’ civil rights independent of their marital 

status.

keywords : Expatriation Act of 1907, gendered citizenship, marital status, 

coverture, women’s suffrage 

Student Number: 2009-2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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