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학석사 학위논문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허정숙(1903-1991)의 활동과 사상에 

대한 재고찰

- 콜론타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백   숙   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허정숙(1903-1991)의 활동과 사상에 

대한 재고찰

- 콜론타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한  정  숙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여성학 전공

백  숙  현

백숙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 년  8 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 i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허정숙(1903~1991)의 삶과 이론을 재고찰하는 것을 목

적으로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러시아의 볼쉐비키 혁명가이자 마르크스

주의 여성주의자인 알렉산드라 미하일로브나 콜론타이(1872~1952)와 

허정숙의 이론을 비교 분석하였다. 1903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민족변

호사 허헌의 딸로 태어난 허정숙은 다양한 방면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

겼다. 초기에는 여성계몽운동에 힘썼으나 해외 유학 이후 식민지 조선

에서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처음부터 주도하며 대표적인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로 부상했다. 그녀는 탁월한 이론가이자 운동가로서 조선 여성을 

둘러싼 자본주의, 가부장제, 제국주의라는 삼중 억압을 돌파하고자 노

력했다. 그녀는 언론인이자 논객, 운동가로서 투쟁했지만, 직접 총을 들

고 일제와 싸운 무장 항일 혁명 투사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사회주의

와 민족주의 계열의 통일전선기관인 ‘근우회’의 핵심 리더로 활약했

으며, 광주학생운동 관련 제2차 ‘여자학생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르

기도 하였다. 1936년부터 중국에서 ‘조선독립동맹’ 소속으로 광복 

때까지 일제와 싸웠으며, 해방 이후,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했다. 이러한 

경력과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허정숙은 북한의 고위 정치

인의 자리에 올랐다. 김일성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는 종파투쟁 과정

에서 정치적 위기를 겪으며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이후 대남활동에 주

력하며 재기에 성공하였다. 허정숙은 사망 당시 북한에서 여성으로서는 

최고인민회의 최다선 대의원이자 가장 오랫동안 정치일선에 있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여성 문화상, 사법상, 최고재판

소장이라는 타이틀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듯 1991년 6월 

숙환으로 사망한 허정숙의 장례는 국장으로 거행되었다. 비록 식민지 

시기부터 추구한 여성해방과 민주주의 실현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이 선택한 체제의 한계 내에서 적지 않은 업적을 달성하였다. 이 

땅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여성운동 민족해방에 이어 사회주의 정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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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기여라는 괄목할 만한 업적을 세운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허정숙과 콜론타이의 여성주의 이론을 비교 분석하였다. 비슷

한 삶의 행보로 인해 허정숙이 ‘조선의 콜론타이’로 명명되어왔지만, 

둘의 이론이 본격적으로 함께 논의된 바 없기 때문이다. 논의는 크게

‘여성억압의 토대와 여성해방의 방법론’ ‘바람직한 여성상’, ‘성

도덕과 성애관’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비교 결과, 여성

해방의 방법론에서 허정숙이 계몽주의자의 면모를 더 많이 보이고 있음

을 발견하였다. 허정숙은 최종적으로는 사회변혁을 통해서만 진정한 여

성해방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조선의 현실은 봉건적 인습이 심각하여 

여성들의 인권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녀는 이중반

역 운동이라는 단계적인 여성운동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몽과 교육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였다. 반면, 콜론타이는 여성계

몽을 중시하기는 했지만,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논의에는 전혀 동조

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바람직한 여성상에 대해서도 두 사람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콜론타이도 여성의 감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나 허

정숙은 여성의 감정을 이론의 전면에 내세울 정도로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인간을 감정적인 존재로 파악한 허정숙의 인간관에

서 비롯된 것으로 허정숙만의 독창적인 페미니즘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성도덕과 성애관’에서 콜론타이가 철

저히 사회주의에 토대를 둔 것과 달리 허정숙에게서는 사회주의와 부르

주아적 성애관이 공존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엘렌 케이에 대한 허

정숙의 긍정적인 평가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들은 혁명정권

을 이룩한 러시아와 삼중의 억압이 혼재된 식민지 조선이라는 당대 사

회의 차이에서 기인한 면도 있다. 다른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두 사

람의 시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라는 큰 틀 안에

서 여성의 성해방과 자유, 독립성을 추구했다는 면에서 두 사람은 공통

점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두 사람 모두 여성문제의 상대적 독자

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마르크스

주의 여성해방론의 지평을 확장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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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1919년 3·1운동 이후 사회주의에 입각한 여성해방이론이 소개되

면서 한국 여성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24년 ‘조선여성동우

회’의 결성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여성권의 신

장과 남녀평등 사회의 구현을 사회주의 이념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

다.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무산 여성의 해방을 목표로 반봉건· 반

자본·반제국주의를 기치로 내세우고, 자주독립과 사회혁명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인간해방과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자 했다. 

사회혁명을 통해 성적 불평등과 억압의 종식을 꿈꾼 이들은 이와 같이 

한국 여성운동의 외연을 넓혔다. 

그러나 사회주의계열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한국 사회에

서 진보적 여성운동이 다시 부흥하기 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침체상태에 있었다. 또한 분단과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공론장과 역사

교육에서 이 논의들이 사라지면서 그에 대한 연구도 급진주의와 자유주

의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되었다.1) 

이러한 역사학계의 풍토에도 불구하고 허정숙(許貞淑, 1903~1991)

은 사회주의 연구 자체가 희박했던 1990년대 전후한 시기로부터 한국 

여성사학계의 연구대상으로 급부상했다. 식민지 조선시대부터 해방 후 

북한에서의 활약까지 약 90년간의 두드러진 인생역정과 경력 덕분이라

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허정숙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 

게다가 남한 내 금서였던 자료들이 해제되면서 북한 체제 내에서 활동

했던 그녀의 활약상이 드러나며 연구의 깊이도 더해지고 있다. 

허정숙 연구의 발전은‘역사학’을 둘러싼 학문적 패러다임의 변형을 

1) 1920년대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여성운동은 이념적으로 자유주의(민족주의 
또는 계몽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여성운
동가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여성해방을 위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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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한 한국 여성사학계의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학계 내의 여성

주의자들과 여성주의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정의에 대해 문제제기해 

왔고, 그 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학문 분야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형시켜 왔다2). 여성사가 절반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역사

가 ‘선택적 기억과 망각의 역사’임을 주장하고 역사학의 근간을 이룬 

개념과 가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온 것이다3). 또한 기존의 남성

중심 편향의 역사서술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의 행위성을 소외시키지 않

는 역사서술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 왔다. 허정숙 연구는 바로 이러한 

역사해석에 관한 관행과 역사서술의 여성 소외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

력과도 관련이 있었다. 허정숙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과

정에서 사회주의적 신념을 고수했고, 남성 상대가 이념적으로 변절하면 

바로 관계를 단절하는 등 당대 가부장적 성도덕을 뛰어넘는 인물이었

다. 또한 허정숙은 혁명가인 여성운동가를 남성혁명가의 아내나 연인이

라는 보조자의 위상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온 관행을 뛰어넘는 사례였다. 

한편, 허정숙 연구는 학계의 이데올로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

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여성에 대한 연구 자체가 금기시되던 당

시, 북한 체제 내의 최고위 정치인4)이라는 허정숙의 위상은 연구 시도 

자체가 큰 도전인 셈이었다. 전쟁과 분단체제의 고착화가 극단적으로 

이원화된 가치관을 한국 사회 전방위에 걸쳐 강요했고, 이데올로기의 

공간을 매우 협소하게 만들었으며, 역사학계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

이다. 이처럼 허정숙 연구는 한국여성사의 이념적 불균형과 한국사학계

의 남성중심성 문제 극복의 과정에서 나온 결실들인 셈이다.

이처럼 허정숙 연구는 한국여성사의 남성중심성 문제와 역사학계의 

이념적 불균형의 극복의 과정에서 나온 결실들인 셈이다. 그러나 그 동

안 이루어진 허정숙 연구의 양적‧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 

2) 조안 스콧, 1996, 송희영 옮김,「젠더, 역사분석의 유용한 범주」, 국어문학 31. 
291~326쪽.

3) 거다 러너, 2006『왜 여성사인가』, 푸른역사.
4) 북한여성 엘리트 및 북한의 여성정책과 관련해서는 윤미량, 1991, 『북한의 여성정

책』, 한울; 손봉숙 외, 1993,『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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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것은 허정숙 개인에도 해당되

지만, 한국 여성운동사와 한국 근현대사의 공백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한 세기에 가깝게 허정숙은 ‘조선의 콜론타이’라는 타이틀로 

불려 왔다. 그러나 허정숙과 콜론타이5)를 정치(精緻)하게 비교 분석한 

연구는 없다. 여러 유사한 삶의 경로와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라는 공통

점만으로 ‘조선의 콜론타이’라는 명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러한 평가가 온당한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는 허정숙 연구의 공백을 일정 부분 채우고자 

한다. 또한 허정숙을 사회주의 페미니즘 이론을 분석하되, 콜론타이6)의 

논의와 비교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허정숙의 이론을 콜론타이의 그

것과 비교분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그들 이론의 비교를 통해 두 사람의 이론가로서의 면모를 부각

시키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조선의 콜론타이’라는 명칭이 허정숙을 

규정하면서 얻게 되는 부정적인 혹은 제한적인 함의를 떨구고자 한다. 

허정숙은 식민지 조선에서 탁월한 사회주의 이론가이자 여성운동가, 민

족해방가이자 언론인이었고, 이후 중국에서 항일무장혁명가로 활약했으

5)러시아 출신의 알렉산드라 미하일로브나 콜론타이(Aleksandra Mikhailovna. 
Kollontai, 1872~1952)는 저명한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이자 여성해방 운동가였다. 
그녀는 볼셰비키 혁명 소비에트 정부의 유일한, 그리고 세계 최초의 여성 각료였으
며, 마르크스주의와 여성주의를 결합시킨 투사였다. 또한 소비에트 최초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여성국장, 세계최초의 여성대사라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6) 콜론타이의 자전적 글들은 영어와 독일어를 비롯한 여러 외국어로 출판되었다. 영
어권에서 발간된 콜론타이의 자서전과 평전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A Kollntai, 
The Autography of a Sexually Emancipated Communist Woman, edited by I. 
Fetscher, translated by S. Attancio , New York : Herder and Herder, 1971, 
Barbara Evans Clements, Bolshevik Feminist ; The Life of Aleksandra 
Kollontai, Blumington :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Barbara 
Beatrice Farnsworth, Aleksandra Kollontai : Socialism, Feminism, and 
Bolshevik Revolu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Carthy Porter, Aleksandra 
Kollontai : The Lonely Struggle of the Woman Who Defied Lenin, New 
York, The Dial Press, 1980, B. 판스워드 신민우 역,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풀빛 
1996 참조. 콜론타이의 생애와 여성해방론에 대한 국내 연구는 한정숙, 2008,「알
렉산드라 콜론타이와 여성주의:부르주아 여성주의 비판에서 사회주의적-급진적 여
성해방론으로」;2008「알렉산드라 콜론타이:여성해방과 평화를 위해 바친 사회주의
자의 삶」, 2008,『역사와 문화』;『러시아 연구』, 제18권 2호; 김은실, 2009 
「콜론타이의 여성 인권과 자유의 정치사상」,『민주주의와 인권』9(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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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해방 후 북한에서 최고위직 정치인으로 40년 넘게 활약한 인물이

다. 그러나 동시에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이란 이력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진 인물이기도 하다. ‘조선의 콜론타이’라는 명칭은 바로 이러한 

사생활 때문에 얻게 된 것이다. 이처럼 콜론타이의 실체와도 관계없이, 

‘조선의 콜론타이’라는 별칭은 허정숙의 성취를 가리고, 사생활에 집

중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 이유는 식민지 시기 콜론타이를 ‘붉은 사

랑’ 그 자체로 규정한 역사와 관련이 있다. ‘붉은 사랑’이란 ‘사회

주의식 사랑’의 다른 명칭으로, 혁명의 대의를 함께 하며 동지애를 바

탕으로 한 평등한 남녀관계에 기초한 사랑을 뜻한다. 그러나 일제와 언

론, 민족주의 진영의 여성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성적 방종’의 이미지 

덧씌우기는 사회주의식 사랑에 대한 오해를 부추겼다. ‘조선의 콜론타

이’라는 명칭은 허정숙을 성적 방종의 이미지로 규정했다. 따라서 허

정숙과 콜론타이를 이론가의 위상에서 비교하는 작업은 다른 차원의 유

사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  

둘째,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자인 허정숙과 콜론타이의 이론 비교

는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가 여성문제를 계급문제로 모두 환원한다는 

기존의 시각을 검토하는 것과 관계있다. 흔히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는 

여성 문제를 사회경제적 관계 위에 세워지는 단순한 상부구조로 취급한

다고 비판받아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들을 마르크스주의자로 규정

한 허정숙과 콜론타이 역시 위에서 제기된 비판들과 무관치 않다7). 특

히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의 정책입안자라는 면에서 그

7) 심지어 콜론타이는 자신이 페미니스트로 불리기를 꺼렸는데, 이는 당시의 “페미니
스트들”이 ‘자유주의 계열의 참정권자’라는 협의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다. 콜
론타이가 보인 행보와 주장 등은 후대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
스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로 인정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마르크스 페미니즘은 달리 분류되고 있으나 본고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기인 1920~30년대에 ‘사회주의 여성주의’가 이론으로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허정숙과 콜론타이를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로 호명하는 것이 큰 무리
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 허정숙과 콜론타이는 종종 ‘사회주의자’,‘사회
주의 여성주의자’,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마르크스주의자’ 등의 명칭이 혼
용됨을 밝힌다. 그리고 용어 사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 1960년대 이후 줄리엣 미첼, 
하이디 하트만 등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 페미니스트 집단을 
“이중체계론자”로 표현할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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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러나 과연 그들에게 위

의 비판을 일방적으로 가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제대로 살펴보아

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는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온당한지 그들의 논의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허정숙의 생애와 여성해방론 연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작업은 오늘날의 한국 여성운동의 계보에 집중한다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진보적 여성운동은 분단 이후 사회주의 운동 자

체가 금지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여성운동과 전통적

으로 단절되었다. 식민지 시기 사회주의 운동가이자 여성해방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허정숙에 대한 집중 연구는 가려진 역사의 일부를 복원

하는 것이자, 한국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시원(始元)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그녀의 삶의 궤적을 좇는 것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것이며 

그녀의 주장과 이론에 집중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의 이념적 공백을 메

우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한 작업을 통해 미래를 위한 성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논문의 출발점이자 본고의 핵심 목표이

다. 

제 2 절  이론적 배경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과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구분 논의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둘의 차이가 내용보다는 강조의 차이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 여

성해방론이 사실상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

문이다8). 오늘날 여성학 일각에서는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와 마르크스

주의적 여성주의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그 연원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엄밀한 보편성을 획득한 구분도 아니다. 이는 

8) 로즈마리 통, 2010, 『 21세기 페미니즘사상』, H.S.MEDIA, 176~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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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영미권에서 줄리엣 미첼, 엘리슨 재거 등의 이론에서 연원

한 비교적 최근의 구분일 뿐이다. 그렇더라도 일단 이 같은 구분에 따

라 논의를 전개해 보자.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베벨과 같은 

19세기 사상사들이 마련한 개념에 기초하여, 여성억압의 근본을 남녀차

별보다 계급의 차별에서 찾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여성의 억압

을 별도의 체계적인 이론을 통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

나 그들의 역사유물론과 그에 기초한 자본주의와의 동역학 분석, 노동

계급혁명이론은 여성해방운동 이론과 실천의 실제적인 자양분이 되었

다. 특히 1884년 마르크스의 초고를 바탕으로 한 엥겔스의 저작,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는 ‘사적 소유’와 ‘계급투쟁’이 

자본주의 시대의 원동력을 넘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역사유물

론’의 핵심이 담겨있다. 이 책은 사적 소유와 계급문제가 자본주의경

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국가’라는 사회제도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재생산되는지의 동역학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들은 

여성억압을 성별 보다 계급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독일의 혁명가 클라라 체트킨, 러시아 혁명가이자 이론가 콜론타이를 

위시한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자들은 이러한 논의를 자신들의 이론과 

실천의 자원으로 삼았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은 부르주아 여성들과 아

무런 공통점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자신들의 파트너를 프롤레타리아 

여성과 남성으로 상정했다. 자본주의를 주적으로 삼았던 그들은 자본주

의 체제와 사회관계가 여성억압의 주요 원인이라는 마르크스의 전제를 

따른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기초한 남녀관계가 종식되고 공산주의 

사회가 이뤄질 때, 진정한 여성해방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반면, 20세기 후반 영미권에서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자’(이하 ‘이

중체계론자’)임을 자처하는 페미니스트들은 계급차별이 여성억압의 유

일한 근본원인이라는 데 선을 그었다. 이들은 여성억압의 기원을 ‘가

부장제’에서 찾는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자신들의 논

의를 ‘이중체계론’으로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이론가들로 하이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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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만, 줄리엣 미첼, 앨리슨 재거, 소콜로프, 크리스틴 델피 등이 있는데, 

이들은 착취를 자본주의의 체제로, 그리고 차별을 가부장제로 파악한 

뒤, 둘 사이의 복잡한 방식들의 유기적 관계를 이론화 했다. 그들의 해

석은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는 ‘여성억압에 대한 두 체계 설

명’, ‘여성억압에 대한 상호작용 체계설명’으로 두 가지 방식이 협

력하는 방식과 설명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석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

러나 여성억압을 설명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에 대해서는 비판적 거

리를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이디 하트만은 ‘마르크스주의’와 ‘페

미니즘’의 통합을 페미니스트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결혼이라고 표현

했다. 그러한 비유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페미니스트의 투쟁을 자본에 

맞선 ‘더 큰’ 투쟁 속에 포함시킨다는 그녀의 시각 때문이었다. 따라

서 그 결혼을 더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건강한 결혼 혹은 이혼

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9). 하트만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물적 토

대를 여성 노동력의 통제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 통제의 양상이 각 시

기마다 다르고 역사적으로 변천해왔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가

부장제 사회에서 가부장제는 자본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여성의 노동

력을 통제하는데 그 이유는 자본과 가부장제가 서로의 이해가 맞물리면

서 서로 타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이중체계론자인 쥴리엣 미첼 역시 『여성의 지

위』10)에서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여성 문제를 단순히 자본과의 관

계에서 오는 기능으로 모두 환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녀는 여

성의 지위를 결정짓는 것은 생산 뿐만 아니라 ‘출산’, ‘자녀의 사회

화’, ‘섹슈얼리티’라는 세 가지 요소에서 여성이 맡은 역할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된다고 결론내렸다. 그런데, 이전의 마르크스주의 방식

은 세 요소의 복잡한 관계들을 모두 경제적인 문제로 돌리면서 많은 문

제를 노정한다고 파악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첼은 여성의 억

압을 설명하는 사회주의적 분석의 발전과 급진적 여성해방 의식이 동시

9) 하이디 하트만, 린다 번햄 외, 1990, 김혜경. 김애령 옮김, 『여성해방이론의 쟁
점』, 태암 참조

10) 쥴리엣 미첼, 1984, 『여성의 지위』,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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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미첼은 여성의 억압상태를 복합적

으로 만드는 '가정'의 영역과 그것을 자연스럽고 자연적으로 보이게 하

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동시에 주목한다. 그녀는 여성의 상황을 서로 

다른 여러 구조들이 결합되어 '초과결정'되어 있는 단일체로 파악했는

데, 이 구조들을 분석하고 그중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함으로써 여성해

방이 성취될 수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위의 두 이론들은 여성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는 ‘거대이

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마르크스주의자임을 표방하는 주디스 

오어는 여성억압과 계급 착취가 서로 별개의 현상임을 인정하더라도, 

계급과 관련짓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억압이 발생하는 것에 의문을 

표한다11). 게다가 주디스 오어는‘이중체계’분석의 이러한 접근법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논의를 그대로 수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녀가 급

진주의 페미니즘을 문제 삼는 것은 그 논의가 여성억압을 생물학적 차

이에서 비롯한 자연적 역할의 산물로 규정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

한 전제야말로 남성과 여성을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는 결정론

적 시각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 그녀가 이중체계론을 비판하는 근거이

다.

이중체계론자들이 가부장제 억압의 측면을 강조하며 마르크스주의 이

론을 수정 보완하자는 방향으로 논의를 발전시켰다면, 다시 이중체계론

자들을 비판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외부에서 여성억압 토대

의 원인을 찾는 어떤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주

디스 오어 외에 리스 보걸, 맥그리거 등이 대표적인 논자들이다. 이들

은 가부장제 자체가 탈역사적인 개념이라는 주장에 근거해, 생물학적 

본성을 들어 여성의 차별을 분석한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한다. 그

리고 이중체계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중체계를 주장하는 이론과 급진주의 페미니즘 모두 여성억압의 원인

을 가부장제에서 찾는다는 면에서 공통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중 

체계이론가들(줄리엣 미첼과 앨리슨 제거)과 현재 마르크스주의자들(리

11) 오어 주디스, 2016,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 책갈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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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보걸, 주디스 오어, 실라 맥그리거), 두 입장 모두 콜론타이와 허정

숙과 같은 초기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을 축소 해석한다는 

면에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이중체계자론자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한계를 짚으며 강조한 

가부장제의 여성 억압적 측면을 보자. 가부장제의 문제는 콜론타이와 

허정숙이 모두 중요하게 다뤘던 의제들의 출발점이다. 이들은 가부장제 

내에서도 여성 억압의 토대를 찾고 있으며, 여성을 종속적 위치에 놓게 

하는‘가정’의 역기능에 주목했다. 콜론타이는 여성을 종속적 지위에 

두게 하는 ‘부르주아적 가족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하부

구조가 바뀌기만 하면 상부구조가 무조건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볼셰비키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성의 독자적

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산당 중앙위원회 여성국(젠옷젤Zhenotde

l)12)을 설치한 것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허정숙 역시 조선 사회를 

지배하는 가부장제의 여러 모순들을 짚었고, 이중 반역 운동으로 나가

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중 반역 운동의 핵심은 여성운동을 통

해 여성들이 인격을 회복하고 인권을 찾은 뒤, 그 이후 계급투쟁으로 

나가는 단계적 운동방식이다. 여성만의 독자적 문제를 처음부터 별도로 

상정하고 그 이후 계급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 그들은 결코 모

든 문제들을 계급차원으로 환원하지 않았다.

 한편 이중체계론자들을 비판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인 주디스 오어와 

맥그리거 등은 현존하고 있는 가부장적 요소들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

고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에서 연원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 과정에서 콜

론타이와 허정숙을 위시한 초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논의했던 당대의 

가부장제적 요소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탈각시킨다. 동시에 자본주의 

외부에서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페미니즘의 모든 논의들을 폐기하며 다

양한 목소리들의 페미니즘을 일원화한 뒤, 페미니즘 자체와 선을 긋는

12) 콜론타이는 여성국의 최고자리에 올랐는데, 이 여성국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여
성부(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의 위치가 아니고, 북한의 여맹과도 다르다. 젠옷젤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소속이었는데, 중앙위원회는 내각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 권
력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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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 차원에서 콜론타이와 허정숙의 계보를 잇는 것은 낸시 프레이

저이다. 그녀는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을 정체화하면서도 신자유주의로 

재편된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전면전을 선포하며 싸움의 대상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낸시 프레이저는 자본주의 비판이론과 최

근의 페미니즘 이론의 통합을 통해 ‘남성중심적 국가주도 자본주의 사

회형태’를 극복하고자 했다13).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확장하면서 그

녀는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방안을 친지아 아루짜, 치치 바타차리아와 

함께 『99% 페미니즘 선언』14)에 담아냈다.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에 

대항하는 99% 여성의 선언이 담긴 이 책에서 저자들은 자본주의의 종

식을 주장한다. 페미니스트로서 프레이저와 아루짜, 바타차리아가 자본

주의 종식을 선언한 이유는 자본주의가 폭력의 속성을 띄고 있다고 믿

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본주의는 현실 민주주의, 평화와 공존할 수 없

을 뿐 아니라 여성억압을 비롯한 현재 위기의 근본을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저자들은 기업 페미니즘, 혹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파

산 선고를 통보함으로써 그것과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100년 전 콜

론타이와 허정숙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적 속성들과 싸웠던 논리와 태도

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혁명을 계급투쟁에서 찾으며 자본주의 체제 변혁

을 꿈꾸지만, 많은 페미니스트들 역시 자본주의 극복을 위해 지난한 노

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역사이고, 그들의 뿌리는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페미니스트들을 공격

하는 것과 달리, 수많은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마르크스주의의 한계

들을 보완하며 혁신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을 해 왔다. 결코 모든 페미

니스트들이 마르크스가 제시한 풍부한 자원들을 폄훼하거나 기각하지 

않았으며, 기업 페미니스트들과 거리를 두었다. 그것은 참정권자들과 

거리를 두며 프롤레타리아들과 손을 잡은 콜론타이, 무산계급 여성들을 

13) 낸시 프레이저, 2017, 임옥희 옮김, 『전진하는 페미니즘』, 돌베개.
14) 낸시 프레이저, 친지아 아루짜, 티티 바타차리아, 2019,『99% 페미니즘 선언』, 

움직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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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투쟁한 허정숙과 같은 마르크스주의 여성운동가들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다. 자본주의 체제 극복을 위해 마르크스주의의 장점을 계승하면

서도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이다. 

후대의 급진주의 페미니스들과 이중체계론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인 콜론타이와 허정숙은 처음부터 가부장제

와 자본주의를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콜론타이는 신경제정책

(NEP)을 내세우며 혼합경제체제로 전환되어 가던 볼셰비키 정부에 맞

서 싸웠다. 또한 혁명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진정한 여성해방을 위해 많

은 대안들을 제시했다. 허정숙 역시 마르크스주의를 절대 교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이론을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계

급을 초월한 단일한 여성 문제는 없지만, 특수한 여성해방운동이 따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그들이 마르크수주의자이지만 동시에 여성주의

자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본고에서는 허정숙 연구들의 흐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

고자 한다. 첫째, 허정숙의 생애 관련 연구이다. 둘째, 허정숙의 여성해

방론을 다룬 연구들이다. 셋째, 허정숙과 콜론타이와의 관계가 다뤄진 

연구들이다. 둘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중요한 지점들을 짚은 연

구들도 포함된다. 또한 허정숙에 대한 연구가 아니더라도 사회주의 여

성운동가들의 삶의 양태를 통해 허정숙의 삶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연구들도 해당된다.

1. 허정숙의 생애관련 연구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허정숙 연구는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에 초점을 맞춰 삶의 궤적을 따라 정리한 전기형태이다. 차이라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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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집중 조명하거나15) 전체를 조망한 정도의 차이이다16). 이 연구

들은 대체로 사회주의자이자 여성운동가의 관련성 속에서 허정숙을 조

명하였다. 허정숙의 삶을 기술하면서도 여성해방론을 소개하고 분석했

으며, 주로 사회주의에 기반한 여성론에 주목했다. 특히 1990년대에 

시도된 연구들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에 대한 연구가 희박했던 시기

에 태어났기에, 이데올로기적인 제약들을 극복하고 허정숙에 집중했다

는 것만으로 큰 의의를 지녔다. 특히 여성학자 서형실의 연구는 허정숙 

연구가 전무하고, 사료접근이 불가능했던 시기에 이뤄졌기에 의미가 있

다. 특히 생애 초기부터 중국의 항일투쟁기, 북한에서의 정치인으로서

의 활약에 이르기까지 삶 전반과 활동, 주장 등을 상세하게 다룬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초기 언론인으로 활약한 허정숙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주로 허정숙

이 쓴 기사들을 분석해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로서의 성격을 분석한 연구

들이다. 강혜경이 허정숙의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실린 논설들을 분석

했다면17), 김수자는 신여성지에 실린 허정숙의 글들을 송계월 기자의 

글과 비교 분석하였다18). 그런데, 기자직을 통해 어떻게 사회주의자이

자 사회주의여성 운동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였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두 연구 역시 앞서의 연구들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미국유학의 경험이 있었던 허정숙은 강렬한 미국 인상기를 남겼

다. 그것을 토대로 한 세 편의 논문이 있다. 먼저 우미영은 나혜석과 

박인덕, 허정숙의 미국 체험기를 통해 신여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서

사를 구성하는지 그 차이를 다뤘다19). 김경일은 박인덕 김마리아 허정

15) 서형실, 1992b「기획: 일제식민지기 현실과 사회주의 여성 허정숙-근우회에서 독
립투쟁으로」,『역사비평』11. 

16) 서형실, 1992a,「정열의 여성운동가 허정숙」,『여성과 사회』3.; 신영숙, 1996 
「일제시기 여성운동가의 삶과 그 특성 연구-조신성과 허정숙을 중심으로」,『역사
학보』150.; 송진희, 2004,「허정숙의 생애와 활동-사상과 운동의 변천을 중심으
로」,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허근욱, 1972, 「나의 
언니 허정숙」,『북한』10. ; 허근욱, 2001,『민족변호사 허헌』, 지혜네.

17) 강혜경, 2007, 「일제하 허정숙의 기자활동」,『한국민족운동사 연구』50. ;
18) 김수자, 2015,「1920·1930년대 신여성 여성기자의 여성담론 구성방식- 허정숙

과 송계월을 중심으로」,『한국근대사연구』74. 
19) 우미영, 2003,「서양체험을 통한 신여성의 자기구성방식:나혜석, 박인덕, 허정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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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이 각자 어떻게 미국에 대한 태도를 갖는지 비교했다20). 박인덕과 

김마리아가 미국에 대해 동경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허정숙은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고 비판적 관점을 취한 점을 강조했다. 김효주는 

허헌과 허정숙이 미국에 대해 각자 어떻게 다른 인식을 하는지 그 차이

를 분석했다21). 이 연구들의 공통점은 허정숙의 미국에 대한 태도와 

그를 바탕으로 한 반자본주의적 사상에 기초해 있다. 당시 허정숙만큼 

미국에 대한 반감을 공론장에서 드러낸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다른 

인물들과 대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논문은 미국에 대한 태

도가 긍정적인 인물들과 구분되는 허정숙만의 비판적 시선을 강조했다

는 면에서 공통된다. 한편, 접근하기 어려웠던 금서가 풀리면서 그것을 

해제하는 성격의 논문도 있다. 1947년 허정숙이 국제민주여성연맹의 2

차 중앙회의에 참석하고 그때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편집한 책, ‘세계

민주여성운동과 조선민주여성운동’이라는 단행본을 해제한 허윤의 논

문이다22). 이는 접하기 힘든 해방기의 자료를 다룬 점, 이를 통해 여맹

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또

한, 소련에 대한 허정숙의 입장부터 식민지 시기부터 발전시켜 온 여성

해방론가로서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전반적인 정치관들을 읽을 수 있다

는 면에서 주목된다.  

2. 허정숙의 여성해방론 관련 연구

허정숙의 여성해방론을 주제로 ‘이론가’ 허정숙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그중에 기존의 연구들이 ‘사회주의 운동가’의 측면에 주목한 

것과 달리 이소희와 권수현은 페미니스트 이론가의 논리를 따라가는 데 

서양여행기를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12.
20) 김경일, 2006,「특집:한국인의 해외체험과 문화수용: 식민지시기 신여성의 미국체

험과 문화수용-김마리아 박인덕 허정숙을 중심으로」,『한국문화연구』11.
21) 김효주, 2013,「1920년대 여행기에 나타난 미국인식과 표상 허헌 허정숙의 미국

여행기를 중심으로」,『한국민족문화』49. 
22) 허윤, 2019,「허정숙 편, 세계민주여성운동과 조선민주여성운동(조선문화협회중앙

본부, 1947)해제」, 『근대서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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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했다. 두 연구는 모두 허정숙을 이론가로서 집중한 거의 최초의 시

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소희는 허정숙이 계몽주의운동가로 활

약했던 조선여자교육회에서의 활동에 집중했다23). 반면, 권수현은 총체

적으로 허정숙의 논의를 모두 정리했다24). 또한 식민지 조선에 기반한, 

‘한국적’ 페미니스트로서의 허정숙의 독창성에 집중해 허정숙의 페미

니즘 이론을 완결된 구조로 정리하였다. 허정숙의 다른 연구들에서 산

발적 ·부분적으로 다룬 여성론을 종합하였다.  

또한 허정숙의 여성해방론은 다른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과 비교되면

서 연구되었다. 신영숙은 민족주의 기독계열의 조신성(1873~1953)과 

대비해서 허정숙을 조명했다25). 즉, 두 사람을 생애, 신념, 활동을 중심

으로 비교하였다.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과의 비교 연구도 있다. 그 중, 

박원희(1898~1928)와 대비시킨 연구와 정칠성과 비교한 연구들을 보

겠다. 여성해방운동가로서의 박원희를 조명한 안미경은‘인간으로서의 

자각’을 주장하는 박원희에 비해 허정숙은 ‘개성으로서의 자각’을 

중시하고 ‘특수한 여성운동’을 보다 강조했다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박원희는 마르크스주의자로, 허정숙은 여성의 가부장제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보다 중요시하는 운동가로 대비시켰다26). 

 노지승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 정칠성의 삶과 활동을 주목하고, 

‘감정’을 키워드로 그의 정치적 각성을 강조하였다27). 그런데, 노지

승은 정칠성을 계급각성이 뛰어난 인물로 부각하면서, 허정숙은 계급적 

몰이해를 드러내는 인물로 대비시킨다. 먼저, 노지승은 정칠성이 계급

적 각성을 갖게 된 이유를 기생이라는 그녀의 계급적 배경에서 찾고 있

다. 이에 비해 엘리트이자 유산계급 출신인 허정숙은 정칠성이 도달한 

23)이소희, 2015,「‘나’에서 ‘우리’로: 허정숙과 근대적 여성주체」,『여성문학연
구』34.

24) 권수현, 2010a, 「허정숙 여성론의 재구성」,『페미니즘연구』10(1).
25) 신영숙, 1996, 「일제시기 여성운동가의 삶과 그 특성연구 조신성과 허정숙을 중

심으로 」『역사학보』150.
26) 안미경, 2013,「1920년대 박원희의 여성해방운동과 여성해방 사상」, 『한국민족

운동사연구』74.
27) 노지승, 2019,「젠더, 노동, 감정 그리고 정치적 각성의 순간-여성사회주의자 정

칠성의 삶과 활동에 대한 연구」,『비교문화연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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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에 이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한 근거는 허정숙이 

여성운동과 계급운동을 단계적인 관계로 설정한 점, 노동부인이 사회로 

나오면서 가정이 파괴됨을 강조한 데에서 찾고 있다. 허정숙이 자본주

의적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모순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또한 여

성의 경제적 독립이 필요함을 내세우면서도 자본가에 의해 착취당하는 

여성의 현실을 드러낼 뿐 어떤 비전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지승의 이러한 결론은 당면한 요구와 현실 사이에서 야기된 충돌을 

허정숙 개인이 지닌 모순으로 이해한 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한다. 허

정숙은 여성들이 진정한 독립생활을 가능하게 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강조하면서도,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을 위한 투쟁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나의 글에서 같이 진행했다. 이것은 허정숙의 논리

적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발달이 불완전한 시기에 집

필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노동자

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그보다 더 열악한 봉건

적·농노적 생활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역설하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

다. 이는 역사를 발전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적 사

고방식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2장에서 후술하며 본격

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다.

3. 허정숙과 콜론타이 연관성에 관한 연구 

식민시기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여성사학계의 연구가 축적되고 발전

하면서 허정숙에 대한 분석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층위로 세분화되었

다. 이 연구들은 콜론타이와 허정숙의 비교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

서도 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연결 지점들을 짚어낸다는 공통점을 보인

다. 그 중 본고와 관련하여 배러클러프와 김경일, 이임하, 배상미, 장영

은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배러클러프는 허정숙의 전체 인생

을 조망하면서도 특히 역사에서 붉은 사랑의 구현자로 덧씌워진, 페미

니스트 허정숙의 상(像)에 집중했다28). 항일운동가이자 사회주의 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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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트로서의 성취는 가려진 채, 그녀에게 ‘성적 문란’의 이미지가 

부각된 과정을 주목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식민지 조선의 상황, 분단

의 비극, 한국사에서 공산주의가 왜곡되어 받아들여진 과정과 연결하여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조망했다. 특히, 배러클래프의 글은 이러한 

역사에서의 왜곡된 재현이 단지 허정숙에게 한정된 것이 아님을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보여준다. 또한, 붉은 사랑이 다른 식민지 제국과 식민

지 조선에서 각각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붉은 

사랑을 세계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게 해준다. 배러클래프는 무엇보다 

당시의 남성지식인들의 담론에 여전히 포박된 채 성적 문란이라는 반복

된 해석을 허정숙에게 행사하는 현재 역사학계의 관행을 짚어냈다. 마

지막으로 성적 주체성을 실현한 페미니스트들에게 역사가 가하는 ‘성

적 방종’이라는 낙인의 계보가 길다는 것도 지적한다. 서양 역사에서

는 그것이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craft, 1759~1797)에서 시

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배러클래프가 지적한 허정숙에 대한 성적 낙인은 학계에서도 관행적

으로 이어져 왔다. 최혜실은 콜론타이의 연애관이 허정숙에 의해서만 

실천된 것으로 소개한다. 그러면서 허정숙은 아버지 허헌이 아니었다면 

주위의 시선과 경멸 속에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고 보았다.29) 최혜실과 

비슷한 시각은 서지영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서지영도 조선에서 콜론

타이의 구호를 삶에서 구현한 여성으로 허정숙만을 소개한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조선에서 허정숙이 그녀의 사랑의 이력으로 인해 대중매체

의 가십거리가 되었고, 조선에서 격렬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고 단정한다30). 즉, 최혜실과 서지영의 논의는 허정숙만이 붉은 연애를 

구현한 유일한 사람이고, 그 이유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는 학계 내의 

전형적인 해석을 대표한다. 이러한 관행은 심지어 허정숙이 콜론타이의 

연애사상을 소개했다는 억측까지 낳았다.31)

28)Ruth Barraclough, 2014.“Red love and Betrayal in the Making of North 
Korea: Comrade Ho Jong-Sook”. History Wokshop Journal. No 77. Oxford 
University Press . 86-102쪽.

29) 최혜실, 2001,『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을까』, 생각의 나무, 143~144쪽.
30) 서지영, 2011,『역사에 사랑을 묻다』, 이레,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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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임하와 김경일, 배상미의 연구는 이러한 학계의 관행을 모

두 뒤엎는다. 먼저, 사회주의식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담긴 이

임하의 책, 『조선의 페미니스트』를 통해 허정숙의 사랑이 당시 사회

주의자들 사이에 보편적인 형태였음이 증명되었다32). 이임하는 사회주

의 여성운동가들인 정종명, 정칠성, 고명자, 박진홍 등의 투쟁과 활동상

을 보여주었다. 또한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을 조롱하

며 타자화하는 과정들을 통해 당시의 가부장적 시선도 온존함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사회주의자들이 자신의 해방을 성의 자

유, 성의 해방을 통해서 찾으려 노력한 과정을 이임하의 연구는 강조하

였다. 그녀들에게 사회주의식 사랑이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라는 대

의를 남성사회주의자들과 평등한 관계에서 공유하는 실천의 차원이었음

을 알려준 것이다. 또한 당시 여성사회주의자들은 거듭되는 체포와 구

금, 구속과 도망이라는 불안정한 삶 속에서 연인인 남성 사회주의자들

과 유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시킨다.33) 

김경일은 여성사회주의자들의 그러한 삶이 그들을 적련자(赤戀者), 

조선의 콜론타이로 명명되게 했으나, 동시에 이들이 민족해방가라는 예

우와 존중을 받았던 사실을 일깨워 준다. 김경일은 사회주의 여성운동

을 다룬 논문34)에서부터 신여성들의 범주와 개념을 다룬 저작들35)에 

이르기까지 허정숙을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 김경일은 당시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인 조원숙, 정종명, 심은숙 등의 삶의 양태를 보여주며 붉

은 사랑의 구현자가 허정숙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는 사실도 강조했

다.36) 한발 더 나아가 남성 사회주의자인 박헌영도 세 번의 결혼을 하

였다는 면에서 붉은 사랑의 진정한 구현자였음에도, 박헌영에게는 허정

숙과 같은 역사적 해석이나 규정이 없는 부분도 문제를 제기한다.37) 

31) 장영은, 2017,「생존과 글쓰기: 여성 사회주의자의 자기서사」,『비교한국학』,    
  77쪽.

32) 이임하, 2018,『조선의 페미니스트』, 철수와 영희.
33) 같은 책.
34) 김경일, 2005,「1920-30년대 한국의 신여성과 사회주의」, 『한국문화』36.
35) 김경일, 2016,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4쪽.
36) 같은 책, 205~208쪽.
37) 같은 책, 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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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허정숙의 사랑이 사회주의 운동가들 사이의 보편

적인 형태였을 뿐 아니라, 당대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의 콜론타이즘 유입 경로와 콜론타이즘의 독해 방식을 다

룬 배상미의 연구가 있다.38) 배상미는 여기서 여성의 성을 통제할 목

적으로 콜론타이즘을 이용하는 남성 사회주의자들과 콜론타이즘을 통해 

가부장성에 맞선 사회주의 여성주의자들의 상반된 수용방식과 주장을 

보여주었다. 특히 양자 간의 콜론타이즘을 둘러싼 해석에 대한 경합을 

통해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 콜론타이즘이 지나치게 연애론으로 축소·

해석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콜론타이가 ‘성적 문

란함’의 상징으로 격하되는 과정을 이해시켜 준다. 또한, 그와 대비해 

여성사회주의자들은 현대여성과 인류 해방에 던져주는 콜론타이의 진의

를 제대로 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콜론타이즘을 자신들의 성해방과 혁

명투쟁의 이론적 자원으로 삼은 측면을 부각시켰다.  

콜론타이와 허정숙을 직접 비교한 연구도 있다. 여성들의 자기 서사 

문제에 천착하는 장영은에 의해 허정숙이 콜론타이와 비교 연구되었

다39). 여기서 장영은은 자신의 삶에 대해 침묵을 선택한 허정숙과 자

기 삶에 적극적인 서사를 부여한 콜론타이를 대비시킨다. 장영은은 최

은희 연구를 통해 여성사의 자기확장과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여성

들의 자기서사와 글쓰기를 매우 높게 평가한 바 있다40). 이 관점에서 

허정숙이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 것을 생존의 

일환이자 보신주의자의 전략으로 규정한다. 즉, 장영은은 콜론타이와 

허정숙을 대비하면서도 동시에, 그 논문 밖에서 자기 서사의 완결자인 

최은희를 자기 서사의 부재자인 허정숙의 대척점에 배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정숙이 처한 시대적 모순을 짚으면서도 개인 서사의 완결문제

에 큰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허정숙의 삶 전체를 자기 배반과 모순으로 

38) 배상미, 2014,「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과 그 의미」,『여성문학  

 연구』33.
39) 장영은, 2017,「생존과 글쓰기; 어느 사회주의자의 자기서사」,『비교한국학』25.
40) 장영은, 2018,「3.1운동과 감옥에 갇힌 여성 지식인들-최은희의 자기서사와 여성

사 쓰기」,『동방학지』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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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철된 것으로 치닫게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앞선 연구들의 많은 작업들을 바탕으로 허정숙 연구

를 출발할 수 있었다. 배러클러프의 문제제기와 전개는 붉은 사랑과 성

적 낙인 문제를 세계사적인 지평에서 바라보게 해주었다. 김경일과 배

상미, 이임하의 연구는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의 양태

와 지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당시 사회주의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재고를 통해 가부장적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일

정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 것이다. 반면, 본 연구자

는 허정숙의 이론이 교조적이고 추상에 머물렀다는 일부 연구들의 주장

에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허정숙의 주장은 자본주의가 미발달

하고 봉건적 유제가 강했던 조선의 현실에 대한 착목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허정숙이 한국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계

급보다는 조선 여성 대부분이 지녔던 문제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야말

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교조적 수준을 뛰어넘어, 조선의 현실에 대입

하여 이론화시킨 증거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본 연구자는 엄혹했던 시기, 일제의 검열과 사회주의적 대의라

는 명분 앞에서 운신의 폭이 좁았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서의 전략적 

침묵을 정치인으로서의 생존과 보신으로 연결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

게 되었다. 왜냐하면 독재체제 하에서 불가피했던 침묵의 전략을 자신

의 삶에 대한 배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기 때문이

다. 콜론타이와 허정숙이 선택한 체제가 독재권력으로 치달은 것은 자

신들의 의지 밖의 문제이고, 그 상황에서 강요된 침묵과 체제와의 타협

을 지난 날의 삶과 연결지어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 판단된다.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식들을 토대로 허정숙 연구의 미진한 

부분을 채우며, 허정숙이 이루어 놓은 성과와 실천들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이후 콜론타이의 이론들을 허정숙의 것과 비교하며 살펴볼 것이

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의 공로에 걸맞는 위상을 얻는데 일정한 기여

를 하는 것이 본고의 또 다른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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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허정숙의 생애와 활동

제 1 절 생애초기와 여성계몽운동가 시절(1903~1921)
    

1. 가정환경

허정숙(許貞淑)(본명 許貞子, 1903∼1991)41)은 함경북도 명천에서 

아버지 허헌(許憲 1885~1950)42)과 어머니 정긍자(鄭兢子) 사이에서 

1903년 5월 22일(음력)에 태어났다43). 허정숙이 뛰어난 사회주의 여

성운동가이자 이론가, 민족해방가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그녀의 가정환

경과 관련이 깊다. 아버지 허헌(1885~1950)은 당시 이인, 김병로와 

함께 ‘3대 인권 민족 변호사’로 일컬어지며 조선 사회의 큰 신망을 

얻는 지도자급 인사였다. 동경 명치대 출신의 엘리트이기도 한 허헌은 

3.1운동의 33인 사건 공판에서 법적 절차가 무시된 사안을 근거로 공

소를 기각시킴으로써 이미 국제적인 이목을 끌었던 거물급 변호사였

다.44)

‘사상변호사, 무료변호사’로 불리기도 한 허헌은 “애국지사들의 무

료변론이라면 계파를 초월하여 전국을 누비며 항일법정투쟁을 벌여온 

41)호적에는 1902년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903년생이다. 허정숙은 서울여자학
생만세사건의 관련자로 1930년 신문을 받았는데, 1월 24일 신문 당시, 호적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직접 서술했다. 허정숙은 “연령도 민적 상
으로는 명치 37년 5월 22일이고 27세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26세이다.”라고 진
술했다. 그녀의 진술을 반영하여 모든 신문조서에는 만 26세로 표기하고 있다. 국사
편찬위원회, 2002,『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51, 26쪽, 31쪽, 106쪽. 이후 북한에
서는 1908년생으로 등록하고 활동했다.

42) 허헌은 1908년 7월에 실시된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제11호 변호사가 되
었다.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했고, 해방 이후 건국준비위원회와 민주주의민
족전선에서 활약했으며, 남조선로동당 위원장이 되었다. 1947년 월북했고, 최고인민
회의 의장과 김일성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다 1950년 사망했다. 허헌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 참조. 심지연, 1994,『허헌 연구』, 역사비평사.

43) 허정숙이 직접 호적상 22일이라고 밝혔으므로 22일로 표기하였다. 기존 연구에는 
23일로 되어 있다. 심지연, 1994, 16쪽.

44) ‘공소불수리 사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의 큰 사건이었고, 독립운동
사에서도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같은 책, 38~4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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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로 세간의 존경을 받았다. 또한 정치적 스페트럼이 넓고 항일운

동가와 정치사범들의 무료변론을 도맡았기에, 허헌의 집에는 항일운동

가와 다양한 사상가, 엘리트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이 허헌으로부터 

운동자금을 얻기도 하고 향후의 운동계획을 세우며 몇 달 동안 기거를 

하였기 때문에, 허헌의 집은 사상가들과 운동가들의 거점과 같은 역할

을 했다. 그렇기에 허정숙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민족의식을 고양

시키고 현대사상을 흡수하며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허

정숙은 자신보다 열여덟 살밖에 많지 않은 젊고, 진보적이며 인자한 아

버지의 유일한 자녀로서45),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행운을 누렸다. 허정

숙이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신여성46)’ 중 한 명이듯, 허헌은 우리 

시대 등장한 최초의 ‘새로운 아버지’상이었다. 

반면, 어머니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함경지역의 손꼽히는 

유지의 딸이었던 어머니 정긍자는 어떤 형태로든 전혀 자신의 목소리를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당시 상류층 여성이 감내하는 모든 임무에만 충

실한 존재였다. 아들을 낳지 못해 대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부담감으로 

평생 고통받고, 가족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어머니는 허정숙에게 안타까

움과 연민의 대상이었다47). 현대적 감각의 아버지와 진보적인 사상가

들이 모인 집합소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허정숙에게 남녀차별에 눈을 

뜨고 봉건적 가족구조의 폐단을 발견하는 첫번째 계기였을 것이다. 

2. 조선여자교육협회 활동(1920~1921)

허정숙은 사회운동가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48). 막 19세가 

45) 후에 허헌은 상처한 뒤, 허정숙의 소개로 1929년 유덕희와 재혼한 후 3남 2녀를 
더 낳았다. 유덕희도 조선동우회와 근우회에서 허정숙과 함께 활동한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였다. 

46)역사개념으로서 신여성의 범주나 실체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신여성 
연구는 다음 참조. 김경일, 2016『신여성 개념과 역사』푸른역사; 김수진, 2009,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사. 

47) 허근욱, 1994,「나의 아버지 허헌과 언니 허정숙」, 역사비평사, 217쪽. 
48) 배러클러프, 2014, 88쪽; 서형실, 1992a, 「정열의 여성운동가 허정숙」『여성과 

사회』, 212쪽. 



- 22 -

된 소녀가 조선여자교육협회49)의 간부가 되어 활약한 면면을 보면 그

렇다. 허정숙은 1921년 봄부터 여성운동가로 활약했다. 조선여자교육

협회는 3·1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1920년 2월 20일, 차미리사와 김

선, 방신영 등의 기독교 여성들이 주도해 설립한 계몽주의적 민족주의 

단체였다. 목적은 인습타파와 여자보통교육의 보급이었다50). 

허정숙은 18세이던 1920년 3월, 기독교 계통인 배화여학교(培花女

學校)를 졸업하고, 1921년 3월까지 일 년간 교토(京都)의 평안고등여

학원(平安高等女學院)이라는 고등여학교51) 정도의 학교에 입학했다. 

거기서 1년간 수학 후 졸업한 뒤,52) 그리고 같은 해 이화전문부의 전

신인 이화학당 대학과 예과에서 1년 수학했다53). 조선교육회의 활동은 

이화학당에 다니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허정숙은 1921년 4월 23일 협

회장인 차미리사(1880~1955)의 3일간의 김해행에 동행한 것을 시작

으로,54) 협회 관련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5월 4일‘부인회주최강연

회’에서 차미리사 외 두 명과 함께 연사로 무대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협회 활동에 뛰어들었다.55) 대성황을 이룬 이 강연회는 조선여자교육

협회의 전국순회강연단(이하 강순단)의 서막이었다. 강순단은 1921년 

7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84일간 전국 67개의 고을, 만 여리를 순회

했다. 허정숙은 강순단에서 문화보급, 여자해방, 가정개량, 여성교육 등

을 선전했다.56) 그녀는 오르간 독주, 강연, 협회 취지와 사업 소개 등

을 하며 3개월간 조선 13도를 누비는 강행군을 소화했다57). 강순단은 

49) 이 단체는 여자야학강습소(이후 1921년 4월에 근화학원(현 덕성여고)으로 바뀜. 
50) 한상권, 2005,「조선여자교육회의 전국순회 강연활동과 성격」『 한국민족운동사

연구』43, 39~41쪽.
51) 평안 고등여학원은 미션 스쿨로 일본 최초로 여학생의 교복을 일본 옷에서 세일러

복으로 채택한 곳이다.
52) 국사편찬위원회, 2002,『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51. 128쪽.  
53)『동아일보』1921.4.25.「함흥의 각지유학생」
54)『동아일보』 1921.4.21.「인사(人事)」
55)『동아일보』「부인회주최강연회」1921.5.4. 
56) 전국순회강연활동의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체적으로 성과를 거둔 실

천적 여성계몽운동이었고, 둘째, 전국순회강연활동으로서 직접 민중 속으로 파고들
어 민중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은 문화운동이었으며, 셋째, 가장 큰 규모의 여
성운동으로서 여성해방운동의 신기원을 이뤘다는 데 있다. 한상권, 2005, 80~82쪽.

57)강순단의 모든 일정을 동아일보는 자세히 다루었다.『동아일보』1921.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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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육의 열기를 지방에까지 확산시키려는 장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

도된 것이었다. 음악단 3명, 연사 3명 등 6명으로 조직되었는데, 허정

숙도 그 선전대 중 한 명이었다. 

강순단에서 허정숙이 강연한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현대청년」( 7

월 15일, 경성),「현대 청년 남녀의 고민하는 이혼 문제 해결책」(7월 

9일, 개성),「안락의 가정」(7월 12일, 겸이포)58),「가정은 인생의 낙

원」(7월 13일,평양) 「조혼의 해독과 부모의 각성」(7월 26일, 장

연)59)등이다. 

첫번째 강연회인 7월 9일의 개성강연회부터 청중 2000명이라는 대

성황을 시작으로 강순단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60). 지역 유

지들과 청중들의 성금으로 활동 경비는 물론 청진동에 가옥을 마련할 

정도의 성금이 모였다61). 전국 각지에서 환영을 받던 조선여자교육회  

강순단 일행은 1921년 9월 28일 오후 5시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

렸다62). 조선여자교육협회는 기관지『여자시론』을 발행했는데, 『여자

시론』제5호에 허정숙이 기고한 논문의 제목은 「여자들아 일하라」였

다63). 이 책들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판매되기도 했는데, 3호 여자시론

에 실린 허정숙의 논문「현금조선부인의 책임」은 동아일보 신간 소개 

코너에서 자세히 소개되기도 하였다.64)

58)『동아일보』1921.7.16.「여자강단겸이포착」 
59)『동아일보』1921.7.15「여자교육회강연단」,『동아일보』1921.7.25.「여자순강단

의주착」
60) 최대 4, 5천명이 운집했다.『동아일보』1921. 7. 12.「여자교육회강연단」
61)『동아일보』1921. 10. 4.「여자교육회보고강연회」
62)『동아일보』1921.10. 2.「여자순원강원산착발」
63)『여자시론』은 창간호만 존재하고 나머지 5권의 소재는 알 수 없다. 경비곤란과 

총독부의 탄압으로 압수되어 6권으로 끝을 맺었다. 박수경, 2005,「1920년대 전반 
조선여자교육회의 활동, 35쪽. 

64) 여자시론은 경성광익서관이란 출판사를 통해 3십 5전에 판매되었다.『동아일보』
1920.5.7.「신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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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조선여자교육회 전조선 순회강연단의 순회강연일정도65)

                (1921년 7월 9일~ 9월 29일)

제 2 절 해외 유학과 사회주의 입문 및 발전기(1922~1929)

허정숙은 대정 9년인 1920년 배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교토의 평안 고등여학원에서 1920년부터 1년 동안 수학한 후, 졸업하

였다66). 그리고 이화전문 전신부인 이화학당에 다녔다. 이렇게 기독교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허정숙은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와 친숙한 환경에 

있었다. 허헌은 허정숙이 7살 무렵인 1909년, 이동휘에 의해 기독교에 

귀의하였는데, 향리에 교회를 세우고 청년교육에 힘쓰는 등 기독교 사

업에 깊게 발을 들였다67). 또한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차미리사 같

65) 한상권, 2005, 46쪽.
66) 국사편찬위원회, 2002,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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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독실한 선생님들과 기독교 단체인 조선여자교육협회에서 활동했다. 

허정숙이 기독교 친화적이었을 것은 의심되지 않는다. 또한 1920년대 

기독교는 식민지 조선에서 일정 정도 여성해방적인 기능을 하였다. 기

독교가 근대 문명의 상징이자 선진 사상의 하나로 ‘하느님 앞에 여성

들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25년, 허정숙은 돌연 반기독교운동의 일원으로 대중 앞에 

선다. 반기독교대강연회의 연사로 등장한 것이다. 강연회는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제2회 전조선 주일학교대회를 이틀에 거쳐 진행됐는

데,68) 둘째날인 10월 26일 허정숙은 「현하조선(現下朝鮮)과 기독교

의 해독」이란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69). 19살 시절에 기독교에 기반한 

자유주의 여성계몽가였던 허정숙은 4년 만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입장

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허정숙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은 조선의 기독교 

여자교육기관에 대한 그녀의 비판의 글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

다. 허정숙은 『신여성지』에 기독교 여학교 교육의 저급함과 수구성을 

지적했다. 교육현장에서 하느님 나라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강변하며 허정숙은 다음과 같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실적인 지식을 얻는 데에 『아멘』 이 필요하지 않고 성경이 휴지(休紙)와   

같은데, 매일 과정 시간마다 『아멘』이 아니면 성경이요, 성경이 아니면      

 『아멘』이니 『아멘』과 성경이 선량하고 아름다운(善美) 사람을 만드는데 무

슨 필요가 있습니까. (중략) 과학이 버리는 신의 노예를 만들 요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학교 학생이 성실한 신자가 아니면 선생의 애정

과 친절한 지도를 얻지 못하고, 일종의 이단자로 취급하는 행동과 심리는    

가증스럽기가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제군의 조선여자교육의 본래 의도가    

거대한 신도명부 작성에 있는 것입니까, 현실살이 교육에 있는 것입니까.70) 

67) 허근욱, 1994, 216쪽.
68)『동아일보』1925. 10. 25.「반기독운동(反基督運動) 강연과 대회」
   『조선일보』1925. 10. 25.「한양청년연맹이 기독교반대운동」
69) 대회는 경찰당국의 금지로 중지됐다. 그러므로 허정숙이 강연을 실제로 했는지 여
     부는 알 수 없다.『동아일보』1925. 10.27.「반기독운동 금지」
70)晶淑(허정숙),「착오된 교육방침」『신여성』3(11)호, 1925. 11,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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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 조선여자교육협회에서 활동한 그녀의 열

정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이다.71) 4년 사이에 허정숙에게 큰 사상적 

변화가 일어난 셈이다. 이토록 사상적 급선회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

까. 

1. 상해(1922.3~9)와 고베(1922. 9. ~1924. 3)에서의 유학72)

이화학당에서 1년간 수학한 허정숙은 20세인 1922년 3월부터 9월 

3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6개월을 체류했다. 아버지 허헌이 이동휘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들고 간 허정숙은 이동휘의 집에 머물렀는데, 축농

증73)이 발병해 두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퇴원 이후에도 6월까

71)한양청년연맹에서의 활동은 본고 44~45쪽 참조.
72) 허정숙의 상해 유학기간과 고베 도착 시기에 대한 자세한 날짜는 일본의 ‘효고현

지사’오리하라 미이치로가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와 ‘외무대신’ 우치다 코
사이에게 보낸 서신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허정숙은 
1922년 3월 상해에 가서 영어 연구 중 비점막염증과 축농증이 병발하여 약 2개월 
모 병원에 입원하였고, 완쾌되어 6월까지 통원 치료하였다. 7월부터 어학 연구를 계
속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9월 3일 상해를 출발해 일단 경성에 귀성하였고, 같은 달 
26일 경성을 출발하여 일본에 도착하여 3월 29일부터 여자신학교에 다닌다’

   발신일: 1922년 10월 14일
   수신일: 1922년 10월 16일
   문서철명 : 불령단 관계잡건- 조선인의 부=재구미6
   문서 번호: 방별특비 제1800호 
   문서 제목: 중국인으로 칭하는 요주의 조선인 신준려의 변신 중의 조선인 여학생에 

관한 건.
   이 문건에는 이화학당에 다닌 시기가 19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된 듯 하

다. 허정숙의 조서 내용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1921년 1년간 이화학당에, 
1920년에 교토유학이 맞다. 국사편찬 위원회,128쪽,『동아일보』1921.4.25.「함흥
각지 유학생」

   이밖에 1930년 1월 30일의 소행조서에도 1923년 고베신학교에 입학해 24년 3월 
각기병으로 귀국했다고 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2002, 249쪽. 

   기존의 연구에서 허정숙의 유학 시기가 뒤바뀐 것은 아래 허정숙의 진술 때문인 듯
하다. “이화 전문부의 전신에서도 약 1년 정도 예과에 재학 중 다시 神戶(고베)의 
신학교에 갔으나 중도에 퇴학하였다. 또 교토의 평안여학원을 졸업하고 중국 남경 
금릉대학에 입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건너갔으나 늑막염에 걸렸기 때문에 수속만 하
고 입학하지 않았다.”허정숙은 교토의 평안여학원 졸업 후 이화학당을 다녔고, 이
후 상해 6개월 체류 후, 고베에 갔다. 그런데 위의 진술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
다. 그래서 생긴 혼란인 듯 하다. 국사편찬위원회, 2002, 128쪽.

73) 심문받을 때에는 늑막염 때문이라고 답했다.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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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통원치료를 하였다. 이후, 상해 외국어 학교에 7월 등록을 했고, 9

월에 학업을 마쳤다. 원래의 목적지는 남경의 금릉대학(현재의 난징대

학교)이었으나,74) 늑막염 때문에 수속만 하고 입학하지 못했다.  

남편이 된 임원근(林元根, 1900~1963)과는 상해로 향하는 기차에서 

처음으로 만났다.75)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상해 유학 시기를 

허정숙이 사회주의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시기로 잡고 있다. 사회주의자

인 친구들과 교유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허정숙이 상해에서 머문 

시기는 짧았고, 3월부터 5월까지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임원근과 박헌

영 등과 교류가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다. 1922년 4월에 임원근, 박헌영

은 조선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76). 따라서 위의 상황들을 토대로 보았

을 때, 상해에서 허정숙이 사회주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는 힘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정숙은 상해를 떠나 9월 3일 조선에 잠시 들린 후, 9월 26일 고베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사상서를 두루 접했다. 관서대학

교 철학부 입학을 목표로 했던 만큼, 고베신학교 도서관에서 독학으로 

철학책을 읽었던 것이다77).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허정숙은 사회주의 사

상을 발전시켜 나갔다78). 가톨릭 학교 특성상 사회주의에 관해 어떤 

이의 도움이나 지도를 받을 일이 없기에 특정인의 영향력 없는 자기주

도의 학습이었다. 초기에 허정숙이 읽었던 책들은 하천풍언(賀川豊彦, 

かがわとよひこ(가가와 도요히코), 1888~1960)79)의 『태양을 쏘는 

자』, 『사전을 넘어서』, 포이어바흐(Ludwig Andreas von 

Feuerbach, 1804~1872) 와 헤겔(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의 저서들로 “소셜리즘 정신80)”이 포함되어 있

74) 중국의 남경 금릉대학 입학 수속도 교토의 평안학원에서 했다. 따라서 남경으로 
갔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같은 곳 

75) 허정숙과 임원근은 1924년 8월 1일 혼인하였다.『동아일보』1924.8.1.「신랑신
부」

76) 1922년 4월에 임원근이 김단야, 박헌영과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 잠입하다가 모
두 압록강 근처인 안동에서 체포되었고, 1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았다.

77) 국사편찬위원회, 2002, 129쪽.
78) “소셜리즘 정신”이라는 것은 허정숙 자신의 표현임. 같은 곳.
79) 가가와 도요히코는 메이지 쇼와 시대의 목사이자 사회운동가이다. 고베신학교 출  

 신으로 빈민운동과 사회운동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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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들이었다. 그러다 종국에는 마르크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 방

향으로 독서의 내용들이 전환되었다. 늑막염이 재발되어 1924년 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사회주의 학습은 일단락되었다.81) 그러나 1

년 6개월 간의 고베의 유학 기간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여성계몽운

동가에서 사회주의 사상가이자 조직의 리더로 변신· 성장하는 전환의 

시간이었다. 

그렇다면 1920년대 초에 허정숙이 사회주의 이념을 자신의 자원이자 

전략으로 수용하고 실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3.1운동 이후 

실시한 민족해방과 인습타파를 열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주의가 새로

운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한 것과 관련 있다. 

1919년 이후 젊은 세대들은 일본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사조에 매력을 

느꼈다82). 곳곳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고 선전하는 수많은 써클 

조직들이 설립되었다. 항일 민족진영 내부에서 좌익 운동의 전반적 역

량은 1921년에서 1925년 사이에 괄목할 만큼 증대되었고, 1923, 

1924년이 되면서 좌익운동은 사회·정치의 장을 장악하게 되었다83). 

사회주의의 부상은 조선총독부가 3.1 운동 이후 실시한‘문화정책’

이라는 여건에도 어느 정도 힘입은 것이었다84). 게다가 무산계급 여성

들의 활약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당시 일어난 공장파업에 여성노동자

들의 쟁의가 격렬해지면서 무산계급 여성들이 하나의 세력으로서 등장

한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운동 목표의 모호함과 운동방

침의 부재로 침체되었던 기존 여성운동에 활력을 불러 일으켰다85). 조

선여성동우회와 경성여자청년동맹 역시 이러한 사회주의 사조의 유행과 

청년운동 ·노동운동의 급격한 고양, 여성노동자들의 부상 속에서 탄생

했다. 

80) 같은 곳.
81) 같은 곳.
82) 이정식, 김성환 역, 1986,『조선로동당약사』,이론과 실천, 31쪽.
83) 같은 책, 32쪽.
84) 같은 책, 31쪽.
85) 남화숙, 1991,｢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전선론과 근우회｣, 서울대학교 국사  

 학과 석사학위 논문,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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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여자동우회와 경성여자청년동맹 활동기(1924~1925) 
  

    1) 사회주의 여성해방 이론가

당시의 많은 진보적 사상가와 청년들에게 그렇듯 허정숙에게 사회주

의는 저항의 전략과 지향을 보여주는 새로운 대안이자 활로로 다가왔

다. 그러나, 허정숙에게 식민지 조선의 특수한 현실에서 여성만의 독자

적 운동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따라서 자본주의 극복을 주장하면서도 

재래의 인습에 허덕이는 비참한 조선 여성의 현실 타계를 허정숙은 늘 

동시에 강조했다. 그리고 그러한 특징이 허정숙의 글들86)에 반영되었

는데, 이는 자체에 논리적 모순과 교조성을 배태한다는 지적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된 글을 살펴 보자. 

허정숙은 「여자해방은 경제적 독립이 근본」87)이라는 동아일보 사

설은 위의 지적을 받아온 대표적인 허정숙의 글이다. 허정숙은 이 글에

서 조선 여성들의 노예와 같은 생활은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했던 데

에서 원인을 찾았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되

었음에도 이것이 실제 여성의 지위를 높이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기계

의 일부로 활용될 뿐, 모두들 폐병환자로 시달리는 같은 비참한 여공을 

근거로 남성보다 싼 임금으로 여성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비

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뒤의 주장은 자본주의에 대한 한계 지적과 

사회구조 변화의 전망으로 갔어야 했다. 그러나, 허정숙은 다시 여성들

에게 경제적으로 독립하자고 요청한다.

우리가 남자에게 부림을 받는 노예가 되며 노리개가 되며 기계가 되며 오직 

그들의 마음 가는 대로 사역이 되는 것은 한갓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옷과 밥을 얻지 못하고 남자에게 붙어사는 기생충이 되어 날마다 먹

고 사는 물질의 공급을 오직 그 한 사람의 힘에 비는 까닭이다. (중략) 그러

므로 나는 오직 우리 가정부인들에게 특히 이 점을 양해하여 주기를 바라며 

86) 허정숙, 「여자해방은 경제적 독립이 근본」,『동아일보』1924. 11. 4.
87) 허정숙,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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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을 찾거든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적으로 근본적 해방을 부르짖기를 간절

히 바라며 우선 그 길을 찾아 밟기를 바란다.88)

따라서 앞의 내용과 배치되는 마무리 주장은 갑자기 힘을 잃은 수사

처럼 느껴지고 논리적으로도 모순되게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들

이 진정한 독립생활을 가능케 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강조하면

서도,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을 위한 투쟁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도 같이 진행하면서 생긴 충돌이다. 또한 그것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긴 논리의 충돌이 아니라 당면한 요구와 현실 사이의 충돌로 읽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허정숙의 논리적 오류가 아니라, 자본주의 발달

이 불완전한 시기에 집필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글에서 나타나는 전형

적인 특징이다. 이것은 여성노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역사를 발전의 관점에서 보는 사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허정숙은 당대부터 논리적인 전개로 이름을 날리던 논객이

었다. 허정숙은 여성들을 무턱대고 공격하는 비논리적인 폐설과 비약에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1924년 10월 20일과 

27일 이 주간에 걸쳐 여성비하를 목적으로 한 「신여성들에게」라는 

논설에 대해 논리적 반박으로 응수했다. 당시 그의 글은 조선동우회 회

원들의 격분을 낳을 만큼 노골적인 여성비하의 글이었다. 허정숙은 

‘강촌’이라는 논객의 험담패설과 질타가 “여성을 약자로 보고 능욕

하는89)” 동기에서 출발했다고 보았다90). 또한 글의 목적이“남성의 

노예 노릇만 하다가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입장에서 기염을 토하고 기

능을 발휘하는 것을 시기하는 심리에서 험구한 것” 91)이라 파악했다. 

허정숙은 자신이 펜을 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필자는 군의 글이 오직 문장을 수식하여 글재주를 자긍하려는 아무 가치    

없는 장문의 글이며 감정의 패설인 것을 간파하였다. 동시에 군의 그        

88) 같은 곳.
89) 허정숙, 「신여성에게를 읽고」『동아일보』1924. 10. 20.
90) 같은 곳.
91)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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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없는 글을 냉소와 함께 간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의 그 험담패설과  

질타를 만약 그대로 간과할 지경이면 군은 기고만장하여 자기의 행위를     

자긍할 것이다. 또한 상대도 되지 않는 것에 간섭 아니하려 함이지만은, 군

은 무력하고 답변할 여지가 없어서 묵과하는 것인 줄 짐작하고 의기가 양양

하여 나중에는 또 어떠한 문구를 가지고 신여성을 모욕할지 가히 추측할 수 

있다92). 

그리고 신여성이 가면을 썼다는 말에는‘남성들이야 말로 온갖 가면

을 쓰고 사회와 민중을 속여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자가 부지기수이며 지

금도 끝없는 악행을 계속하지 않느냐’며 되묻는다. 허정숙은 강촌의 

집필이 아무 핵심골자도 없고 무능력한 횡설수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과 사상이 통일치 못함을 지적한 뒤, 다음과 같이 훈계를 하며 글을 마

무리한다.  

인간, 준인간! 참 처음 듣는 그것만큼 가소로운 문구이다. 여성은 결코 그 명  

사를 받지 않는다. 동시에 사회의 정의가 그 모욕적 명사를 여성에게 돌려 

보내지 않는다. (중략)이제부터의 여성해방운동은 예전 같은 문화운  동만을 

배경으로 한 피상적 운동이 아니요, 근본문제로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계급적

으로 절실한 해방운동을 비롯하여 군과 같은 (전체가 아닌) 남성을 반역하는 

운동에까지 이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의 운동은 이중 반역의 운동

이다. 이미 그 소리를 높이 외쳤다. 나는 최후로 한 문장을 군에게 소개한다. 

“타인을 폄훼하기 전에 스스로 반성하라”는 성현의 훈계를93).

2) 조선여성동우회(1924.5.24.) 결성

이처럼 허정숙은 사회주의 입문 이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해 

자신만의 논리체계를 형성하며 여성해방 이론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허정숙은 무엇보다 “가부장적인 유래가 심각한” 조선의 현실

에서 여성만의 독자적인 운동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그녀가 여

92) 같은 곳.
93)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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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의 조직이 조선에 따로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조선에는 여성단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운동이 따로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조선은 자본주의가 완전히 발달되지 못한 것도 한 가지 이유이며    

따라서 조성의 여성이라는 것은 재래의 인습과 도덕이라는 그물망에 얽매여  

온갖 압박·구속을 받아 왔으며 여성으로서의 독특한 그 모든 인간성의 말살

과 유린을 당하여 왔습니다. (중략) 이와 같이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열등한 자리에 있는 까닭으로 조선의 여성은 반드시 남성보다 

특수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은 계급적

으로 반항하고 투쟁하여야 하며 또 성적 반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

습니다94). 

이처럼 조선 여성들만이 직면한 문제를 중요시하였지만, 허정숙이 최

종적으로 목표한 것은 여성들의 계급적 자각을 통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었다. 그것은 1924년 5월 4일, 우리 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

해방 단체인‘조선여성동우회’ 출범95)에 발기인으로 참여했을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되어 온 것이었다96). 허정숙은 정종명, 주세죽, 정칠성 

등과 함께 1924년 5월 23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당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97). 허정숙은 조선여성동우회의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강령과 

선언문 작성 등과 같은 이론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핵심인물이었

다. 강령과 선언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강령(綱領)

 1. 본회는 사회진화법칙에 의(依)하여 신사회의 건설과 여성해방운동에 

94) 허정숙,「신년과 여성운동」,『조선일보』1926.1.3.
95)『동아일보』1924.5.4.「여성동우회」;『동아일보』1924. 5. 11.「여성동우창립」
96)허정숙이 고베에서 돌아온 시기는 1924년 3월인데,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 임

원근이 경찰에 검거되어 투옥되었다가 1924년 1월 18일에 출소할 당시, 허정숙은 
고베에 있었다. 임원근이 신흥청년연맹에 2월 11일에 가입할 당시에도 그렇다. 고
베에서 돌아온 직후 가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허정숙의 사회주의자로서의 활
동은 신흥청년연맹의 활동으로 보아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임원근과 동시에 가입하
는 것은 불가능했다. 

97)『동아일보』1924. 5. 22.「여성동우회 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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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立)할 일군의 양성과 훈련을 기(期)함.

 1. 본회는 조선여성해방운동에 참가할 여성의 단결을 기(期)함98)

선언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권리 없는 의무만을 지켜오던    

 여성대중도 인류역사의 발달을 따라 어느 때까지든지 그와 같은 굴욕과    

 학대만을 감수하고 있을 수는 도저히 없게 되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으며 권리가 있으며, 생명이 있다. 우리의 지방은     

 누구에게 빼앗기었으며, 우리의 자유는 누구의 짓밟힘이 되었는가. 우리는  

 성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남성의 압박노예(壓迫奴隸)가 되고 말았다. 저    

 무리한 남성은 우리의 가졌던 온갖 권리를 박탈하였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오직 죽음과 질병만을 주었다. 아! 우리도 살아야 하겠다. 우리도 잃었던    

 온갖 우리의 것을 찾아야 하겠다.

 ‘조선여성동우회’는 선전활동에 힘을 기울였고, 연구반을 조직해 자

체 이론학습을 해나가면서 조선여성의 각 계급 계층의 여성에 관한 통

계작성을 계획하고 여성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 여성직업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99).

3) 조선최초의 단발식과 단발선언문

 허정숙은 22세이던 1924년 8월 21일, 서울 한복판에서 조선동우회

의 동지들인 주세죽, 김조이와 함께 단발식을 거행했다.100) 그리고 단

발식의 전 과정과 이후의 소회, 각계의 반응, 단발의 의미까지 포함해 

“나의 단발과 단발 전후”101)에 실었다. 허정숙에게 단발식은 ‘자신

을 독립된 주체로 인식하고, 가부장적인 위계에 도전하며 인습을 깨뜨

리고자 한 여성주의자로서의 실천’을 의미했다. 단발식이 여성주의자

의 실천이었다면, 단발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 글은 가부장적 조

선 사회를 향해 외치는 선언문이었다. 

98) 같은 곳.
99) 『조선일보』1925.12.21.「경성에서 활동하는 녀자단체 조선녀성동우회 」
100) 『조선일보』1925.8.22「삼여사단발」;『조선일보』1925.8.23.「부인단발」
101) 허정숙,「나의 단발과 단발 전후」『신여성 』3(10),1925.10, 14~18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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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발식과 선언문이 필요했던 이유는 여성들의 단발에 대한 강

한 사회적 거부반응 때문이었다. 염상섭을 비롯하여 당대 남성 지식인

들은 여성 단발을 폄훼하는 논의를 만들었다. 여성이 단발하는 것은 여

성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조선의 훌륭한 풍속을 더럽히는 소행이라는 주

장을 내세운 것이다102).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주장과 이론이 필요했다. 허정숙의 단발식과 단발 선언문은 이러한 배

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허정숙은 단발을 “오랫동안 여성들을 구속해 오던, 잘못되고 오래된 

습관을 개량하는 것”103)으로 간주했다. 무엇보다 결발은 “여성의 자

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남성들에 의해 “강요된 아름다움이”기 때문

에 허정숙에게 결발은 부자연스럽고,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었

다104). 또한 ‘순수한 미’가 아니라 인간을 모욕하는 ‘희롱물에 지

나지 않는 미’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여성에게 쓸데없을 뿐 아니

라 도리어 “여성 자신을 굳은 구속의 철쇄 밑으로 얽어매는 한 개의 

도구”105) 이다. 또한, 허정숙은 결발을 찬양하고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심리를 가지고 여성을 노예시하고 희롱하며 일종의 

상품으로 보는 자본가의 남성이 즐기는106)” 것이라 보았다. 굳이 

“가장된 아름다움을 유지할 필요가 없”107)는 이유이다.

이리하여 여성은 타고난 건강한 육체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구속한 그물을 더욱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풍속이 되어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심지어 적으면 더 첨가

하여 크게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부자연스러운 미를 꾸미는 데에 자기의 귀

한 정력과 시간을 허비하였던 것입니다.(중략) 과거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결

발은 여성이 상품이요 비인간의 대우를 받던 때의 한낱 상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발, 즉 과거의 여성미에 대한 사상을 근본으로부터 

102) 『조선일보』1925.8.23.「부인단발」 
103) 허정숙,「나의 단발과 단발 전후」, 14쪽.
104) 같은 글, 15쪽.
105) 같은 곳.
106) 같은 곳.
107) 같은 글,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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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고 반대합니다.108)

그리고 허정숙은 단발을 한 후, “웬일인지 원대한 이상과 욕망이나 

달성한 듯 무조건 기뻐하며”109), 그 심경을 이렇게 밝힌다.

무슨 귀신탈이나 벗은 듯이 속이 시원하고 상쾌한 감을 맛보았습니다.”110)

4) 경성여자청년동맹 (1925. 1. 21) 활동

 이렇게 허정숙은 조선사회의 남성중심적 발언들에 일침을 가하는 논

리들을 끊임 없이 생성하며 여성들을 둘러싼 가부장제에 전면으로 대응

했다. 더욱 강력한 사회주의 여성운동단체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1925

년 1월 18일 관철동에서 조선여자동우회 회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성여자청년동맹’의 발기회가 열렸고, 이어 1월 21일111)에 총 회

원 35명 중 주세죽, 박정덕, 우봉운 등 21명이 모인 가운데 허정숙은

‘경성여자청년동맹’의 창립총회를 열었다. 그리고, 동맹의 임시총회

장이 되었다112). 경성여자청년동맹은 만 26세 미만의 여자청년으로서 

‘무산계급 여자 청년의 투쟁적 교양과 조직적 훈련을 기하고 그 단결

력과 조직력으로 여성의 해방을 기하고 당면의 이익을 위해 투쟁한다’

는 것으로 좀더 극렬하게 계급투쟁의 목표를 내세웠다113).‘경성여자

청년동맹’은 조선공산당의 결성을 주도한 북풍· 화요회 계열에 속하

는데, 이 시기 여러 사회주의 여성운동 단체들인 경성여자 청년회, 여

성해방동맹, 프로여성 동맹들 중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114). ‘썩은 

구사상을 깨부수고 여성들 스스로 굳건히 서자’라는 주장에서 알 수 

108) 같은 곳.
109) 같은 글, 17쪽.
110) 같은 곳.
111)『매일신보』에서는 1월 20일에 개최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매일신보』1925.  

   1.24.「여자해방의 경종」
112)『동아일보』1925.1.20.「경성여자청년=동맹발기회」;『조선일보』1925.1.22.   

  「경성의 여자청년동맹」  
113) 같은 기사.
114) 김창순. 김준엽, 1986,『 조선공산주의운동사2』. 청계연구소, 158~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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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계급주의에 따른 운동방침을 고수했

다. 

그러나 처음부터 남성들과는 별도로 여성들만의 단체를 만드는 것을 

허정숙은 늘 강조하였다.115) 그녀의 이러한 기조와 방향은 ‘경성여자

청년동맹’의 창립총회에서‘무산계급 여자 청년의 단결과 상호부

조’,‘투쟁적 교양’,‘조직적 훈련’을 주안으로 채택하면서 더욱 분

명해졌다. 즉, 이들은 민족개량주의나 종교단체에 뿌리한 문화 운동에 

대한 노골적 적대를 극렬하게 드러낸 것이다. 허정숙 역시 이 단체의 

일원으로서 종교단체에 기초한 여성운동이나 유산계급이 중심이 된 운

동방식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표출했다. “‘썩은 정신주의와 물러터

진 종교사상’에 거리를 둔 채,‘사회운동’과‘여성해방’으로 운동의 

방향을 정할 것”116)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급진적 투쟁방향과 내용이 일제탄압의 구실을 제공했다. 

개회 전부터 계급전(階級戰)을 고취하는 강령서는 경찰에게 차압당했

다.117) 또한, 개회식도 중지 해산 등의 명령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했

다. 일제의 입장에서 이들의 축사가 불온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1925년 3월, 일제는 1919년 이후 실시해 온 ‘문화정책’을 중단하였

다.“국체를 변혁시키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목적을 가진 단체

와 관련된 활동을 모두 불법화하는” ‘치안유지법’을 공표한 것이

다.118) 따라서 사회주의 계열의 ‘경성여자청년동맹’의 활동은 번번

이 좌절되었다. 이 시기 여성 사회주의 단체의 활약이 두드러질 수 없

었던 것은 이처럼 지속적이고도 치밀한 일제의 탄압 때문이었다. 

1925년 열린 우리나라 최초의 ‘3·8 국제부인의 날’ 기념식은 이

러한 일제의 치밀한 탄압 속에서 얻은 결실이었다. 이들에게 3월 8일은 

“무산 부녀들의 단결적 위력을 나타낸 날”이자, “무산계급에게도 축

115) 허정숙은 여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조직을 만들 것을 권유하고 있다. 
      허정숙,「남녀학생에 대한 희망- 조직운동 서로 시기하지 말자」『신문명』     

   1926. 1. 1.
116)『매일신보』. 앞의 기사.
117) 같은 곳.
118) 이정식, 앞의 책,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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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날”119)이라는 상징적인 날이었다. ‘3·8 국제부인의 날’은 

1917년 2월 러시아혁명을 촉발시킨 무산 부인들의 항의를 기념하고자 

만들어졌다. 또한, “부녀들에게 계급적 각성과 해방적 의식을 갖게 하

여 인간으로서의 부인의 지위와 인권을 찾게 하는 ”120) 세계적인 기

념일이다. 따라서 1925년 3월 5일, 일본 경찰은 허정숙을 찾아와 미리 

강연 금지를 고지했지만121) 경성여자청년동맹 회원들은 기습적으로 모

여‘3·8 국제부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122). 비록 간담회 형태의 

작은 모임이었지만, 회원 20여 명들 모두 가슴에 붉은 기념장을 붙였

다. 그 자리에서 허정숙은 국제부인 데이에 대한 역사적 연혁을 설명하

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일(一). 국제 무산부인데이의 의의를 널리 선전하여 무산부인으로 하여금 이 

날을  기념케 할 일.

일(一), 세계 무산부인운동의 전기를 간행할 일 123)

 1925년 3월 8일, 허정숙은 경성여자청년동맹 회원들과 함께, 자신

들의 열망을 표출하고 국제적 연대와 지지를 공고히 다지는 축제의 날

을 기념했다. 나라 잃은 국민이자 역사상 가장 불리한 지위에 처한 조

선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채, 계급해방 없이는 여성해방이 불가능

하다고 인식하며, 3중 억압의 교차 속에서 ‘3·8 국제부인의 날(여성

의 날)’을 맞이한 것이다124). 

119) 허정숙,「국제부인데이에」『동아일보』1925. 3. 9.
120) 같은 글.
121)『조선일보』1925.3.5.「부인강연금지」
122)『조선일보』1925.3.10.「국제부인일 기념간담회 열빈루에서」 
123) 같은 곳.
124) 조선여성동우회는 매해 3월 8일을 정기총회의 날로 정했으나, 1925년 이후 다  

  시 국제부인의 날을 기념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조선일보』1925.12.21.「경성에서 활동하는 녀자단체 조선녀성동우회」



- 38 -

3. 언론인이자 사회주의 운동가 (1925~1926)

1) 동아일보 최초의 여기자이자  신여성 편집인

허정숙은 동아일보 최초의 여기자이다. 1920년 매일신보에서 처음으

로 여기자를 채용한 이후, 다른 민간지들에서도 하나, 둘 여기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당시 여기자 채용은 민간지들끼리 상업적 경쟁 구

도 속에서 여성 독자층 확대를 목적으로 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당

시 남성 위주의 신문사에서 여기자들은 화초기자로서의 역할을 강요받

았고125), 기사도 주로 여학교 순례나 가정방문 기사에 한정되었다126). 

허정숙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현장을 매일 

접하며 조선 여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목도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비록 동아일보 재직기간은 1925년 1월부터 5월까지 짧았지만127), 허

정숙은 사설란도 담당함으로써 이론가로의 면모를 발휘하는 데도 주력

할 수 있었다. 특히 허정숙은 기자직이 “일반 여자에게 공헌이 없다 

하면 아무 가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128)했는데, 그러한 고민은 여

성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현장에 대한 소회를 

담고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다음의 글은 허정숙의 이러한 고민과 이론

가로서의 성장이 응축되어 드러나 있다. 가정방문을 차 들른 집에서 마

주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 주인이라는 남자는 내가 방문 바깥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성노음으

로 욕설을 퍼부으며 천치니 멍텅구리니 하며 왜 나가서 묻는 대로 대답 못 

하느냐 하고 순한 양 같이 아무 말 하지 않는 부인을 이유 없이 무조건으로 

꾸지람을 하며 학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구식 가정에 있는 부녀의 

125) 물망초,「제일 선상의 신여성 부인기자」,『신여성』7(12) 1933,12, 59~60쪽. 
;『개벽』4, 1935.3.1.「여기자 군상」.

126) 허정숙이 맡았던 기사가 가정방문이나 학교 순례 등에 한정되어 있었음을 알려준
다. 허정숙,「문밖에서 26분」『신여성』3(4) 1925. 4, 50~54쪽.

127) 『조선일보』「동아사파업사건 오인은 필경희생」1925. 5. 25.
128) 허정숙,「문밖에서 26분」,『신여성』3(4), 1925. 4,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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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인 것을 짐작 못한 바는 아니지마는 이다지도 남편이 아내에 대한 전횡

과 우월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라고 통탄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129).

그녀가 접하는 조선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자인 남성에게 노

예가 되었고 성적으로 남편에게 구속을 받고 있는, 이중의 쇠사슬에 얽

매여 있다”130)면서 통탄한다. “‘어떤 것을 써야만 일반 부녀에게 

유익하게 할까’하며 초조해131)” 하던 허정숙은 결국 여성해방은 

“단지 남성을 반역하는 운동으로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근본

적으로 이러한 남성을 만들어내는 현 사회조직을 개혁하는 운동이라

야”132)함을 깨닫는다. 

이와 같이 인권의 유린을 당하고 자기의 온 존재를 희생해 가며 아무 명색  

없는 노예 노릇을 하는 부인의 지위-이것이 어제 오늘로 된 것이 아니고, 벌

써 몇천 년의 긴 세월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부인의 지위가 이같이 열등하

게 됨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이 현상

을 볼 때에 우리 부녀계의 해방은 단지 남성을 반역하는 운동으로서는 결코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남성을 만들어내는 현 사회조

직을 개혁하는 운동이라야만 완전한 해방이 온다는 것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따라서 다소간 먼저 배웠다는 우리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짐을 

깨달았습니다.133)

그리고 여성사회만 한정해서 다니는 여기자로서 이렇게 기사화할 재

료가 부족한 것은 여성 사회의 협소함, 빈약함, 단조로움에 대한 표증

이라고 보았다. 

하여간 우리 전체로 볼 때 우리의 삶을 위하여는 진실하고 열렬한 혁신운동  

129) 같은 글, 53쪽.
130) 같은 글, 52쪽.
131) 같은 곳.
132) 같은 글, 53쪽.
133)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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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기자로서의 느낌에 별다  

른 것이 무엇 별로 없고, 앞으로 이 직무의 목적으로 우리 부녀계를 위하    

여 힘써 일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134)

이처럼 허정숙은 기자 경험을 통해 여성해방가로서 성장의 계기로 삼

았고, 논설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기자직을 활용하

며 여성기자에게 한정된 영역을 뛰어넘었다. 동아일보에서 사직한 

뒤135), 1925년 8월부터 옮긴 신여성지에서는 필력가이자 이론가로서

의 소양이 더 잘 발휘되었다. 편집부로 활약하면서 논문쓰기, 편집, 인

쇄 교정까지 해가며 잡지의 수준을 상당히 올려 놓았다.136) 당시 신여

성지는 기자의 부족, 일제의 검속 등을 이유로 한 사람이 여러 필명을 

사용하였다.137) 허정숙도 수가이, 스카이, sky, 칠보산인 등의 필명으

로 여러 개의 기사를 작성했는데138), 자신의 여러 이론적 글들을 실으

며 잡지를 여성계몽운동의 장으로 활용했다. 

2) 형평운동과 반기독교운동

허정숙은‘한양청년연맹’결성에 가담하고 집행위원이자 검사위원으

로 활동했다139). 이 단체는 1925년 서울에서 조직된 청년운동 단체 

연합회로 무산 청년 운동의 전개, 무산 농민의 자각 등을 목표로 하여 

강연회 개최, 기관지 발간 등의 활동을 하였다. 러시아 혁명일과 국제 

청년일을 기념하기도 하고140), 로자 룩셈부르크의 죽음을 기리기도 하

는 등 무산운동, 반기독교 운동 등을 펼치면서도141), 동시에 형평운

134) 같은 곳.
135)『조선일보』1925.5.25.「동아사파업사건 오인은 필경희생」
136) 편집자,「여기자군상」『개벽』4, 1935.3.1, 70~75쪽.
137) 이상경, 2002「부인에서 신여성까지 근대여성 연구의 기초자료」,『근대서지』2.
138) 이상경, 2002, 179쪽; 김수자, 2015, 139쪽.
139)『조선일보』1925.8.6.「한양청년연맹조직」;『동아일보』1925.8.6.「한양청년연  

   맹 경성 부근의 단체 연합기관 조직」
140)『조선일보』1925.9.3.「국제일기념으로 한양청년강연」;『조선일보』1925.9.8.  

  「국제청년일기념」;『조선일보』1925.11.6.「한양연맹」.
141)『조선일보』「한양청년연맹이 기독교 반대운동」19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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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142)과 같은 민족 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허정숙은 9월 6일 국제청

년일을 기념으로「국제청년 데이의 의의」를 제목으로 강연하였고,143) 

형평운동과 관련해서는 「특수민의 반역」의 제목으로 무대의 연사로 

섰다.144) 또한 한양청년연맹은 1925년 8월에 일어났던 반형평운동 사

건을 핵심 의제로 다루면서 백정들의 투쟁을 도왔다145). 이들은 일제

의 잦은 검속과 방해로 대부분 일정이 취소되거나 강연이나 기념식들을 

금지당하는 와중에서도146) 점점 세력을 확장하면서147) 일제에 대항하

는 청년단체로 부상했다. 이 연맹의 집행위원이자 강연자로 활약한 것

에서 알 수 있듯 허정숙은 여성운동을 주도하면서도 당시 계급투쟁과 

민족문제에도 적극적이었다. 

허정숙의 남편 임원근은 1925년 4월 17일에 결성된 조선공산당의 

핵심인물이었다. 조선공산당 조직의 산하 청년단체 ‘고려공산청년회’

의 중앙위원에도 가입되었는데, 당시 중앙위원은 다섯 명뿐이었다. 허

정숙은 조선공산당의 간부로 활약하지 않았지만, 주세죽, 박헌영과 같

은 당의 핵심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동아일보에서 받은 

월급을 모두 조직의 운동자금으로 제공하며 직·간접으로 관여했

다148). 그러던 1925년 11월 30일 새벽, 허정숙은 남편 임원근과 함께 

조선공선당 조직과 관련된 ‘제1차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으로 인해 

허헌의 집에서 검거됐다149). 허정숙은 바로 풀려났지만, 임원근은 구속

되었고, 조선공산당은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되었다. 

;『조선일보』1926.1.17.「『카를』『로자』 양씨 묵상 추도」

142) 형평운동은 1923년부터 일어난 백정(白丁)들의 신분 해방 운동임. 김창순·김준  
   엽,『한국공산주의운동사2』, 160~173쪽.

143)『동아일보』1925.9.3.「임박한 국제 청년일」.
144)『조선일보』1925.8.26.「형평문제강연 이십팔일 밤에」.
145) 허정숙은 이 시기 황해소년대회에서 축사를 하는 등 소년단체 관련 활동도       

   했는데, 어느 단체의 소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했는지 확실치 않다. 『조선일보』  
   1925.8.29.「황해소년대회와 가맹소년단체」

146)『동아일보』1926.1.5.,「「리」「룩」,양씨 기념강연금지」;『동아일보』1926.9.
      7.「돌연각단수색」;『조선일보』1926.8.4.「한양청년연맹 창립기념 연기」.
147) 『동아일보』1926 1. 13.「한청도 가입」
148) 서형실, 1992a, 207쪽.
149) 『동아일보』1925. 12. 1.「허헌씨 가택을 수색, 임씨 부부 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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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체류와 반자본주의적 사상의 심화(1926-27)
 

허정숙은 “난마 같이 흐트러진 정신을 수습하”150)기 위해서 1926

년 5월 미국행을 선택했다151). 그녀가 “그저 돌에 맞은 듯한 무거운 

머리와 수습할 수 없는 혼탁한 정신을 가지고 미국 여정에152)”오른 

가장 큰 이유는 1924년 결혼한 자신의 남편, 임원근이 투옥된 와중에 

송봉우(宋奉瑀, 1900~?)와의 열애설로 인한 파장 때문이었다. 허정숙

과 송봉우의 연애는 당시 조선공선당 내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 

허정숙과 송봉우의 계파가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허정숙의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것은 사실상 제2차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인 강달영의 지도

력 부재와 관련이 있었다. 강달영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 만큼의 지

도력과 유능함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다.153) 여러 계파로 분할된 조

선공산당의 타협을 도모하기는커녕 북풍회를 모두 축출하고, 코민테른

에 그들의 불충을 상세히 보고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못

하고 있었다. 그 보고들에는 북풍회의 송봉우가 화요회의 허정숙으로부

터 당의 정보를 얻기 위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었다.154) 송봉우의 축출을 위한 근거로 그들의 사적인 관계를 악용한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관계는 당시 미묘한 기류가 흐르던 조

선공산당 내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허정숙은 1926년 3월 3일 신흥청년

동맹에서도 제명당했다.155) 동료들의 의심과 냉대 속에서 허정숙이 선

택한 것은 미국 유학이었다. 당시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지만, 두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아버지 허헌의 외국 순방길에 

동행했다. 

허정숙의 외국 순방은 장안의 화제를 불러 모았다. 허헌은 당시 조선 

150) 허정숙,「뉴욕통신」『신여성』4(10), 1926, 10.
151) 『동아일보』1926. 5. 30.「허헌씨 구미 만류」 
152) 허정숙,「울줄 아는 인형의 여자국 북미인상기」『별건곤』10, 1927.12.20,     

   74~77쪽.  
153) 서대숙은 강달영을 조직의 타협을 이끌지 못하는 소인배로 평가하고 있다. 서대  

   숙, 앞의 책, 80~86쪽.
154) 서대숙, 같은 책, 82~83쪽.
155) 『조선일보』1926.3.6.「신흥청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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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급 인물이었고, 허정숙 역시 세간의 집중을 받

는 명사였기 때문이다. 또한 허헌이 계획한 외국순방은 단순한 외유를 

넘어서는 유사 외교활동이었다.156) 조선의 문제를 세계적 지평에서 구

상하고자 한 정치적 기획의 일환이었기 때문이다.157) 허헌은 6개월 동

안 머문 미국의 도시들마다 동포사회를 만나 연설을 했으며, 의회를 방

문하고 쿨리지(JohnCalvin Coolidge, 1872~1933) 대통령을 회견하는 

등158) 국빈급의 대접을 받으며 활동했다159). 그리고 허정숙은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아버지의 통역을 담당했다160). 허헌의 미국 시찰 동행을 

통해, 허정숙은 미국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허헌이 미국 명사들을 만나는 유사외교 활동을 

한 만큼, 허정숙의 교류 상대들 역시 그에 준하였다. 허정숙은 국제적 

단체에 소속된 여성지도자들과 교유하면서 미국 사회 운동사를 깊이 있

게 연구하였다.161) 

156) 허헌과 허정숙의 세계여행은 출국부터 여정, 귀국까지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허헌은 『삼천리』에 자신의 소회를 적어 정리하는 형태로 유람기를 남
겼는데, 신간회 사건으로 투옥되면서 여행기는 중단되고 만다. 『별건곤』에는 짧은 
인상기 정도가 실렸고, 동아일보는 그의 귀국 소식을 다뤘다. 조선일보에서도 그녀
의 동정을 다뤘다. 

   허헌, 「동서 12제국을 보고와서」『별건곤』1927.7.1, 44~46쪽.
  『조선일보』1926.5.27.「허헌씨 구미만유」;1926. 5. 31.「허정숙씨의 구미만유」;
  『동아일보』1927.2.18.「허헌씨 도구」.
157) 성현경 엮음, 2015,『경성엘리뜨의 만국유람기』현실문화사, 406쪽.
158) 허헌은 자신의 여행기에 쿨리지 대통령에 대한 만남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워싱턴에 갔을 때에는 백악관에 가서 쿨리지 대통령을 만났다. 풍채는 윌슨만큼 
훌륭하지 못했으나 경쾌하면서도 중후한 맛이 있는 분이더라. 악수할 때 힘을 어떻
게 주어 꼭 쥐는지 그것도 모두 동양의 먼 곳에서 온 손님에 대해 특별한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라 생각하면 한껏 상쾌하였다.”

   허헌,「세계일주기행」(제2신),『삼천리』1929.9, 22~25쪽. 
159) 허헌은 영국에서는 노동당 당수 맥도날드와 대담하고 타임즈를 시찰했으며, 아일

랜드에서는 정치체계를 돌아보았다. 이어 벨기에 브리셀에서 ‘세계약소민족대회’
에, 코론느에서 개최된 국제반제국동맹창립대회(1927.2.10.)에 참석해 《한국에 대
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정치》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여 조선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당시의 세계유람이 명백히 정치적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주는 행보들이
다. 성현경 엮음, 2015,『경성엘리뜨의 만국유람기』현실문화사; 심지연, 1994, 
『허헌 연구』 참조.

160) 허정숙의 영어실력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국민회의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 여성해방 운동과 여류시인으로 유명한 사로지니 나이두(Sarojini Naidu)
의 시가를 매우 유려한 필치로 번역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김경일, 2016, 23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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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년 6개월 동안의 미국 체류 동안 허정숙은 미국에 대한 어

떤 희망이나 장점을 느끼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원래 미국을 좋아하

지 않아 미국의 유학기회를 마다하던”162) 그녀는 극도로 발달된 자본

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두통을 느낄 뿐이었다. 도착한 뒤 1달 동안 느낀 

감상이 담긴 「뉴욕통신」의 글에 미국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을 읽을 

수 있다. 허정숙은 미국에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고 뇌가 복잡해질 뿐

이라고 토로한다. “금전만능인 미국에서 프롤레타리아의 비애를 느낄 

뿐”163) 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극도로 발달한 미국의 문명과 웅대함

은 금전만능주의와 물질추구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 짓는다. 1년 

반의 미국 유학생활 이후 쓴 글에서도 미국문명에 대한 강한 반감은 변

하지 않았다.

돈! 돈의 힘이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이 나라이외다. 자본주의 문명의 

발달이 세계의 여러 자본주의 국가를 낳았지만 미국은 그 중에 제일 가는 

대표적 국가이외다. (중략) 어느 사물을 대하든지 자본주의 냄새가 아니 나

는 것이 없는 것이 또 이 나라의 특색이외다. 실로 이 나라에 가서 머무는 

사람으로 적으나마 감각이 있는 자라면 이 문명의 발호에 두통을 아니 앓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164)

허정숙은 미국에 있는 교포 사회에 대해서도 냉소적이었다. 겉으로는 

갈등이 없어 보이지만, 허정숙이 바라본 미주 한인사회는 “셋으로 분

열되어 있고 암암리에 쟁투가 있어 장래가 허무한 감”165)마저 느낀다

고 분석했다. 

 미국에 와서 있는 우리 사람의 사상은 조선과는 인연이 먼 사상이외다. 그

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요, 따라서 꿈만 달게 꿀 뿐이요 조선을 알려고도 하지 

161) 초사,「현대여류사상가들, 붉은 연애의 주인공들(3)」,『삼천리』17, 1931.12.   
  1, 14쪽.

162) 허정숙,「울줄 아는 인형의 여자국 북미인상기」, 74쪽.      
163) 허정숙,「뉴욕통신」,『신여성』4(10), 1926.10.
164) 허정숙, 1927, 75쪽.
165) 같은 글,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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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실체를 떠나서 상상의 조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신문이나 

잡지 보는 이가 대개 백 명에 둘 쯤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신문 뿐이

요, 잡지는 아닙니다. 또 신문에 나타나는 그 사실을 비난할 뿐이요, 신경의 

아픈 맛은 맛볼 줄 모릅니다. 이것이 가혹한 평인지는 모르겠으나 대개 이야

기 하고 듣고 보는 바로서는 이 이상 더 좋은 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166). 

 무엇보다 허정숙은 미국 여성에 대해 과도할 정도의 혹평을 가한다. 

미국 여성에게서 미국 자본주의가 갖는 부작용과 병폐를 발견했기 때문

이다. 그 병폐는 물질만능주의와 금전만능사상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

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다. 미국 여성에 대한 반감은 “조금도 부족함

이 없는 완전한 인형167)”이라는 비유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허정숙에

게 “일본의 여성은 흔들어도 울 줄 모르는 인형이지만168)”, 미국의 

여성은 남자에게는 임의자재한 인형이면서도 감각이 있는, 울 줄도 알

고 움직일 수도 있는 인형”이자 “돈 잘 아는 인형”169)일 뿐인 것이

다. 허정숙의 판단에는 미국 여성들이 말하는 여성의 권리도 “인형에

게 비위를 맞춰주는 수단”170)에 불과할 뿐이다. 자본주의 문명은 생

명 있는 인형을 제조하는 힘마저 있다는 냉소적인 허정숙의 표현에 미

국과 미국 여성에 대한 강한 반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미국 여성의 권리에 대한 평가절하와 금전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

도는 허정숙이 조선으로 귀국한 뒤에도 계속된다. 1927년 조선일보에 

기고한 사설에서 한층 심화되어 표현되었다. 그녀는 “미국 여성이 세

계 어느 나라 여성보다도 행복하고, 미국은 천연의 자원을 배경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이지만,171) 그들의 실체를 보면 우리의 예상과 정반대

로 상상과 차이가 많음을 강조한다.  

 흥미롭게도 허정숙은 미국 여성의 지위와 권리가 높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이유마저 여성들의 인구가 적은 데서 찾고 있다. 이민 국가의 

166) 같은 곳.  
167) 같은 곳.
168) 같은 곳
169) 같은 곳.
170) 같은 곳.
171) 허정숙, 「미주여성을 들어 조선여성에게 (1)」『조선일보』192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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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여성들의 숫자가 적었던 탓에 그들에게 권리와 자유가 저절로 

주어졌다고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여성들이 받는 존경과 숭배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개성의 가치를 인정한 것172)”이 아닌 오직 희귀

한 오락물의 부족함(핍궁: 乏窮)으로 인한 것”173)일 뿐이다. 미국 여

성들이 누리는“남녀평등은 여성을 희학(戱謔)174)하는 일개 수단에 불

과한 것이요,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의 개성을 인정한 평등”175)이 아

니라며 평가절하 한다.

 허정숙은 잘 정비된 여성들을 위한 교육제도나 직업 환경도 오히려 미

국 여성들에게는 역기능적이라고 보았다. 미국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이 

오히려 그녀들의 개성과 자유관념을 팽창시킬 뿐 아니라 여성에게 월권

의 행동과 오만을 조장하고 자유 방종을 일삼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게 

이유였다. 또한 미국 여성의 자유평등 사상 자체에 모순이 내재되어 있

다고 보았다. 지위나 권리로 평등이라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온갖 사

치로 치장하는 인형에 머문 모습이 자가당착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

리고 결혼과 이혼의 선택 동기마저 금전에 의해 좌우되며 결정하는 모

습을 질타한다. 이처럼 미국 여성에 대한 가차 없는 평가를 보면, 금전

만능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허정숙의 적대감이 얼마나 강렬한지가 드

러난다. 그리고 미국의 체류 동안 그것이 오히려 증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허정숙이 미국에 있는 동안 여성해방이론과 사회주의 

이론, 사회주의 사상에 더욱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다.

5. 근우회 활동과 투옥 생활(1927~1932)

1) 근우회 활동 (1927.11~1930.1)

  1년 반 가량의 미국 유학생활176)을 청산하고 1927년 11월 귀국한 

172) 같은 글.
173) 같은 글.
174) 희학: 실 없는 말로 농지거리를 함(필자 주)
175) 허정숙,「미주여성을 들어 조선여성에게!(3)」『조선일보』1928. 1. 5.
176) 허정숙은 여행권이 학생으로 되어 있지 않아 컬럼비아대학교에 정식등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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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숙은 근우회에 가담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근우회는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에 걸쳐 전개된 반제 민족해방, 반봉건 민주주의의 

획득을 과제로 한 협동전선운동의 흐름속에서 1927년 5월 탄생한 전

국적 여성운동조직”이다.177) 1924년 이래 분산되어 운동을 진행하던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계 여성운동가들이 여성운동계에서 최초로 협동

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3·1운동 이래 발전해 온 한국 여성

운동의 총역량을 결집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민족사적인 중차대한 

과제를 여성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좌·우 양파의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전국 각계각층에 걸친 범여성의 단일적 민족운동단체를 탄생시킨 

것’178)은 한국 여성사에 큰 의미를 지닌다179). 즉, 단순히 신간회의 

창립에 따라 만들어진 자매단체가 아니라, 근우회는 식민지 조선의 특

수성에 입각한 여성운동론의 정립을 이룩하여 일관된 내적 논리체계를 

세운 위에 조직된 독자적 단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180). 

이러한 의미는 창립 총회에서 발표된 근우회의 강령에서 잘 드러난

다. ‘조선여자의 견고한 단결을 도모함’과 ‘조선 여자의 지위 향상

을 도모함’에도 나와 있듯이, 근우회가 조선의 특수한 현실에 기반하

여 여성들만을 위한 독자적 의제 설정에서 출발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근우회는 양 진영이 협력하였지만, 근우회 결성의 논리를 

형성하고 이후 활동방침 결정을 주도한 것은 사회주의 여성운동 진영이

었다. 따라서 계급해방을 통한 여성해방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여성 지

식인들은 근우회를 통해 그 이론을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

고 실천하고자 하였고,181) 그 흐름을 주도하는데 허정숙도 앞장섰

   했고, 영어 개인교습을 받았다.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28쪽.) 조서에는 각  
   기병이 발병한 것으로 나온다. 같은 책, 127~135쪽

177) 남화숙, 1991,｢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전선론과 근우회｣, 서울대학교 국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1쪽.

178) 박용옥, 1987,「근우회의 여성운동과 민족운동」『한국근대민족주의운동사연    
    구』일조각, 314쪽.

179) 『조선일보』1927. 4. 27.「여성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운동발기」;『조선   
  일보』1929.4.27.「근우회의 발기회 성황으로 종료」

180) 남화숙, 114쪽.
181) 장인모, 2008,「1920년대 근우회 본부 사회주의자들의 여성운동론」,『한국사   

   연구』, 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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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2) 

  근우회는 ‘민족운동의 이론이 세계무산 계급운동의 일부분인 것과 같

이 우리 여성운동의 이론이 조선 민족 운동의 일부분이 될 것’을 표방

하였다. 그러나 여성들만이 여성들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확신했다. 

허정숙은 근우회의 이러한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이론가이자 운동

가였다. 허정숙은 ‘조선 여성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전체 운동 내에서 

부문화 됨에 따르는 고립’, ‘조선 여성이야말로 가장 불리한 지위에 있

다는 자각’, ‘식민지 조선의 사회적 조건이 근우회 출현의 시작이자 근

우회의 사회적 존재의 의도 이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 삼중 

억압의 교차 위에 위치한 조선 여성운동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183).

그러나 동시에 근우회는 여성들만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창립 선언에 분명히 ‘조선 여성의 특수점’으로 ‘여성만의 전체적 기

관’을 수립하는 것을 강조했으나, ‘결코 여성만이 단결하여 남성과 

대립하여 싸우자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 역시 부연되었다. 여성운동

만이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여성만이 단독으로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강조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여성이 여성의 현실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현실을 함께 고민해야 했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된다. 따라

서 이러한 상황은 근우회 회원들이 ‘신간회’의 보조를 무조건 맞출 

것이 강요되는 현실을 낳기도 했다.

  한편, 이처럼 여성운동이 전체 운동의 큰 대의 속에서 협동함에도 불

구하고 사회 일반은 여전히 여성운동을 부문으로 축소시키고 심지어 폄

훼하는 측면마저 있었다. 특히 언론매체가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했다. 

언론들은 여성운동가들을 남성들과 대등한 운동가나 저항의 주체로 상

정하기보다 그들의 사생활과 외모 품평에 집중함으로써 이들을 조롱과 

폄훼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184) 허정숙은 근우회 기관지 『근우』를 

182) 근우회가 창립되던 시기 허정숙은 미국에 있었다. 따라서 허정숙이 근우회 창립  
   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183) 장원아, 2019,「근우회와 조선여성해방통일전선」,『역사문제연구』0호.
184)특히 취미잡지를 표방한 『별건곤』의 수위와 표현의 정도는 노골적이었다. 사회  

  주의 여성운동가들의 연애와 결혼은 이들의 기사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관상  
  자,「경성명물남녀신춘지상대회」『별건곤』4, 1927,2.1). 이러한 언론매체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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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와 같이 여성운동을 경시하고 여성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 언

론 현실을 비판했다. 허정숙은 『근우』 평론으로 「근우회와 언론기

관」185)이라는 글을 실어 언론매체들이 여성운동을 다루는 방식을 문

제 제기한 것이다. 허정숙은 언론기관이 여성운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여성을 모욕하는 기사를 함부로 실어 자신들의 사리를 채우는 

행태를 지적했다. 무엇보다 조선의 여러 사회운동이 침체 되어 있음에

도 굳이 여성운동만 그런 것처럼 몰고, 그 원인을 여성운동자들의 태만

으로 돌리며 꾸짖는 태도는 고의적으로 여성운동을 폄훼하려는 것이라

고 일갈했다.

  

언론기관을 가진 당신들이 여성운동, 그것을 조성시키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운동을 하는 인간을 중복하여 매장하고자 하는 심정은 우리의 운동을 어  

떠한 악랄한 방법으로든지 가로막으려는 그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이 점

에 있어서 언론기관을 가진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조선 사회의 큰 범죄를 범

함에 공포가 일어난다.186)

  

 창립 이후 1929년까지 전국에 지회조직을 마련한 근우회는 1929년

부터 중앙과 지방의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매해 지방회가 모인 전국대회

에서 지회 세력을 반영하여 본부를 재구성하고 그 본부가 지회를 통솔

하는 중앙집권적 조직체계의 형태였다. 그리고 그것은 1929년 전국대

회에서 규약수정을 통해 확립되었다. 1929년 7월에 개최된 제2회 전국

대회에서 정칠성, 정종명, 김선, 박호진 등과 함께 강령수정위원으로 활

동하며 허정숙은 규약 수정에 힘썼으며 본격적인 운동론을 실천해 가도

록 힘썼다. 규약수정이 이루어진 1929년부터 1930년 초반까지 근우회 

본부의 활동은 절정에 달한다.187) 7월의 근우회 임시 전국대회에서 중

앙집행위원, 상무위원 서무부장 출판부장을 겸임하는 등 근우회의 핵심 

  도는 다른 곳에게서도 발견된다. ‘서울여학생만세운동’으로 법정에 선 학생들을  
  다룬 기사는 그들의 외모 품평으로 일관되어 있다. 홍종인,「법정에서 본 그들,    
  무언의 최윤숙」,『동광』26, 1931, 10, 1.

185) H생, 「평론-여성운동과 언론관계」, 『근우』 창간호, 1929. 5. 29, 52~55쪽 
186) 같은 책, 54쪽.
187) 남화숙, 1991,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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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경성근우지회 소속이었던 허정숙은 전국

으로 순회강연을 진행했는데, 일제의 잦은 간섭과 방해로 지속적으로 

강연을 금지당했다188).    

  사실, 이와 같은 일제의 상시적인 탄압은 근우회의 존립에 큰 위협이

자 난관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회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다. 일제는 모

든 발기회, 창립대회, 발회식 등을 방해했다. 행사마다 무장경관과 사복

형사가 진을 치고 있다가, 축문 축사를 압수하였으며 의안(議案) 계의

(計議)를 금지시켰다. 중앙과 지방의 집행위원회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없었는데, 1928~1930년에 걸친 근우회 연차 전국대회와 총회는 일제

의 탄압으로 인해 한번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다189). 탄압의 주된 

이유는 근우회가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경향이 강한 데다, 반일민족운동

적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일제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근우회

는 가정부인 신여성 여학생을 중심으로 하였던 대상을 여성노동자 여성 

농민으로까지 확장하였고, 그 조직능력과 사업능력도 궤도에 올랐다.

2) 서울여학생만세운동 (1930.1.15~16)

허정숙은 근우회 조직 사업들 중 여학생들의 조직 활동에 가장 적극

적으로 임했다. 실제로 근우회가 가장 투쟁성과 조직력을 잘 발휘한 분

야가 여학생 운동이었다. 이것은 당시의 여성운동이 여학생층에 의지하

는 비중이 큰 데다 여학생들의 투쟁력이 강하고 근우회가 학생부를 두

어 그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데 연유한다190). 또한 이것은 그만큼 

학생들을 조직하여 운동을 이끈 허정숙의 능력이 그만큼 뛰어났다는 방

증이기도 하다. 효과적으로 조직능력을 발휘한 만큼 허정숙은 학생운동

과 관련해서 잦은 검거와 구속을 당했다. 1929년 9월 30일에는 전주

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퇴학 처분에 대한 항의문을 발송했다는 이

유로 정칠성과 함께 갑자기 종로경찰서에 3일간의 구류는 그중 하나의 

188)『동아일보』1929.6.18.「허씨 강연금지」 
189) 박용옥, 1987, 206쪽, 309~310쪽.
190) 남화숙, 1991,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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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이다191) 불시에 특별한 사건이 없이도 검속을 당했다. 12월 3일 

근우회 회관에 있다가도 느닷없이 종로경찰서로 끌려가 검속을 받았 

다192). 

  그러나 여학생 조직 활동 관련으로 인해 허정숙이 연루된 가장 큰 사

건은 ‘서울여학생만세운동’이다. 일명 ‘근우회 사건’으로 통칭되는

‘서울여학생만세운동’은 광주학생운동의 한 부분이지만, 여학생들의 

주도가 돋보였다는 점에서 여성사적으로 주목해야 할 운동이다.193) 또

한 근우회의 조직력이 가장 빛을 발휘한 사건이자, 여학생들의 투쟁력

과 만나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운동의 정점을 찍은 역사적 장면이기도 하

다. 무엇보다도 이 시위를 주도하고 동참한 많은 여학생들이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 정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194)는 면에서 일제 강

점기 여학생운동의 획을 그은 사건이기도 하다. 허정숙은 바로 광주학

생운동을 전국적인 차원으로 이끈 ‘서울여학생만세운동’의 핵심조력

자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발발하여 1930년 3월 초까지 전개된 광

주학생운동은 그 이전 20년대에 벌이던 학원운동의 차원을 넘어 민족

해방운동, 독립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의의를 지닌다.195) 광주학생 운

동은 학생들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했다가 전국적

으로 파급되며 3·1운동을 방불케 하는 민중봉기로196), 3·1운동 이

후 가장 거센 항일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1929년 11월 광주의 만세운동이 제1단계, 12월의 서울의 

만세운동이 제2단계, 마지막으로 1930년 1월에 서울 시내 여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시작함으로써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것이 제3

단계이다197). 이 3단계의 사건 발생 후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독립만세

191)『동아일보』1929. 10. 2.「항의발송문제로 양여사 구류처분」.
192) 제3회 허정숙 신문조서에도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2002,    

  51쪽, 176쪽.
193) 이상경, 2009,『임순득의 삶과 문학』, 소명출판, 47쪽.
194) 같은 책, 49쪽.
195) 같은 곳.
196) 심지연, 1994, 『허헌연구』, 역사비평사, 72~74쪽. 
197) 이상경, 2009,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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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르며 동맹휴학을 감행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파급되며 큰 폭발력

을 일으킨 것이다.198) 

 먼저, 여학생들은 광주학생운동의 발단이 일본인 남학생의 조선여학생 

희롱 문제에 있다는 점199)에 주목해 주도적으로 시위를 조직했고, 서

울 시내 모든 여학교가 시위에 참여하면서 남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형식으로 시위가 이루어졌다200). 이화여고보의 김진현, 최윤숙이 1월 

14일 허정숙을 방문하면서 서울 시내 여학생 연합시위가 계획되었다. 

허정숙은 다른 여학교의 연락 가능한 인물들을 소개하며 여학생들이 서

로 연대해 조직적으로 항일 시위를 일으키도록 조력했다.201)  

  1930년 1월 15일 9시 30분, 이화여고보 학생 3백 10명이 1교시 수

업을 마치자 마자 일제히 “조선학생만세!” 를 부르며 시작된 시위는 

옆 학교인 배제고보의 동참을 이끌었고, 근화여학교 학생들은 보성전문

학교의 구호를 이끌었다. 그밖에 배화, 동덕, 실천, 정신, 보육, 태화 등

의 여학생들도 같은 시간 만세를 불렀다. 모두 경찰의 제압으로 교실과 

교내에서 진출할 수 없었으나 교실에 갇힌 학생들은 학교 유리창을 깨

며 격렬히 반항했다. 교실 안에서 민족주의를 고조시키는 연설을 했고, 

통곡하며 비장한 장면을 연출했다. 경성여자미술학교 학생들 50명 중 

20명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안국동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202) 

 이튿날인 1월 16일에도 경성여자상업학교, 진명여고보, 숙명여고보, 

여자기예학교 등의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벌였다. 학생들은 일제히 만세

를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학교는 경찰의 침입을 반대하라! 

식민지 교육정책을 전폐하라! 광주학생사건에 대하여 분개하라! 학생 

희생자를 석방하라! 일본의 정책에 반대하라! 각 학교의 퇴학생들을 복

교시켜라!”203)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은 모조리 연행되어 취조를 받았

198) 같은 곳.
199) 근우회 내부에서도 사건의 발단에 주목하여 자체 내로 논의가 있었다. (국사편찬  

   위원회, 27쪽.) 
200) 같은 곳.
201) 서울여학생만세사건은 허정숙 신문조서 제3회를 참조.(국사편찬위원회, 2002,    

   176~178쪽.)
202) 『조선일보』1930. 1. 16.「시내남여 십오학교 삼천여명이 만세시위」
203) 『동아일보』「공소사실요약」 193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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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30년 1월 27일 102명의 여학생이 구속되었다가, 30일 취조가 

종료됐는데, 여학생 40명이 검사국에 넘겨졌다. 

 허정숙은 1월 16일 예비검속을 당하고204), 17일 검거되었다가205) 풀

려난 뒤, 30일 보안법 위반과 출판법 위반으로 다시 검거되어 심문을 

받게 되었다206).  허정순 외에 피고인들은 주동자 최복순, 김진현, 최

윤숙을 비롯해 송계월, 임경애, 박계월, 이순옥 등 7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석방되었

다207).

 

3) 투옥생활 (1930. 3. 15 ~ 1932. 3. 18)

 3월 20일 검사의 구형에 이어, 3월 23일 판사의 선고로 허정숙은 징

역 1년을 선고받았다.208) 이 사건은 전국 단위의 민중봉기와 독립의지

를 촉발시켰다는 면에서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다. 운동에 가담

한 학생들은 마구잡이로 연행되고 구속되었으며 퇴학 처분을 당했다. 

사건의 폭풍이 큰 만큼 대중들에게도 대단한 관심을 일으킨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으로 허정숙을 포함한 피고 여덟 명이 제1 공판을 받았던 

3월 18일은 몰려든 방청객으로 법원 내외가 혼잡할 만큼 큰 이슈를 불

러일으켰다.209) 이렇게 여학생들이 집단으로 재판을 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대적으로 신문을 장식했고, 취미잡지 기사들도 앞

다투어 법정에 선 이들의 동정을 자세히 묘사했다. 

204) 2002, 국사편찬위원회, 176쪽.
205) 『동아일보』1930.1.18.「사회단체간부 검거에 착수」
206)  2002, 국사편찬위원회, 32쪽, 176쪽, 297쪽.
207)『조선일보』1930.1.28. 「학생만세관계학생 삼백여명처분을 지명」
     『동아일보』1930.1.30. 「여학생들은 명일에 송국」 
     『조선일보』1930.1.31.「시내각교(市內各校)의 시위(示威)한 여학생입칠명      

   송국」; 1930.1.31,「이순옥은 치유위반」;「시내여고 만세사건 금일 검사국 송  
   치.」

208) 최복순 징역 8개월 외에 나머지는 1930년 3월 26일 모두 풀려났다. 이순옥 징  
   역 7개월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5명의 여학생에게는 6개원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동아일보』1930. 3. 26.「양피고복역」 )

209) 『동아일보』1930.3.19.「시내녀학생만세사건 제1회공판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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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숙은 서울여자학생만세운동을 배후 조작한 혐의로 3월 15일부터 

2년에 가까운 시간 집행중지와 재수감을 반복하며 투옥생활을 시작하

게 했다.210) 복역 당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임신 6개월인 6월 15일 

출옥하였다가211) 출산 후 재수감되었다. 이후, 출산 후유증으로 인한 

간성늑막염에 걸려 형집행이 일시 중지돼 또 잠시 출옥하였다가 1931

년 6월 5일 재수감되는 등 출옥과 재수감을 반복한 끝에 남은 형기를 

채우고 1932년 3월 18일 만기출소했다212). 허정숙이 겪은 투옥생활은 

어땠을까.

  허정숙은 감옥이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생지옥’이었다고 말한

다213). 그녀에게 감옥은 철창 속 호랑이처럼 점점 난폭해지고 성질이 

괴상해질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허정숙은 1년 6

개월214)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냈다. 싸라기(:부스러진 쌀-필자), 좁쌀, 

수수와 같은 부실한 음식으로 연명하며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12

시간 동안 공장에서 일본 옷(화복)을 만들었다. 기계적인 노역 생활의 

반복이었다. 간수들의 철저한 감시 아래, 노역하는 동안에도 동료들과

는 말 한마디 자유스럽게 나눌 수 없었다. 게다가 뺨을 맞거나 수갑이 

채워지는 감옥 내 형벌도 감내해야 했다. 특히 수갑을 차는 형벌은 하

루가 지나면 팔이 장독 같이 부풀어 오르는 가혹한 것이었다. 이토록 

비인간적인 삶 속에서 허정숙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꼭 같은 일

과의 반복이었다. 

날마다 눈만 뜨면 꼭 같은 그 벽, 그 천장, 그 사람, 그 일! 판에 박은 듯이 

꼭 같은 속에서 같은 일을 되풀이하니까 생각은 자꾸 관념적으로 흐르고 같

은 그 생활에 대한 염증은 말할 수 없이 커서 생활이 싫증이 나는 비례로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은 컸습니다.215) 

210) 『동아일보』1930.3.26. 「양피고복역」 
211) 『매일신보』 1930.6.30. 「임신 6개월로 집행중지」
212)『동아일보』1932. 3.19.「허정숙출옥 십팔일 만기로」 
213) 『신동아』「허정숙 출옥방문기」1932. 6, 87~89쪽
214)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집행중지로 투옥 기간은 정확히 1년 6개월이다.
215) 『신동아』같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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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나와 보니 기쁘지 않다고 표현한 허정숙은 같이 일하든 동지들이 

많이 없어진 것에 대한 섭섭한 심경을 비쳤다. 그리고, 표현(表現)단체

가 없어지고 운동이 지하선하(地下線下)로 움직이며 바뀐 정세를 간파

하고 있었다. 

제 3 절 의업활동기와 중국 무장혁명투쟁기  
   

1. 의업활동기(1932~1936)

1932년 8월 11일, 삼청동에 허헌 허정숙 부녀는 태양광선치료원이

라는 병원을 개원했다.216) 허정숙은 치료자로, 아버지 허헌은 경영인으

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허정숙은 병원 영업을 4년간 이어갔다. 모든 운

동에서 물러난 채 가족들과 함께 하는 휴식기였다. 투옥생활에서 얻은 

늑막염을 비롯한 각종 후유증을 치료한 기간이기도 했다. 광선치료법으

로 병을 고치는 병원운영은 이러한 휴식기에 허정숙에게 적절한 대안이

었을 것이다217). 게다가 비슷한 시기 광주학생 사건과 관련된 ‘민중

대회사건’으로 2년 가까운 투옥 생활을 한 아버지 허헌도 변호사 자

격증을 박탈당한 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상태였다. 허헌은 신간회의 중

앙집행위원장으로서 광주학생운동의 의의를 알리고, 일제의 부당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민중대회를 준비했다가218), 사전에 발

각되면서 옥고를 치뤘다219).

  1930년 초반부터 강화된 일제의 검속으로 어떤 합법적인 단체 활동

216)「허정숙여사의 태양광원치료원, 일대의 여류운동가 허씨가 자연과학전당으로 진  
 출!」『삼천리 』4, 1932. 9. 1.

217) 병원사업을 위장개업으로 파악한 입장도 있다. 1933년 4월 29일 부산 율전 고
무 공장의 파업에 허정숙이 연루된 것 때문에 생긴 추정이다. 그러나 그 기사의 인
물은 본고의 허정숙과 동명이인인 여성노동자이다. 따라서 이 기사를 근거로 위장사
업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동아일보』「파업단 공장틈입」1933.5.4. 기사 참조.

218) 심지연, 1994, 62~74쪽. 
219)『조선일보』 1930. 11. 26.「민중대회 사건의 피고 사명이 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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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헌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선택한 것이었다. 

허정숙은 처음엔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의지가 워낙 강하여 결국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한 끝에 이 사업에 동참했다. 허헌은 이 사업을 

구국의 차원에서 민중들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왔다. 단순한 영리 목

적이 아님은 허헌의 평생에 걸친 행보를 미루어 보건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법조인이 된 계기도, 세계일주여행도 모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며 내린 결정들이었기 때문이

다.220) 항일투사들의 무료변호와 아낌없는 자금지원, 신간회 집행위원

장 활동도 모두 조국해방을 위한 일환이었다. 허헌이 이 치료법의 도입

이 우리 나라에 절실한 필요를 느꼈던 것도 그러한 애국의 차원이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데다 나름 수술과 약물의 부작용 없이 몸을 

치료하는 대안치료법은 우리 나라에 필요한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확신

했던 것이다. 그렇기에 병원을 짓는데만 거금 8천 원을 들일 수 있었

다. 

  한편, 이 병원은 출소한 항일운동가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드나들며 

정보교환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이기도 했다. 치료소를 드나들던 최창익

(崔昌益, 1896~1957)과 허정숙이 중국행 도모를 하였던 것도 이 장소

가 주는 이점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허정숙은 왜 해외 망명을 결정했을까. 당시 국내 요건은 사

회주의운동도, 민족해방운동도 펼치기에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930년대 국내의 민족해방운동은 지하에서 분산적으로만 이루어질 뿐

이었다. 일제의 철저한 탄압 하에 최소한의 공개영역도, 민족해방을 지

도할 중심세력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221) 총독부는 언론, 학교, 

교회, 기타 모든 단체에 엄격한 통제를 가했고, 상품 및 사람의 이동까

지 제한했다222). 또한 일제는 민족의식이 표출될 수 없게 체계적 조치

를 취했는데, 1936년 12월,‘조선사상범 보호 관찰령’의 제정·시행

220) 심지연, 1994, 53쪽.
221) 한홍구, 1988,「화북조선독립동맹의 조직과 활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   

   과 석사학위논문. 5쪽.
222) 이정식, 1986,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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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일환이었다. 이는 사상범이 황국 신민이 되지 않으면, 형기를 마

친 뒤에도 보호관찰소의 감시하에 놓이는 것을 의미했다. 223) 즉, 운동

에 관여하지 않아도 언제든 전향을 강요받는 상황을 의미했다. 1930년 

보안법과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복역한 허정숙은 ‘개전의 가망성’ 여

부란에 ‘희망이 없는 자’로 분류된 요시찰 대상이었다224). 형기를 

마친 뒤에도 허정숙은 언제든 전향을 강요받는다는 걸 의미했다. 

  허정숙이 항일투쟁을 위해 중국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일제

에 대한 저항세력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중국 본토와 만주의 

간도 지방 등이었기 때문이다225). 1931년 9월의 일제 만주침략은 

조·중 양 민족 간 연대의 분위기를 낳았다. 남만주와 북만주에서 각각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중국 의용군과 협동하는 항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1932년 4월 23일 상해에서 일어난 윤봉길의 폭탄 투하 

사건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226) 허정숙은 이러한 국내외 상황으

로 인해 중국을 항일투쟁 지역으로 결정했다. 허정숙은 1936년 11월, 

일제와 무장투쟁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이다227). 

2. 중국망명과 무장항일투쟁 (1936.11~1945.8.15)

  허정숙이 어떤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갔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또한 최창익과의 결혼도 정확히 언제 어떤 형태로 시작했고, 끝났는지

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중국에서 항일무장투쟁에 합류한 

허정숙의 혁명투사의 면모이다. 그런데,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허

정숙이 몸담았던‘화북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활약상을 알

223) 임종국, 2004, 「일제말 친일 군상의 실태」,『해방전후사의 인식』, 257쪽.

224) 국사편찬위원회, 2002, 249쪽.
225) 일제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 조선인이 항일운동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약을 1925  

  년 소련과 체결했고, 러시아인들은 이를 철저히 이행했다. 일제는 미국과도 우호  
  적인 관계를 맺었다. 미국 내의 조선 항일독립단체는 일제의 위협이 될 수 없었   
  다. 이정식, 1986, 84~85쪽.

226)염인호, 1993, 『김원봉 연구-의열단 민족혁명당 40년사』, 창작과 비평사,      
   147~148쪽.

227) 허정숙, 1986『민주건국의 나날에』, 로동당출판사,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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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228). 이들은 일제와 현대적인 전투를 벌인 거의 유일한 집단

이기도 했다.229) 따라서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활약상

과 그 모체가 되었던 다양한 단체들의 흥망성쇠와 이합집산 과정들을 

허정숙의 궤적과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한다. 

1) ‘조선민족혁명당’(1936~1938)

  1936년 조선을 떠나 남경에 도착한 허정숙은 ‘한국민족혁명당’에 

가담하였다. ‘한국민족혁명당’은 약산 김원봉(1898~1958)230)의 의

열단을 중심으로 중국 관내의 5개 단체가 결집한 통일전선당이었다. 

1935년 7월 5일 결성된‘한국민족혁명당’에 허정숙을 비롯한 공산주

의자들이 유입되자 당내의 우파들이 반발했다. 우파들이 대거 나간 이

후 김원봉을 중심으로 주도권이 확립되면서 1937년 1월, ‘조선민족혁

명당’으로 개칭하고, 1938년 10월 10일 군사조직으로 조선의용대를

설치했다231). 조선민족혁명당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구성해 기관지

『조선민족전선』을 간행했는데, 허정숙은 정문주라는 가명으로 ‘조선 

학생운동’에 관한 논문을 싣기도 했다232).

  우익계열 인사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족혁명당은 강력한 세력

을 유지했고, 당내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은 오히려 증대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허정숙과 최창익은 조선민족혁명당의 지도권을 탈취하

고자 했다. 당을 계급 정당으로 개편하여 중국공산당의 지원을 받으며 

민족통일전선을 연맹 방식으로 수립하려고 했던 듯하다233). 그러나 그

들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최창익은 1938년 7월에 제명당

228) 이들은 하나의 단체로, ‘조선독립동맹’이 정치단체라면 ‘조선의용군’은 무장  
   집단이다.

229) 김일성이 활동한 만주지방의 동북항일군은 1941년 시베리아로 퇴각하면서 실제  
   전투를 벌인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다.

230) 김원봉은 사회주의 운동가 박차정(1910~1944)의 남편이다. 
231) 염인호, 1993, 221쪽.
232) 서형실, 1992a, 217쪽.
233) 탁목창지(鐸木昌之), 1986,「잊혀진 공산주의자들-화북조선독립동맹을 중심으   

   로」법학연구 제 57권, 제 4호, 이정식 엮음,『항전별곡1』, 거름,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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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234)  

  최창익이 7월 당에서 제명당하자, 허정숙, 최창익은 김창무와 함께 

특별훈련을 받고 있던 중앙군관학교 성자분교 특별훈련반 졸업생 50명

으로 구성된 ‘재무한(在武漢) 조선청년전시복무단(이후 ‘조선청년전

위동맹’으로 개칭)’을 결성하고 탈당하였다235). ‘조선청년전시복무

단’은‘최창익의 지휘 아래 한구에 본거지를 두면서 중국 측의 시내 

경비에 협력하였다236).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다시 민족

혁명당으로 복귀하였고, 이들은 다시 조선의용대에 합류했다237). 

2) 화북조선청년연합회(1938~1942)

  허정숙, 최창익은 1938년 10월 무한이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

자 중국공산당 근거지, 섬북성 연안으로 터전을 옮겼다238). 조선청년 

전위동맹으로부터도 이탈한 뒤였다. 이리하여 최창익과 무정(본명 김병

희, 1904~1951)239)을 중심으로 1939년 새로운 조직인 조선청년당

(화북조선청년연합회의 전신으로 추정)이 탄생했다.240) 그리고 중국공

산당과 조선청년당 간에 1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합작 조건이 교환

되었다. 30대 후반이던 1938년에 허정숙은 중국공산당 산하 항일군정

대학 제7 분교 정치군사과에 입교했고, 1940년 졸업했다241).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허정숙은 「일본제국주의 야만적 통치 하에 있는 

조선민족의 현상과 반일감정」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허정숙은 

항일군정대학 수료 후 팔로군 120사단에 정치위원으로 근무했다.242)

234) 같은 곳. 
235) 같은 책, 67쪽~70쪽 
236) 삼천전조(森川展昭), 1986, 「조선독립동맹의 성립과 활동에 관하여」, 이정식   

   엮음,『항전별곡1』, 거름, 22쪽. 
237) 탁목창지, 70쪽
238) 같은 쪽.
239) 안문석, 2019, 『무정평전』, 일조각.
240) 한홍구, 10쪽; 탁목창지(鐸木昌之) 71쪽.
241) 서형실, 1992a, 217쪽. 
     최창익은 항일군정대학에서 일본어 교사로 활동했다. 탁목창지, 71쪽.
242) 서형실,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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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숙처럼 항일군정대학을 졸업한 한인청년들과 만주 등지에서 연안

으로 온 청년들은 무정을 중심으로 규합되었다. 이처럼 한인들의 역량

이 증대되면서 각 지구 전선의 대표자들이 모여 1941년 1월 10일, 산

서성 진남동에서 조선독립동맹 전신인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결성

됐다. 그러자 중국 각지로부터 한인청년들이 집결했고, 무정은 팔로군

에 소속된 한인 청년들을 규합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창설했다243).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결성된 후 1년 동안 활발한 조직 확대사업을 

한 결과 10여 배로 성장했다. 청년 연합회 명칭은 이 상황에 걸맞지 않

았다. 1942년 7월, ‘화북조선독립맹’이라는 지역통일전선 조직을 결

성함으로써 이들은 발전적으로 해소했다. 그런데, 이처럼 독립동맹이라

는 질적 변화에는‘반소탕전’의 승리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  

3) 1942년 5월 ‘반소탕전’

 ‘조선독립동맹’의 항일투쟁 중에서 유명한 것은 지역 교과서에도 실

린‘호가장전투’가 있지만, 더욱 의미있는 전투는 ‘반소탕전’이다. 

반소탕전은 항일투쟁사에서 기려야 할 대승리였다는 면에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시 조선의용군 전원이 참여한 전투라 

허정숙의 투쟁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면에서 더욱 의미 있다.  

 ‘조선의용군’ 사이에서는 “1942년을 상기하라!”라는 구호가 있을 

만큼 반소탕전은 기념비적인 전투였다. 1942년 5월, 24일 일제는 갑작

스러운 가뭄(旱災)으로 인해 기아에 허덕이는 조선의용군을 절멸시키려

는 의도에서 소탕전을 시작했다. 영양부족에 소금 부족 현상까지 겹쳐 

아사자가 속출하던 상황을 노린 것이었다. 일본 군인들은 봉쇄선을 5중

으로 파고 무려 40만 명을 동원해 공격을 감행했다. 전투 당시 조선의

용군의 숫자는 고작 수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의용군들은 한 지점을 공격 점령하여 위험지대를 탈출하는 작전을 세

웠고, 전투 5, 6시간 만에 목적한 산을 모두 공략, 돌파 작전에 성공했

243) 심지연, 1993,『잊혀진 혁명가 김두봉 연구』, 인간사랑,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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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능숙한 일어로 우군인 척 한 뒤, 일본군을 쏘는 전술도 승리에 주

효했다. 산봉우리 위에서 혈로를 사수하던 의용군은 산에서 내려와서 

적들을 역포위하며 능동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조선의용군은 3만 명 이

상을 섬멸하였다. 물 한 방울 찾기 힘든 산악지대의 열악함을 극복하며 

얻은 승리였다. 이처럼 반소탕전의 승리는 단순한 청년 운동단체였던 

‘화북조선청년연합회’가 효율적으로 주체역량을 결집시켜 명실상부한 

지역통일전선 조직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4) ‘화북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1942.7.10.~1945.8.15)

  1942년 7월 10일, 중국 각지에서 분산되어 활동하던 조선인 좌파 

인사들은‘화북조선독립동맹(이하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그 산하에 ‘조선의용군’을 두었다. 이들은 훗날‘연안파’로 

불리게 되는데, 투쟁경력, 명망성, 고급 인적 자원이 가장 풍부한 집단

으로 평가된다244). 중국 내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일부의 민족주의자

들을 흡수해 세력을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 집단이 공산주의

자들만의 집단도 아니었고 공산주의를 표방한 것은 더욱 아니었다.‘조

선독립동맹’은 조선의 독립을 획득하고 민주공화국 건설을 위해 모인 

‘단일적 대중조직 형태의 지역통일전선’적 성격의 단체였다.  공산주

의자들이 중심역할을 했으나 독립동맹의 강령에는 공산주의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우익 민족주의자들도 포함할 수 있는 ‘민족

해방운동의 공약수’를 정리한 것이었다245).  좌·우 합작의 성격상 

주석에는 민족주의자 김두봉, 독립동맹의 부주석에는 최창익과 한빈이 

올라서 균형추를 맞췄고, 허정숙은 무정, 박효삼 등과 함께 집행위원에 

속해 있었다. 

244) 이종석, 2003, 『조선로동당연구』, 역사비평사, 165쪽
245) 탁목창지,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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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1944년 당시의 조선독립동맹 조직도246)                 

  그렇다면 허정숙은 화북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 이것은 화북 내 조

선혁명가들의 생활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급자족

적인 생활을 했다. 중국민의 수고를 덜고자 지위고하 성별 관계없이 모

두 생산노동에 참여하였고, 완전한 자급자족적 생활을 목표로 했다.247) 

연안은 풀도 자라지 않는 산악이라 작물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량

이 필요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모두 수수밥이나 옥수수죽에 산채

를 소금 찍어 먹는 절제된 식생활을 했다. 사용하는 식기는 사발과 깡

통이었다248). 특히 전투가 없을 때는 하루 2, 3시간씩 독서를 해야 했

246) 서대숙, 207쪽.
247) 「독립동맹 피의 투쟁사」, 『신천지』2호 , 이정식 엮음, 『항일별곡1』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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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일 아침 집단적인 지도에 따라 독서를 하고 그 뒤에 내용을 초기

(抄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학습문헌은 『소비에트 공산당』, 『레

닌주의의 기초』, 『정풍문헌』 등이었다. 

  이러한 엄격한 독서생활은 화북 조선청년학교가 개교하면서 보다 체

계화되었다. 1942년 12월 1일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가 태항에 설립된 

것이다. ‘초급은 정치와 조선역사, 고급에서는 정풍과 조선혁명의 실

제와의 결합이 제창되었다. 허정숙은 이 학교에 교원으로 참가해249) 

이들을 실전과 이론으로 무장한 투사들로 양성했다. 맑스-레닌주의 혁

명이론을 지도원리로 삼았고, 교육과정은 이론과 연관된 실제 훈련이 

중시되었다. 1944년 2월 학교를 확장하며 교명을 ‘화북 조선혁명군정

학교’로 개칭하고, 그 분교가 산동에도 설치되었다250). 허정숙은 화북

에서 교육과장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했다251). 

  허정숙의 연안 생활이 전투와 내핍으로만 점철된 것은 아니었다. 당

시의 연안은 조선인 외에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약소 민족 뿐 

아니라 구미 각국을 포함해 11개국 사람들이 평화롭게 유지하며 국제

적 연대의식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했다252). 동방 반파쇼 연맹의 본부

가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모여 작은 국제사회를 형성했

던 것이다. 특별한 날은 함께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기념하며 잔치를 

벌였다. 특히 1942년 8월 29일인 국치일에는 각국 대표가 모여 태극

기로 장식한 식장을 차려주며 ‘조선의용군’을 격려해 주었다. 연안에

서 제일 큰 명절은 5월 1일 메이데이였는데, 이날은 연안의 기관이 모

두 문을 닫고 잔치를 벌이며 축하기념식을 했다. 기념식이 끝나면 모든 

민족이 모여 운동회,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각 기관에서는 연극 공연을 

했다253). 

  그렇다면 간부로서 허정숙은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에서 

248) 삼천전조, 43쪽.
249) 서형실,1992a, 217쪽
250) 탁목창지, 85쪽.
251) 권수현, 2010a, 255쪽; 서형실, 1992a, 218쪽; 
252) 『자유신문』「조선의용군 전모 귀국한 관계자 좌담회」, 1946년 2월 16일 
253) 같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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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지냈을까. ‘조선독립동맹’은 간부가 의용군 위에 군림하거나 

권위를 누릴 수 없는 체제였다. 철저히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조직이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조선독립동맹’은 ‘전투성·실천성’,‘민주

성’,‘인민중심주의’이라는 세 가지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애

초에 권력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유의사에 의해 

조직되고 강화되어 온 조직인 만큼,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민주

주의적 절차에 따라 모든 의사가 결정된 것이다. 허정숙을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도 상하 구분이 없이 일개 평범한 동지로서 행동하며 자신들의 

복무에 충실했다254). 이러한 조직 문화가 조선독립동맹을 단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모순 없는 조직체계로 만들었다255). 지도자로서 허

정숙의 삶이 추정되는 대목이다.

 ‘독립의용군’을 취재한 김태준(1905~1950)에 의해서도 이러한 특

성은 확인된다. 김태준은 콤그룹의 파견으로 1945년 동지이자 아내인 

박진홍(1914~?)과 함께 연안에서 ‘조선독립동맹원’과 생활했다.256) 

김태준에 따르면, ‘조선독립동맹’은 가장 혁명적이고 진보적이며 조

선 민중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의사를 준수하며 민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무이한 정당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제와 투쟁하면서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그들이 해방 이후 

맞이한 것은 국경 지역에서의 무장해제라는 굴욕이었다.257)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대대적인 숙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258) 한국 전쟁 이

후에는 후손들로부터 잊혀졌다. 실천적·민주적·대중친화적인 엘리트 

젊은 혁명가집단,‘조선의용군들’은 남과 북의 역사 공간에서 그렇게 

사라졌다.

254) 『신천지』 2호, 이정식 엮음, 『항일별곡1』, 거름, 94~96.
255) 심지연, 1993, 76쪽.
256) 김태준,『중앙신문』,「김태준씨의 연안현지보고 진보적인 독립동맹의 활동 의용  

  군은 항일전에도 활약」, 1945년 12월 7일
257) 국경에서의 무장해제는 김일성부대에게 실권을 주기 위한 소련 점령군 사령부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공산주의운동사5』 122~123쪽. )   
258) 공산주의운동세력 중 국내와 연안에서 활동하던 세력은 ‘종파주의자’라는 오명  

   을 쓰고 1950년대 말 거세되었다. 김일성과 그의 항일유격대 출신들만이 권력의  
   전면에 남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일원화됐다. 이종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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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북한 내 엘리트 정치인으로의 활약

허정숙은 북한정권이 수립된 1947년 2월부터 사망하기 두 해 전인 

1989년까지 40년 가까이 최고위직 정치인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고령

의 나이에도 공식행사에 참석하며 정치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89

년 4월, 제주도 4.3사건 41주년 기념 평양시 보고회 참석이 허정숙의 

마지막 공식업무였다. 1989년 말 숙환을 이유로 당 중앙위원회 비서직

에서 물러났고, 1991년 6월 5일 별세했다259). 사망 시 그녀는 권력 

서열 15위였고, 당시 북한에서 가장 오래 고위직에 머문 여성정치인으

로 기록되었다260). 장례식은 7일 국장으로 치러졌다. 북한은 노동당 중

앙인민위 정무원 공동명의로 부고를 발표하고, 이종옥 부주석을 위원장

으로 하여 박성철 부주석, 연형묵 정무원, 총리 김영남, 외교부장 계응

태 등 모두 21명으로 장의위원회를 구성했고, ‘국가장의위원회’를 꾸

렸다261). 허정숙의 사망은 6월 5일 로동신문 3면 상단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장례식 소식도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로동신문에 

실렸다. 

1. 북한 정권 수립에의 기여
 

그렇다면 화북에서 해방을 맞은 허정숙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해방 

후 이국땅에서 해방의 소식을 접한 허정숙은 “민주와 반민주 사이의 

첨예한 대결, 어려운 경제형편, 분분한 각종 주의·주장에 부딪혀 갈피

를 잡을 수 없었다.”262) 허정숙은 독립의용군들과 함께 중국 국경 지

역에서 무장해제를 당한 뒤, 11월에야 겨우 북한에 도착했다. “산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은 데다, 길 아닌 먼 길을 헤쳐오느라 옷은 찢기고 

더러워진”263)채 였다. 그러나 북한에 발을 딛은 허정숙은 곧바로 친

259)『한겨레』 1991. 6. 7.「북한 허정숙씨 사망」
260)『경향신문』1991. 11. 25.「최고인민회의 여성대의원 20%」
261) 『동아일보』1991. 6. 6.「북한 허정숙 사망 발표」 
262) 허정숙, 1986,『민주 건국의 나날에 』, 조선로동당출판사.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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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계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지며264) 맹활약한다. 허정숙은 이제 구

체적인 정책을 통해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집중하게 된 것이다265). 

허정숙이 맡은 첫 번째 임무는 당사업에 관해 선전하는 일이었

다.266) 당 기관지인 『정로』(이후『로동신문』)의 발행의 임무를 김

일성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았다. 그녀는 기사작성부터 편집, 인쇄, 교정 

등 예전 기자이자 이론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 선전사업의 일환인 

기관지 발간에 힘썼다. 갓 입직한 허정숙은 1945년 12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 참여, 평양시당 대표회의 진행 

정형에 대한 총화자료 작성 후 김일성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하며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였다.267) 평양시당 제1차대표회에서는 유일

한 여성으로 참석하였으며, 원산시에서 진행된 회의를 허정숙이 진행하

기도 했다. 무엇보다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을 

때‘당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 부부장’직을 맡았다.268) 이 업무는 민

주개혁을 소개하는 신문과 소책자를 간행하거나 사업을 소개하는 영화

촬영과 연예선전대사업등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1946년만 해도 북한에

는 『새길』, 『바른 말』, 『옳다』, 『자유황해』 등의 지방 신문들이 

출판되었고, 그 매체에 많은 주장들이 실렸다269). 방송에서도 서양 음

악들이 높은 비중으로 흘러 나왔으며, 심지어 당중앙 조직위원회에서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가고 있었다270). 김일성은 그러한 분위기를 종파

주의나 사대주의로 몰아가면서 자신이 의도하는 생각대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일원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직무를 허정숙에게 일임했다. 허

정숙은 김일성의 요구대로 당사상 선전사업에 매진했다. 신년사의 초고

작성, 항일혁명투쟁 자료들을 일제시기 신문에서 수집정리하는 업무, 

263) 허정숙, 1989, 『위대한 사랑의 력사를 되새기며』, 조선로동당출판사, 364쪽
264) 허정숙은 1920년대 말 김책을 통해 김일성을 알았다고 하고 그때부터 호감이 있

었다고 한다. 허정숙, 1986, 2쪽; 허정숙, 1989, 12쪽.
265) 본고 68~77쪽 참조.
266) 1945년 12월, 김일성은 허정숙에게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 위원회 일과 당중앙  

   위원회 선전부를 이끌며 기관지를 맡겼다. 허정숙, 1986, 1~6쪽.
267) 허정숙, 1986, 12쪽.
268) 허정숙, 1986, 52쪽; 허정숙 1989, 20~29쪽
269) 허정숙, 1986, 54~56쪽, 63~68쪽
270) 같은 책,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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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관지인『로동신문』과 『근로자』의 원고작성에 이르기까지 그녀

가 맡은 일의 종류와 양이 엄청났다271). 특히 당기관지나 출판물은 사

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선전매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과중한 

일이기도 했다. 훗날 문화선전성에 도서관리국이 새로 생기면서 모든 

출판물의 수입과 판매까지 도맡게 되었다272).  

2. 세계 최초의 여성 문화선전상

허정숙이 건국 초기 맡았던 선전사업부에서 가장 큰 업무 중 하나는 

영화제작이었다. 영화의 선전선동 수단능력을 잘 아는 김일성은 북조선

국립영화 촬영소를 짓는 등 영화제작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였다. 

영화산업 전반을 책임지고 진행했던 허정숙의 첫 번째 완성작은 1946

년 첫 기록영화, 『우리의 건설』이었다. 해방 후 1년 동안의 조국 건

설과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이 영화는 촬영기 한 대로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5~6명의 인원을 대동해 6권으로 완성한 작품이었다.273) 이

후 허정숙은 영화 사업 전반을 진두지휘했다. 

  허정숙은 영화 사업 뿐 아니라 예술 사업 전반을 관할했다. 민족 악

기, 민족가극, 미술, 교예, 조선화, 음악 등 선전사업부가 담당하는 사업 

분야의 범위는 그야말로 넓었는데, 이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 진

행하였다. 이처럼 정권이 수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요일도 없이 새벽 

2시까지 일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274) 허정숙은 1946년 1월 ‘복부

화농성 질환’으로 평남도립병원(오늘의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4시간

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275) 수술 당시만 해도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퇴원 후 허정숙은 바로 업무에 

복귀해 선전업무에 계속 몰두했다. 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면서 

271) 같은 책, 35~42쪽.
272) 1954년 9월부터 모든 출판물의 수입과 판매를 일원화하였다. 허정숙, 337쪽
273) 허정숙, 1986, 412쪽.
274) 허정숙, 1989, 62쪽.
275) 1953년 여름에도 허정숙은 병환이 심각해져 외국에서 수술을 받았다. 허정숙,   

   1989, 67~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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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당이 탄생할 때의 당기와 당 마크 제작(1946년 7월), 당구호와 선

전화 창작, 3·1 인민봉기기념 경축 군중대회행사 등 선전사업부의 일

에 매진했다. 건국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에 허정숙은 깊이 관여한 셈이

다276).    

이때의 활동으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그녀는 1948년 9월 9일,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 때, 1차 내각 ‘문화선전상(1948~57)’

으로 임명되었다. 이 직위는 문화부장관에 해당되는 직위로서, 여성이 

이 직책에 오른 것은 허정숙이 세계 최초였다.277) 그런 만큼, 허정숙은 

자신이 여성으로서 이 지위에 오른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278). 

3. 한국 전쟁기 (1950. 6.25~1953. 7. 27)

그렇다면 문화선전상으로 활약하던 허정숙은 한국 전쟁 발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을까. 기본적으로 허정숙은 한국 전쟁에 동의했

다. 남한정권이 미제국주의와 친일파들로부터 완벽한 해방이 되지 못했

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적으로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친일파 

지도자들을 상정하였고, 남한 동포들을 해방시킨다는 차원의 동의였다. 

따라서 그녀는 한국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칭했다. 그렇다고 

전쟁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할 위치는 아니었다. 문화선전상은 

높은 직책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도 아니었다. 

그녀는 문화선전상으로서 남한으로 와서 북한정권을 선전하는 역할에 

276) 허정숙, 1989, 69~78쪽, 84쪽, 91쪽, 130쪽; 허정숙, 1986, 69~78쪽, 84~98  
   쪽.

277) 허정숙, 1989, 310~314쪽.
278)문화선전상으로 여성이 기용된 것에 대해 당내에서 반발이 심했는데, 이를 두고   

  김일성 주석이 그들을 설득했다고 허정숙은 서술한다“단순히 여자라는 것으로   
  하여 한 부문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붙여서는 안 되며, 다른 형  
  제 나라에도 그런 실례가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  
  각해도 안 됩니다. 당과 혁명에 대한 입장이 투철하고 사업능력과 경험, 군중의   
  신망이 있는 일군이라면 비록 여성이라 하더라도 책임적인 직무를 능히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없으니 우리나라에도 여자상이 있어서 안 된  
  다는 법은 없습니다.”허정숙, 1989, 313쪽.



- 69 -

충실했다. 

전쟁 전과 발발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한국전쟁에 대한 허정숙의 영향

력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허정숙은 예술단원들과 러시아에 있다가 전

쟁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6월 초순 시작된 러시아 순회 공연을 진두지

휘하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전국 순회를 마친 허정숙은 8월 초에 북한

으로 돌아와 100여 명에 가까운 그 예술단을 모두 이끌고 남하했다. 

평양모란봉극장에서 귀국 공연을 마친 뒤였다. 그녀는 도시와 농촌 등

지를 돌며 북한을 선전하는 활동을 했다. 영등포의 공장지구의 마당과 

인민군후병원 야외무대에도 섰다. 허정숙은 이후 7개의 선전대로 예술

단을 나누어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까지 보냈다. 전쟁 기간 동안 예술

공연을 통해 공화국을 선전한 것이다. 그러던 9월 하순, 상황이 북한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남한에 있는 과학자들과 문화예술인들 1000여 

명을 이끌고 10월 초순 북한으로 돌아갔다. 문화선전상으로서 전쟁의 

임무에 충실히 임했던 것이다279).

4. 종파사건 위기 이후 정계 복귀 (1972. 8~1989. 4.3) 

 그녀에게도 위기가 있었다. 종파사건에서 그녀도 완전히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종파투쟁이 한창이던 1957년 7월 초순, 문화선

전분야에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종파주의가 들어 있다는 김일성의 지적

을 받게 되었다280). 그리고 얼마 후, 종파 투쟁이 모두 마무리된 후, 

허정숙은 실제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다. 1960년 11월 24일 최고재판

소장 자리에서 해임된 것이다.281) 282). 그러나 1965년 민주여성동맹

위원장에 올랐고, 1972년 8월‘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이

하 조국전선)의 서기국장직을 맡으며 정치적 복귀에 성공했다283). 주

279) 허정숙, 1986, 292~296쪽.
280) 위대한 337~340쪽.
281) 한국의 언론에서도 그녀가 연안파에 속했던 이유를 근거로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  

  으로 간주했다.『동아일보』1960. 11. 26.「허정숙을 해임 괴뢰 최고재판소장」
282)『경향신문』1961.10.13「북괴 공당 중앙위원 43명을 숙청」;『동아일보』1961.  

   10. 14.「북한공산당에 새로운 숙청선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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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국통일’을 위한 대남활동과 대외 활동들로,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며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조국전선’ 서기

국장의 역할이었다. 이 직책을 맡은 이래로 해외 순방과 남한 인사들과

의 접촉이 잦아졌고, 남한의 정세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약진하였

다.284) 1972년 남북 적십자 회담에 참여했고, 1978년 2월 ‘조국전

선’대표단장으로 폴란드, 유고, 루마니아 방문을 비롯 1981년 11월 

오스트리아 빈과 1982년 12월 헬싱키에서 열린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인간의 대화 참석을 하는 등 예전의 업무능력을 펼쳐 

보였다285). 대남 관련 사업 중 대표적인 사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비호한 것이 있었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음

모 및 반공법 위반혐의로 군법회의에 송치되자 허정숙은 바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대중은 그동안 나라의 평화통일을 주장했으며 이의 실천을 위해 합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김대중의 이러한 애국적인 주장과 합법적 활동이 결코    

내란음모로 될 수 없다. 이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다”.286)

한국 정부의 조처를 격렬하게 비난하며 허정숙이 김대중의 석방을 주

장한 것이다.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공식업무가 제주 4.3 기념식인 것

에서 알 수 있듯 그녀는 분단 이후에도 남한의 여러 사안들에 촉각을 

세우고 관여하면서 정치적 활동을 펼쳐 나갔다.  

5. 성공한 여성 정치인 

허정숙은 문화선전상직을 1957년 8월까지 수행했고, 같은 해 같은 

달부터 1959년 8월까지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법상으로 활약했

283) 허정숙, 1989, 358~359쪽.
284)『경향신문』1972.11.2.「남북조절위원장 2차회담개최」;『경향신문』           

 1972.11.3.「건배순회… 화기넘쳐 옥류관순회 250명 참석」. 
285)『동아일보』1978. 3.20.「유고연방 회의 의장면담」
286)『동아일보』 1980. 7. 10. 「북괴조국전선서김대중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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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7) 이 외에도 허정숙은 노동당 중앙위원 (1948~1960년), 최고인

민회의 제1기 대의원 (1948년 8월), 대외문화연락위원회위원장(1957

년 5월), 평화옹호전국민주위원회중앙위 상무위원(1958년 5월)등의 고

위직에서 활약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6선 대의원 당선으로 사망 당

시까지 최다선 대의원의 기록을 갖고 있다288). 또한, 여성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계몽·개조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국단위 조

직인‘조선여자동맹(이하 여맹)’이 창립되었다289). 1946년 5월 10일

에 여맹 제1차 대표대회가 개최되는데, 허정숙은 여성동맹의 중앙위원

으로 선출되었다. 여성조직의 최고위직 지도자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허정숙이 이처럼 북한의 고위직으로 오래 살아남을 수 있

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북한에서 여성정치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당성이 강한 열성당원, 둘

째, 출신성분이 좋은 프롤레타리아 출신, 셋째, 김일성과 친인척 관계 

또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같은 가족관계, 마지막으로, 자신의 분야에

서 최고의 업적을 인정받는‘노력영웅’등일 때 가능하다.290) 

허정숙은 위의 네 가지가 대부분 충족된다. 먼저, 강한 당성 외에도, 

일제 강점기 항일변호사이자 북한에서 고위직을 한 아버지 허헌의 후광

이 작용됐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친김일성계291)의 길을 걸어 왔다292). 

그녀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권력이 일원화되는 종파 투쟁과정에서 살아

287) 허정숙의 사법상으로서의 활약상은 확인할 방법이 없으나, 같은 해 10월에 최고  
  재판소장직을 맡았다. 이 직책 역시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였다.

288) 손봉숙, 1991,『북한의 여성 그 삶의 현장』,1991, 164쪽; 손봉숙 외,1992,『북  
  한의 여성생활』, 246쪽.

289) 이온죽 외, 2010,『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과 조선민주녀성동맹』,서울대학교출  
  판문화원, 154쪽.

290) 손봉숙, 1991, 159~177쪽.
291) 허정숙은 김일성이 1929년 중국 동북지방의 항일무장투쟁 소식을 접하면서부터  

  알기 시작했다고 밝힌다. 허정숙, 1986, 2쪽. ;허정숙, 1989, 11쪽. 
     권수현은 김일성에 대한 허정숙의 호감이 1940년 8월, 화북 제7분교에서 행한   

  연설에 잘 드러나 있다고 밝히는데, 이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권수현, 2010a. 
256쪽. 

292) 연안파들 대부분이 이후 신민당에 가입할 때, 그녀는 북조선공산당에 가입하면서 
다른 길을 걸었다. 심지연,『잊혀진 혁명가의 초상 김두봉』103쪽. 

   허헌도 입북 이후, 박헌영과 정치적으로 멀어졌는데, 허정숙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연,『허헌 연구』,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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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거의 유일한 연안파 정치인이기도 하다293). 또한, 그녀가 정치일

선에 오래 남게 된 것은 일제에 저항한 항일투사라는 그녀의 경력이다. 

북한사회는 항일투사에 대한 예우가 높은 곳이다. 정권이 수립된 시기

부터 북한은 혁명유자녀들을 특별 관리해 왔다. 혁명자유가족학원(만경

대혁명학원)이라는 혁명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학교에서 이들을 엘리트

로 키우고 북한정권의 실세로 양성한다.294) 항일투쟁을 한 조상의 경

력은 그들의 사회적 입지를 보장하는 셈이다. 허정숙의 항일투쟁 경력

은 그녀가 정치적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도 허정숙을‘해방직후부터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일해 온 당과 혁명에 충실한 녀성혁명가’임을 공인하고 있다.

그러나 허정숙이 그토록 정치생명을 오래 유지한 또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언급한 그녀의 뛰어난 업무능력에 있다. 그녀의 출중함은 김일성

과 김정일 부자의 평가에서 드러난다.‘그가 나이는 많지만, 아직 10년

은 더 일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언급이나, 허정숙이 당중앙위원회 비

서가 된 것을 기뻐하며 허정숙의 능력을 상찬하는 김정일의 대화에서 

확인된다. 

동무는 어떤 과업이든지 받아 안으면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일솜씨를 가지

고 있습니다. 동무는 해방 직후에 수령님을 모시고 사업하시면서 일을 잘 하

였으며 그후 문화선전상을 하면서도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나는 동무가(중

략)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레코드를 만들어 선물로 올리던 일을 지금도 기

억하고 있습니다295).

293) 1981년 11월 18일 김일성이 허정숙과 한 담화문에서, ‘1956년 당이 시련을 
겪을 때,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의 투쟁도 잘 하였다’고 한 대목에서 종파투쟁 당
시 허정숙은 연안파보다 김일성에게 협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일,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근로단체 사업부장 서정숙과 한 담화-1981년 11
월 18일」, 1986, 118~120쪽. 

   해외 출장이 잦은 허정숙의 안위를 김일성이 특별히 염려하거나, 허정숙이 대수술을 
외국에서 받게 하는 배려 등은 그녀의 입지를 확인케 한다. 김정일, 1986, 128쪽; 
허정숙, 1989, 269쪽.

294) 허정숙, 1986, 225쪽,
295)이 담화문에는 그녀가 해방 직후부터 건국사업과 민주기지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했고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 때 활동을 잘한 것을 높이 치하
하는 부분이 나온다. 김정일, 1996, 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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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허정숙은 아버지 허헌이라는 정치적 후광 외에도 친김일성파

로서의 정치적 입지, 항일투사의 경력, 뛰어난 업무능력이 복합되어 오

랫동안 정치적 생명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6. 여성조직의 최고지도자

강력한 1인 지배체제인 북한 사회에서 여성운동은 철저히 관제화되

었지만, 북한은 남녀평등의 원리를 국가체제의 근간으로 여성정책을 통

해 구현해 온 국가이다. 남녀평등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 북한에서 

1945년부터 여성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1945년 11월 18일에 여

맹이 창립되었다.296) 1946년 5월 10일에 여맹 제1차 대표대회가 개

최되는데, 여기서 허정숙은 여맹의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297) 전국

단위 여성조직의 최고위직 여성지도자가 된 것이다. 허정숙이 여맹의 

지도자로써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법적 지위향상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여맹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여맹은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가 인민공화국 건립을 위한 4대 

당면과업 중 하나로 각 사회단체 조직을 제시하면서 창립된 것으로 

1951년 1월 남북조선여성동맹 합동중앙위원회에서 ‘조선민주녀성동

맹’으로 통합·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북한의 유일한 여성단체

이다298). 당의 지시를 받는 외곽단체라는 한계가 있지만299), 여맹은 

북한 여성들이 법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가져왔다300). 북한은‘가

정의 혁명화’, ‘여성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라는 구호 하에 정

치·사회·경제 제 분야에 여성을 조직했다301).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 

296) 권수현, 2010b,「북한조선여성동맹의 변화와 지속」,『사회과학연구소』, 16쪽
297) 허윤, 2019,「허정숙 편, 세계민주여성운동과 조선민주여성운동(조선문화 협회중  

   앙본부, 1947)해제」,『근대서지』19, 535쪽
298) 여맹조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권수현, 2010b,「북한조선여성동맹의 변화

와 지속」참조. 
299) 같은 논문, 17쪽.
300) 허윤, 2019, 535쪽.
301) 윤미량, 1992. 『북한의 여성정책 』, 나남,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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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활동 참여로 발생하는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수단도 강구했다. 

1947년 허정숙이 편찬한 『세계민주여성운동과 조선민주여성운

동』302) 을 통해서도 그녀는 실제 북한 여성들도 소련 못지않게 여성

들의 지위가 향상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허정숙은 자신이 롤모델

로 상정한 소련과 북한 모두 헌법개정과 그에 따른 법적 평등의 보장, 

국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여성들이 실제 공공기관의 관리로 등용되

는 등 여성들의 지위가 실제로 향상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그녀

는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토지개혁법령’과 ‘로동법령’에 따른 

경제적 평등, ‘남녀평등권법령’을 통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평등이다303). 허정숙은 ‘북조선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이 여

성에게 일종의 시민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한다. 연령별, 성별 기준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각각의 노동력 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합하여 농가별 

토지분배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북한의 토지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다. 즉, 남녀간에 평등 분배를 받게 된 것을 근거로 토지개혁을 통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주장하는 것이다.304) 

실제로 토지개혁은 북한여성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가져왔다305). 

여성과 남성이 같은 비율로 토지를 분여 받은 데다, 지주가 소멸함으로

써 과거 지주-소작관계에서 무보수로 이루어진 여성들의 가사와 경작

의 이중부담이 경감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토지개혁과정에서 여맹

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그 결과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여

맹을 통한 여성의식 각성운동, 여성동원운동이 여성정책의 전개에 정치

적·경제적 기반이 되었다.306) 토지개혁법령 외에도 북한은 1946년 

302) 이 책은 허정숙이 국제민주여성연맹의 제2차 중앙회의에 참석하고 그때의 결과
물을 중심으로 묶은 것이다. 국제민주여성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반파시즘 투
쟁의 결과로 동구권에서 조직된 것으로, 1946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열린 국
제민주여성연맹 집행위원회 제2차 대회의에는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스웨덴, 체
코, 인도, 몽골 등 전 세계 17개국의 여성단체대표들이 참석하였다. 

   허윤, 2019, 535쪽. 
303) 허윤, 539쪽.
304) 같은 곳.
305) 각급 인민위의 지도하에  농민동맹·여맹을 비롯한 대중단체가 지원하여 20일이

라는 단기간에 토지개혁을 완수한다. 윤미량,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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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령, 그리고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공포하는데, 이 세 가지 법

령들 모두가 남녀평등의 권리를 규정한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남

녀평등권의 규정만을 목적으로 한 남녀평등권법령(1947. 7.30 공표)은 

북한사회에서의 여성의 정치·사회적인 법제적 평등권의 근간이 되고 

있다307). 그리고 이 세 가지 법령들은 1948년 헌법제정의 골격을 이

루는데, 사회주의적 질서의 실현이라는 강력한 이념적 지향 아래 북한

은 남녀평등의 원리를 법제화하였다. 이는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여성의 평등권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의미있는 대목이

다.308) 허정숙이 북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소련 만큼 향상되었다

고 주장하는 근거들인 셈이다.

그렇다면 북한 정치현장에서 남녀 평등의 실현은 실제로 구현되었는

지 살펴 보자.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동시에 입법기관이기도 한 인민

위원회의 대위원 중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허정숙이 정치 일선에 

있었던 1989년까지 평균 20% 정도에 달했다309). 1948년에 구성된 

제1기에는 12%를 차지하였지만 늘 일정한 비율을 유지했다310). 이는 

남한의 현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치이며 여성의 정치·사회적인 법제

적 평등권이 정치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여성해방은 기본적으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북한

은 강력한 김일성 1인 지배체제311)의 명실상부한 독재 국가이다. 따라

서 김일성의 가부장성이 구체적인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며 작동되는 사

회이기도 하다. 남녀평등의 원리를 국가체제의 근간으로 법제화하고, 

여성정책을 통해 구현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가정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김일성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회였다. 김일성의 가부

장성은 1948년 1월 12일 강계군내 여성 일군들과 한 담화문에도 잘 

306) 같은 책, 71쪽.
307) 손봉숙, 1993, 「여성과 정치참여」,『북한의 여성생활』, 나남, 231쪽.
308) 윤미량, 11~15쪽.
309) 손봉숙 외, 1991,『북한의 여성생활 이론과 실제』, 234쪽
310) 같은 곳.
311)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

함으로써 김일성 1인 지배체제로 완벽하게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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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녀성들이 사회에 나가 일을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가정을 

훌륭히 꾸리고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여야 

남편들도 사업을 잘 할 수 있고….(중략)녀성들은 시부모도 잘 모셔야 

합니다. (중략) 녀성들은 음식도 맛있게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312)”

여성은 가정 내에 속해 있다는 공사 구분의 사고를 지닌 지도자의 한계

를 드러내는 언설이다.

또한 실질적인 1인 권력자 김일성은 예술의 대부분의 영역에 관여했

는데, 특히 문학작품은 당의 정책인 주체사상과 주체문예이론이 강조되

면서 작품의 원전이 훼손되는 대표 영역이었다. 개작을 통해 새로운 판

본에 김일성 찬양이 대폭 삽입됨은 물론이고, 여성들의 순결이나 수절 

등이 문제가 되어 모두 변형된 것이다. 이기영의 소설 『땅』이라는 작

품이 대표적이었다. 개작의 이유에 재혼한 여성이 남성 주인공과 결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낡은 사회의 남존여비의 

정조관념’이 문학작품의 진의마저 훼손할 정도로,313) 북한은 김일성

의 ‘남성 이기주의’적 사고관314) 이 반영된 사회이기도 했다. 즉, 가

부장적인 북한 사회 내에서 일련의 여성정책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

며, 허정숙의 여성해방을 위한 정책 실현 역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제 5 절. 소결

허정숙은 9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양한 방면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

겼다. 허정숙은 이 땅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인물이자, 우리 땅의 

여성운동의 산 증거이다.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로서 조선여성을 둘러싼 

자본주의, 가부장제, 제국주의라는 삼중 억압을 돌파하고자 노력했다. 

언론인이자 논객, 운동가로서 펜과 목소리라는 무기를 활용했지만, 직

312)김일성, 1993「강계군내 녀맹일군들과 한 담화」,『김일성 전집7』, 조선로동당출
판사. 72~76쪽. 

313) 이상경, 1994,『이기영 시대와 문학』풀빛, 352쪽.
314) 같은 책, 348~3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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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총을 들고 일제와 싸운 무장혁명투사이기도 했다. 북한 정권 수립의 

공신이었고, 자신의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여성 문화선전

상·사법선전상이라는 입지전적인 자리에 오른 고위 정치인이기도 하

다. 또한 전국단위의 여성조직인 여맹의 최고위직 지도자가 되어 남녀

평등을 정책적으로 실현하는데 공헌하였다. 

그러나 장관직에 해당하는 그 직위와 여맹의 최고 수장으로서 허정숙

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일신의 출세가 허정숙이 꿈꿔왔

던 목표는 아니었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지전적인 성공

이 여성해방 전체를 의미한다고 믿지도 않았을 것이다. 계급혁명을 통

해 여성이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 믿었던 허정숙이 독재라는 뜻밖의 암

초를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뛰어난 논리로 남성들의 가부장성을 

준열하게 꾸짖던 허정숙이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후, 극단적인 우상화 

작업에 매진해야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사대주의와 종

파주의를 빌미로 자신도 권력의 핵심에서 완전히 밀려났을 때의 심정도 

상상하기 힘들다. 앞서 거세되었던 항일투쟁혁명동지들을 떠올리며 원

초적인 공포를 느끼지는 않았을까. 끝을 알 수 없는 그 공포가 탁월한 

이론가이자 맹장 혁명투사를 후손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머니, 할머니

로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315) 

그러나 그것은 허정숙의 의지와 힘의 바깥에 있는 영역이다. 비록 진

정한 여성해방과 민주주의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허정숙은 자신이 

선택한 체제의 한계 내에서 상당한 업적을 달성했다. 허정숙은 북한 사

회의 한계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남녀평등을 근

간으로 하는 여성정책이 구현되는데 노력하였다. 일제 치하 봉건의 재

래로 고통받던 조선 여성해방을 계급투쟁과 민족해방과 해결하고자 노

력했던 허정숙은 해방 후, 여맹의 최고위직 지도자이자, 정책입안자로

서 남녀평등 관련 정책 시행을 주도하면서 식민지 시기 여성운동을 연

장했다고 볼 수 있다. 

315) 김일성은 허정숙의 편지를 『로동신문』에 실었다. 허정숙이 자손들의 안위를 부  
  탁하는 내용이었다. 『로동신문』 1991년 6월 11일 「위대한 수령 동지께 삼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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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그녀는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살랐다는 것이다. 

1974년, 72세에 그녀는 다시 외국어 공부에 매진한다. 외국에 나가 다

시 활동할 임무가 주어지자, “팔갑이 넘도록 맡은 바 혁명초소를 지키

며 정치적 생명을 빛낼”316) 것을 결심하며 허정숙은 또 책상 앞에 앉

았다.  

제 3 장 허정숙과 콜론타이의 여성해방론 비교
  

  그렇다면 ‘조선의 콜론타이’라고 불린 허정숙은 실제 콜론타이와 

어떠한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래에서는 이 문제를 살펴 보

고자 한다. 그런데, 그들의 이론을 비교 분석하기 전 사회주의 여성운

동가로서의 콜론타이의 삶을 허정숙과 비교해서 잠시 조명해 보기로 하

자. 그렇게 함으로써 콜론타이의 논의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유사한 행보를 걸었는지 아는 것은 이론 

비교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콜론타이와 허정숙은 혁명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무산계급 여성들을 

위해 헌신했고, 그로 인한 검거와 추방 구속 등의 힘든 경험을 공유했

다. 이후, 최고 각료 지위까지 올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둘 모두 세

계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졌다. 콜론타이는 세계최초의 여성각료이

자 여성대사의 지위에 올랐고, 허정숙은 세계 최초의 여성 문화선전상, 

사법선전상, 최고재판소장을 역임했다. 둘은 각국 여성조직의 최고수장

역할을 한 공통점까지 가지고 있다. 콜론타이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

회 여성국, 허정숙은 여맹의 수장역할을 했다. 둘 다 여러 가지 외국어

에 능통하고, 오랜 외국 체류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국제

적인 감각을 자원으로 허정숙은 대남 관련 활동을, 콜론타이는 대사 역

할을 잘 감당해 냈다. 

 이렇게 유사한 삶을 공유하는 허정숙과 콜론타이가‘여성억압의 토

대와 여성해방의 방법론’,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여성상’, ‘성도덕

316) 허정숙, 1989, 3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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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애관’에서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 보겠다. 

이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이 문제들이 여성해방에 관한 

사상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그들이 1920~30년대

에 발표한 글들을 통해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317). 

제 1 절 여성억압의 토대와 여성해방의 방법론

허정숙은 여성억압의 토대를 자본주의와 봉건적 유래 두 가지 모두에

서 찾았다. 그리고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으로 반역하는 운동

을 제시했다. 이중 반역 운동은 단계론적 운동방식으로서 교육과 경제

적 독립을 통해서 여성들이 인권을 회복한 이후 계급투쟁에 이르는 것

을 말한다. 허정숙은 자본주의의 폭력성과 봉건적 유래로 조선여성들이 

모두 노예상태에 있다고 파악하고 먼저 계몽을 통해 인격을 회복할 것

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한 단계에 이른 뒤에 새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최종 목표에 다다를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계급투쟁 운동이라는 방향

성은 분명히 하면서도, 식민 시기 허정숙의 여성해방론은 가부장제 극

복과 관련이 있다. 콜론타이는 초기에 여성억압의 토대를 자본주의와 

그를 기초로 한 부르주아적 가족관계 문제에서 찾았다. 공산주의 사회

가 이뤄지면 여성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혁명 정부 수립 

이후, 하부구조의 변화가 여성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음을 깨닫게 되

었다. 따라서 가족관계 문제를 여성해방론과 관련해 해결하고자 노력했

다. 소비에트 정부 수립 이후, 모스크바 당 여성위원회를 당 중앙위원

회 여성국으로 승격시키고 국가 차원에서의 여성복지 이행과 가족의 사

회적 재편을 통해 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317) 허정숙의 글들은 본고에서 대부분 1차 자료 원문을 직접 해제하는 작업을 통해 
분석됐다. 반면,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의 글들은 번역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했다. 또
한, 콜론타이의 생애와 저작에 대해서도 기존의 연구를 대폭 참조하였다. 따라서 허
정숙의 논의가 보다 중점적으로 다뤄짐을 밝힌다. 더불어 여성해방과 관련된 허정숙
의 글들이 1920년대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로 인해, 콜론타이도 그 시기의 글들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다루도록 한다. 콜론타이의 글들은 정진희가 엮은『마르크스주
의자들의 여성해방론』에 수록된 콜론타이의 글들과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된 콜론
타이의 소설들을 중심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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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콜론타이의 논의

1) 여성억압의 토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러시아에서는 역사가 깊고 조직력이나 수

준이 다른 서구 유럽보다 앞서 있는 자유주의 여성운동이 대세를 이루

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의 여성해방론은 여성들의 사회적·경

제적·정치적 계급 구분을 초월해서 평등권 획득을 위해 단결해야 된다

는 신조를 가진 정치적 운동이었다318). 즉, 당시 여성해방론은 여성참

정권 획득과 같은 정치적 권리와 법적 신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콜론타이의 출현은 러시아 여성운동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

다.319) 콜론타이가 등장하기 전까지 러시아에는 여성노동자들을 조직

하는 혁명세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콜론타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자유주의 여성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강경함을 보였다. 여성해방이라

는 대명제는 동의하였지만 사유재산과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같이 근본

적으로 러시아 여성들을 억압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

적인 권리를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에 콜론타이는 동의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320). 즉, 자유주의 여성운동가들이 아무리 ‘급진적’이

라도 콜론타이에게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 질서 속에서 남녀평등권의 쟁

취를 의미했고, 그 사회에 존재하는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자 투쟁하는 

것을 의미했다.321) 따라서 노동계급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의 동맹에서 노동계급 여성들이 얻을 이익

이 전혀 없다고 콜론타이는 판단한 것이다. 

콜론타이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여성들에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짐을 지우고 여성을 근본적인 절망의 상황에 내모는지를 그녀의 저작, 

『공산주의와 가족』322)에 담았다. 자본주의가 여성을 임금노동자로 

318) B. 판스워드, 1986,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풀빛, 28쪽.
319) 한정숙, 2008a,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여성주의: ‘부르주아 여성주의 비판에

서 사회주의적-급진적 여성해방론으로」, 『러시아연구』제18권 제2호, 296쪽.
320) 같은 책, 29쪽.
321) 콜론타이, 2019, 정진희 엮음,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책갈피. 76~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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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지만 가사와 육아 부담은 조금도 덜어주지 않은 채, 오히려 삼중

의 짐에 억눌린 채 살아가게 만들며, 역사상 가장 불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았다고 파악했다. 콜론타이는 거대한 산업 팽창기를 맞아 

자본주의의 굴레에 속박된 당시의 수많은 노동계급 여성들이 처지를 다

음과 같이 그렸다.

남성 가장의 임금만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주부는 일자리

를 찾아 나섰고, 아이 엄마도 공장, 날품팔이, 점원, 사무원, 세탁부, 가정부 

일을 시작하는 노동계급 여성이 갈수록 증가했다. 1차 세계대전 이전 작성

된 통계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에서 생계비를 버는 여성은 약 6000만이고, 

전쟁 동안 크게 늘었다. 기혼 여성들이 반이 넘는데, 주부이자 아이 엄마인 

노동자 여성은 동시에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여성한테 헤어나

지 못할 짐을 지우고 짓누른다. 자본주의는 여성을 임금노동자로 만들었지만 

가사와 육아 부담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삼중의 짐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여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323)

콜론타이는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여성

의 임금노동이 강요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콜론타이는 아이들과 단 몇 

분도 같이 보낼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진정한 

가족생활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혼 여성 노동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노역 같은 삶을 지적한다. 따라

서 이런 조건 속에서 가족의 해체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며, 여성억압

을 비롯한 모든 사회 문제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 공산

주의 사회가 도래해야 함을 역설한다. 프롤레타리아 여성이 겪는 가족

과 결혼문제의 핵심 원인을 콜론타이는 노동계급 여성에게 온갖 의무를 

떠맡기는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양육을 책

임지고 모성을 보호하고 출산 직후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사회에서만이 

여성이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 바탕을 

322) 콜론타이, 2019, 208~228쪽.
323) 같은 책,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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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가족제도가 존속하는 한 여성은 예속되는 구조에 속박되고, 진정한 

여성해방은 불가능하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콜론타이는 부르주아 가치

관을 바탕으로 한 가족모델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부

르주아 가족 해체 운동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이를 가장 이론적으로 체

계화한 사람이 콜론타이였다. 콜론타이에게 가정생활이란 자본주의 국

가의 핵심적인 사회적 제도로서, 이 제도야말로 여성들을 어디에서건 

종속적으로 묶어두며 집단적 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강제적인 본

보기였다324). 이처럼 콜론타이는 여성억압의 토대를 사유재산과 자본

주의에서 찾으면서도 동시에 가정이라는 영역이 여성을 다시 한번 더 

억압하는 것을 주목한다. 

콜론타이는 여성이 완전한 해방에 이르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족 형태

라는 ‘쓸모없고 억압적인 족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1909년 집필한 「여성 문제의 사회적 토대」325)를 통해 현재 여성에

게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독립을 쟁

취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임을 피력한다. 관습과 법률로 강화된 

오늘날의 가족 구조 안에서 여성은 개인으로뿐 아니라 아내이자 어머니

로 억압받게 하는 민법은 여성을 남편의 종속물로 만들고 남편에게 여

성의 재산처분권 뿐 아니라 정치적 육체적 지배권을 부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신성한 사유재산제도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여론이 

압력을 가하면서 이중잣대라는 위선을 통해 여성이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시민권마저 빼앗기는 현실을 비판한다. 이러한 현실 하에 여성들

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은 ‘결혼’과 ‘성매매’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자본주의 사회가 공식적으로는 성매매를 탄압하고 경멸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를 옹호하고 부추긴다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이중성을 꼬

집었다. 이처럼 결혼과 가족 문제도 자본주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콜론

타이는 현대의 가족 구조가 계급과 계층을 망라해 모든 여성을 억압하

는 점을 강조한다. 

324) B. 판스워드, 1986, 209쪽.
325) 콜론타이, 2019, 정진희 엮음,『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해방론』, 76~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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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해방의 방법론

혁명 정부 수립 이전 콜론타이는 여성 억압의 종식은 사유재산제도가 

철폐되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성의 억압이 사유재산의 존속에 의해 

유지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르주아적 결혼과 가족제도는 그러

한 사유재산제의 유지를 위해 존속하는 만큼 사유재산제도가 폐지되면 

그러한 가족형태도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것은 여성을 계속 종

속시켜온 사회구조의 변동에 따라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재구성되어야 

가능했다. 따라서 여성 문제의 극복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에서만 가

능하다고 보고 계급투쟁과 혁명에 투신했다. 사유재산제도 하에서는 가

족이 여성을 억압하지만, 공산주의 하에서는 결혼과 가족형태도 여성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즉,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배우자 사이의 진정한 사회적 평등에 기초한 자유로운 사랑이 보장될 

수 있고, 이것이 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시키는 방도가 된다고 보

았다. 

콜론타이는 이처럼 여성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공산주의 국가 이후의 

새로운 가족은 애정과 동지애로 맺어지기 때문에 전혀 여성 억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녀 사이에 애정과 동지애를 바탕으로 맺어

진 결합과 평등한 두 인간이 맺는 결합이며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둘 다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가사의 노예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가족 안에 불평등도 없을 것이라 믿었다. 여성은 남

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일에 기대어 살아가고, 여성은 남편이 아니

라 자신의 튼튼한 두 팔의 힘으로 여성 스스로를 부양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가 아이들에 대한 책임까지 떠맡기 때문에 여성들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 기대했다.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에서

는 결혼제도도 더 이상 여성을 압박하지 않는 부르주아적 가족제도가 

아닌 이상적인 결혼의 형태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콜론타이가 전망한 

공산주의 사회의 가족 형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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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서 모든 물질적 요소, 모든 금전적 이해타산이 제거될 것이다. 지금부

터 결혼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두 사람이 맺는 숭고한 결합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결합은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한테 모두 가장 완전한 

행복 최고의 만족을 약속할 것이다. 이런 행복은 자신과 자기 주변의 삶을 

자각한 존재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자유로운 결합, 즉 동지애로 단

단히 결속된 결합이야말로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 노동조건이 바뀌고 여성 노동자의 물질적 안정이 크게 

개선됐으므로 연인이자 동지인 두 남녀의 자유롭고 솔직한 결합으로 바뀐 

뒤에는 성매매도 사라질 것이다326).

 그러나 혁명 수립 이후, 하부구조의 변화가 저절로 여성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여전히 여성 문제가 남아 있음을 알게되었
다. 따라서 콜론타이는 혁명 수립 이후, 여성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공

산주의적 가족관계를 여성해방론과 연결시키고자 했다. 그것의 핵심은 

‘부르주아 가족 및 결혼 비판’,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아동 양육의 

사회화’, ‘여성의 공적 노동 참여’, ‘모성보호’ 네 가지였다327). 

콜론타이는 가족법, 이혼법, 낙태법, 어린이집 설립을 통해 여성의 경제

적 활동 공간을 확보시키고자 노력했다. 즉,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모색한 것이었다. 여성이 공적사회에 종

사하게 될 때에만 여성도 독립성과 자유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녀의 신

념을 소비에트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한 것이다.328) 

특히 여성보호 문제에 대한 콜론타이의 관심사는『사회와 모성보호』

라는 641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책에서도 확인된다. 모성보호의 기

본정신과 원칙을 밝힌 『사회와 모성보호』는 국가의 모성보호라는 부

제를 달고 출판되었는데,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보스니아, 세르비아, 오스트

레일리아 등 세계 각국의 모성보호 입법을 소개하고 있다. 자신의 모성

326) 콜론타이, 정진희 엮음, 225~226쪽.
327) 한정숙, 2008a, 313쪽.
328) 김은실, 2009,「콜론타이의 여성 인권과 자유의 정치사상」,『민주주의와 인권』  

   9(3), 103~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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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결의안 초안도 수록한 이 책은 모성보호에 역행하는 전쟁과 여성 

노동을 값싸게 이용하고자 하는 각국 정부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도 담

고 있다329). 

콜론타이는 여성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1919년 8월 모스크바 당 

여성위원회를 볼셰비키 당 중앙위원회 여성국으로 승격시키는 데 사활

을 걸었다. 콜론타이는 여성 문제가 사회경제적 구조 위에 세워지는 단

순한 상부구조가 아니라고 파악했던 것이다. 이후 콜론타이는 여성 문

제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권이 바뀌며 사회경제적 조건

이 변화되더라도 남녀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님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1918년 11월 16일 제 1차 전 러시아 여성 노동자 농민대회

를 개최한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콜론타이는 

이 자리에서 개별적 가사노동의 철폐와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원칙 

수립, 도덕성의 이중적 규준과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330). 

 무엇보다 콜론타이는 1920년 말부터 여성국을 이끌면서 여성노동자의 

어머니로서의 권리보장과 가사노동으로부의 해방을 위한 탁아소, 거주

공동체, 공동취사장 및 식사장 설치 등 가사노동의 사회화 사업에 매진

하였다. 사회주의가 여성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음을 느끼고 정권 수립 

이후 사회경제적 체제와 별개로 존재하는 여성문제에 더욱 몰두한 것이

다. 

2. 허정숙의 논의

1) 여성억압의 토대와 조선여성의 현실

허정숙은 자본주의에 기반한 산업혁명이나 인권평등 사상과 자유해방

은 봉건적 질서 속에 있었던 조선 여성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도 노동시장과 작업장으로 진

329) 한정숙, 2012, 240~241쪽.
330) 전경옥 편, 「알렉산드라 미하일로브나 콜론타이」,『세계의 여성리더 』, 숙명여  

   대출판부, 56쪽.



- 86 -

출시킴으로써 과거의 봉건적 질곡에서는 해방시켰지만, 근본적인 해방

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여성을 일개의 완전한 

생산자인 노동부인으로 전환시켜 여성들이 다시 자본가에 예속됨으로써 

생활 질곡에 얽매게 된 현실을 강조하였다.

  

그 사회의 생산제도가 여성까지도 노역장에 나와서 노동하여야만 자기의 목

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된 까닭으로 그들은 노동부인 등 직업부인으로 사회에 

나아오게 된다. 그날부터 그들은 가정파산의 선고를 받게 되고 그들의 자녀

는 의지할 곳 없는 무교육의 고아가 되고 말게 되었다. 이에서 그들은 다시

금 새로운 설움을 받게 되었다. 그네들의 받는 바 그 해방은 그들을 위주로 

한 해방이 아니오 ☓☓〔자본〕가가 여성을 봉건의 유덕, 굴종과 온순을 이용

하여 저렴한 임은에 복종케 하는, 자기이윤을 증진시켜주는 도구로써 사용키 

위하여,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여성에게 해방을 준 것이다331).

 그런데, 허정숙이 파악한 자본주의의 속성은 인간성을 모두 몰락시키

지만, 여성들은 인권까지 유린당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는 여성을 

더욱 비참한 몰락자로 만드는 체제이다. 허정숙은 인간성을 몰락당한 

사람을 가장 비참한 인간이라고 파악했는데,332) 자본주의하에서 모두

‘인간성의 몰락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 중에서도 인간성의 유린까지 당하는 자가 바로 여성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여성은 자본주의로 인해 이중으로 압박을 당한다는 게 허

정숙의 주장이다.

남성은 경제적 관계로 인간성의 일부분을 압살당하였을 뿐이요 전적으로 말

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더 다시 여지없이 전적으로 인간성을 

매장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하층에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인간으로 가장 처음으로 인간성을 상실하고 따라서 인간성의 몰락을 당한 

이 중에 가장 만점으로 몰락을 당한 이는 여성입니다. 여성은 인간성의 완전

331) 허정숙, 1929,「근우회 운동의 역사적 지위와 당면임무」『근우』1(1) 9쪽.  
332) 칠보산인,「성품인간운동에-개성을 회수하는 사상혁명에」,『신여성』4(2)      

  1926. 2,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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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몰락자입니다.333)

 그러나 같은 몰락자인 여성들 중에도 조선 여성은 한층 더 내려가

는, 가장 비참한 몰락자이다. 왜냐하면 외국 여성은 적어도 인권상으로 

그다지 심한 유린을 당하지 않고, 인격만은 유린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

다.

여성들이 완전히 인격상으로나 인권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얻

으려 하면 그들에게는 경제적 평등 그것이 제일 堅急(견급)한 조건이요, 따

라서 운동의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선의 여성의 지위를 회수하는

데 근본방침이 경제적 해방에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

리 조선의 여성이 개성을 발휘치 못하고 유린을 당하는 것이 경제적 관계도 

있지만은 그 근본원인의 化物(화물)인즉 동양의 구도덕 인습이 여성을 구속

하고 있는 것이 현하(現下)의 사실입니다.334)

즉, 자본주의와 조선의 봉건적 재래,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 조선 여성

들은 ‘몰락자’,‘인권을 유린 당한 자’,‘점점 도태되는 자’인데,  

조선 여성들은 ‘쇠멸의 구렁으로 가는 비참한 신세’이기도 하다. 조

선 여성들이 날마다 매매되는 끔찍한 현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모든 현실이 여성이 도태되어 가는 것, 그것만 나타낸다. 우리가 

매일 신문지 상을 통하여 보면 여성은 날마다 매매되고 타락의 구렁으로 팔

려간다. 오늘 사회의 모든 것이 도태되지 않고 또 되어 있지 않음이 없으되 

여성 같이 극단의 비운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없다. 문화가 발달되고 교육의 

시설이 증진되었다고 하는 오늘에 있어 오히려 여성이 더 타락의 구렁으로 

몸을 팔고 또 팔리우고 수감되어 들어가서 자기미(自己美), 자기의 개성을 

유린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335). 

333) 같은 곳.
334) 같은 책.
335) 晶淑(허정숙),「여성의 도태」,『신여성』3(11) 1925. 11,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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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숙은 조선에 교육받는 여성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의 대

부분이 점점 쇠멸의 구렁으로 기어들어 가는지 의문을 표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자멸의 길을 밟는 것은 아니다. 

생활에 얽매이고 가정에 얽매여 모든 것을 비관하고 또 자포자기 가운데에

서 그런 곳으로 쓸려들어간다. 오늘의 모든 현장이 여성 그 자신이 그러한 

길을 밟지 않으면 아니되겠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게 만들었다. 만

약 그렇지 않고 자아를 강경(强硬)히 살리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여성은 자살

(自殺)의 길을 취하는 수 밖에 없다.  336)

 동양적 질곡은 여성을 언제나 아무 이유나 이론도 없이 무조건 복종케 

했으며, 모욕과 유린을 당하여도 묵묵히 참아야 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허정숙이 파악한 당시의 여성의 모습이고 여성들에게 

권장된 ‘선량한 부덕’이었다. 

이것인 인이 되고 고질이 되어 여성은 부덕이라는 미명 하에 자기를 유린하

는 모든 감정을 오직 흘려 보내버리고 그것을 삼가하고 슬퍼할 줄 몰랐고 

또한 반항할줄도 몰랐으며 번민도 하지 않았다. 그럼으로 대체로 우리 여성

의 감정은 純(순)하다. 아니, 순하다기 보다 아주 죽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여성은 마땅히 감정을 내여야 하고 번민하여야 할 일에 할 때에 오직 순순

하게 유약하게 지냈었다. 이것이 일시 제 삼자에겐 좋은듯하지만은 여성 그 

자체로 보아서는 큰 손해이다. 여성은 그만 감정이 없는 멍텅구리가 되어 버

리고 천치가 되어버렸다337).

  여성들은 고통을 분출할 힘도 잃었다.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에도 눈을 뜨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감정을 깨닫고 그

것을 표출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들은 자신

들의 감정을 억누를 것을 부덕으로 종용받았다. 어느 순간 여성들은 아

예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천치’가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참 나인 

336) 같은 곳.
337) 許(허정숙),卷頭(권두)-「감정을 살리라」『신여성』3(11), 19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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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아(眞我)를 죽인 채 매매되어 타락의 구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깨닫

도록, 허정숙은 여성들이 눈을 크게 뜨라고 요청한다. 

2) 여성해방의 방법론

(1) 이중 반역 운동

허정숙은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여성의 억압을 자본주의의 토대에서 찾

았지만, 조선 여성이 고통받는 원인은 자본주의와 봉건적인 재래에서 

비롯되는 이중 억압, 두 가지 모두에 있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조선 여

성들은 두 가지 모두를 극복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조선사회의 봉건

적 잔재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봉건적 폐해를 먼저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허정숙의 주장이었다. 허정숙은 이러한 조선의 특수한 상황을 강

조하며, 운동의 단계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가 여성들의 처지를 깨닫고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뒤에야 계급투쟁을 위한 운동 개진

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허정숙은 이것을 “계급적으로 반항할” 뿐 아

니라 “성적으로 반역하는 이중의 운동”338)으로 표현했다. 허정숙에

게 노예 상태에 있는 조선 여성들이 자신의 지위를 각성한 뒤, 인격(개

성)을 회복(회수)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여성 운동의 계단을 구별하여 볼 것 같으면 여성 자신이 개성으로서의 자각

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계급적 자각을 가지고 운동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략) 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여성으로서의 유린 된 모든 인격 

인권 그것을 회수하려는 개성을 본위로 한 반역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

다. 즉 자기의 개성을 찾는 운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조선 

사회가 자본주의가 그다지 발달 되지 못한 까닭으로 계급적 방식보다도 개

성으로서의 여성의 자기 지위를 각성하는 의식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 자기의 처지를 각성하여야 할 것입

338) 허정숙,「신년과 여성운동-선구자는 수양에 더욱 노력」,『조선일보』 192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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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339) 

 허정숙은 당시 조선 여성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계급적으로 피착취자 

인 데다가 성적으로도 피정복자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남성과 자본 계급에 자신들이 동시에 농락 

받는 것을 깨닫고 두 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유산계급이나 중간계급이나 무산계급이나 다 같이 개성을 말살시키고 남성

에게 노예 노릇을 하고 자본가에게 농락받고 있습니다. 이같이 여성은 어떠

한 계급에 속하든지 공통된 지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성은 반

드시 먼저 사상혁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

었지만 오는 해부터는 더욱 이 여성운동은 사상혁명 그것을 표적으로 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도저히 여성해방이라든지 여성운동이 촉성되지 못할 것입

니다. 그러한 뒤에 이어서 계급의식을 가지고 훈련하여야 할 줄 압니다. 340)

 즉, 허정숙은 조선의 여성들이 어떤 계급에 속해 있든 모두 노예의 상

태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 면에서 여성들은 공통된 상황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성 계몽운동의 관점에서 보는 여성해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었다. 즉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이 전제된 무산계급의 여성해방 

운동이라는 면에서 계몽운동과는 철저히 차별화되었다. 여성만의 독자

적인 의제를 설정하면서도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계급투쟁의 목표가 전

제될 것을 허정숙은 강조하였다.   

(2) 첫 번째 단계: 개성 회수 운동

 그렇다면 성적으로 반역하는 운동, 즉 첫 번째 단계운동은 어떤 형태

인가. 바로 동양적 남존여비를 극복하고 여성의 개성을 회복하는 운동 

단계이다. 그것을 허정숙은 ‘개성 회수 운동’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339) 같은 곳.
340)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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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은 인격 또는 인권의 다른 말로, 여성들이 인권을 회복할 것을 주

장한 것이다. 허정숙이 보기에 조선은 남존 여비의 재래가 남아 있었

다. 그것을 허정숙은 여성을 “우인간(牛人間)이니 영혼이 없느니 영혼

의 종자(種子) 만이 얻는데 목적이 있다느니 하며 인간으로서의 여성자

격을 박탈하려고 애쓰”341)는 태도에서 발견했다. 즉,“조선의 여성은 

묵은 인습과 썩은 도덕으로 인하야 개성의 자유를 잃고 따라서 비인간

의 대우를 받고 있”342)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조선의 여성이 사회적

으로 인간의 대우를 받게 되며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발휘하려면 무

엇보다도 먼저 ‘개성 회수 운동’, 즉 ‘인권 회복 운동’에 착수해야 

한다. 

여성으로서 완전한 개성을 가진 인격의 회수자가 된 뒤에 비로소 그 완전한 

개성이 결합한 뒤에라야 비로소 여성운동이 완전히 될 것입니다. 현하 조선

의 여성운동은 여성 대부분이 노동부인의 대다수를 제한 외에 개성을 죽인, 

다시 말하면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참담한 경우에 있는 여성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여성은 위선(爲先:우선) 개성을 회수하는 운동

이 필요합니다. 이리하야 여성은 자기개성을 회수하려는 절실한 각오와 의분

(義憤)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 존중히 알고 또 이것을 살리기 위하야 성품인

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자기개성을 아는 인격과 인권을 자인하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위 個性覺醒(개성각성)을 본위

로 한 개인주의적 운동이 여성 각 자신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343).

이처럼 개성(인권)이 회수(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책임을 지

게 되면 그 일의 실현이 불완전하게 되고 여성 사회의 모든 일들이 파

멸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리 된다 하면 사회에 모든 운동이나 기외에 모든 사업이 파멸을 당하고 

341) 허정숙,「미주 여성을 들어 조선 여성에게!」 (2) 『조선일보』 1928. 1. 4. 
342) 칠보산인,「성품인간운동에-개성을 회수하는 사상혁명에」『신여성』4(2)       

   1926. 2, 5쪽. 
343) 같은 글,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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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성이라는 일개성이 완전한 개성의 주인공이 되고 

따라서 성품인간이 되지 않고 그대로 一個附屬物(일개부속물) 비인간으로서 

개성을 말살시켜 그런 인간이 그것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데 손을 대

인다 하면 그것은 곧 파격입니다. (중략)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조선의 형편

에 부쳐 아니 그보다도 현실에 따라서 조선의 여성은 먼저 자기의 개성을 

회수하는 완전한 인격을 찾는 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344)

 그리고 허정숙은 계급투쟁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여성의 지위가 열

등하고 인격이 없는 노예였음을 먼저 깨달을 것을 촉구한다. 자신의 지

위를 회수할 것을 거듭 주장하는 것이다.

『미래는 부인의 것이다』. 이것은 베벨의 예언이다. 과거 현재의 이 모든 것

은 부인과는 인연이 없는, 아니 부인을 함정에 집어넣는 악습이었다. 그러면 

미래 이것은 부인을 축복하는 부인을 행복스럽게 하는 미래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중략) 우리는 남성들의 학대와 농락, 그것만을 받았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우리 여성의 부담은 너무나 무거웠었고 우리의 일

은 너무나 많았으며 우리의 설움은 한심하게도 많았다. 이제 우리 여성은 자

기의 본 지위를 회수치 않으면 안 될 것이다345). 

 그렇다면 학대받고 농락당하는 조선 여성들의 개성회수와 인격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자신의 본 지위를 회수하기 위해 허정숙은 교육과 경

제적 독립의 확보를 강조한다.  

(3) 여성교육(여성계몽)과 경제적 독립을 통한 인격 회복

 허정숙은 여성의 열등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과 계몽이 중요하

다고 보았다. 따라서 농촌의 문맹 탈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의 선구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여성 교육을 강조하는 글을 많이 남겼다. 먼저 허정

숙은 조선의 여성들이 너무나 교양과 배움이 부족한 현실을 개탄하였

344) 같은 글.
345) 편집인(허정숙) 「미래를 봐라!」『신여성』4(1) 1926.1, 卷頭(권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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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체에 있어서 너무나 교양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운동이나 그러한 

것이지만 여성운동 그것은 더 많이 알고 수양하며 조직하는 것이 일인데 자

체의 내용이 너무나 불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중략)  교양이 부족함을 따라 

사람이 사상적 근저가 없고 기분에 뜨며 그저 세계적 대세에 농락되어 버리

기 쉽게 됩니다. (중략) 그럼으로 신년에 있어서는 선구자 그 자신은 더욱이 

교양에 힘써서 사상에 확실한 근거를 잡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346)

 허정숙은 무지로 인해 여성들이 남성들의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농촌여성들에게 특히 배움을 강조했다. 지금 그들의 

처지는 사람답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 구실도 못 하

는 이유는 글을 모르기 때문이다. 허정숙은 자녀들이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배울 것을 목이 찢어져라 외친다.

우리들도 사람구실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워야겠습니다. 조선국문도 

배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살림살이와 어린애 기르는데 필요한 지식도 배워야

겠습니다. (중략) 그러니 우리 조선농촌부인들도 글자를 아는 사람이 되며 

사람구실을 하야서 다른 나라 부인들과 같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은 금년부

터 배우십시오』라는 것이 새해축복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조선농촌들도 배워야겠습니다. 금년부터 배우기를 시작합시다. 나는 이것을 

목이 찢어지도록 외칩니다.347)

 한편, 허정숙은 여학생 집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조선의 선구 

역할을 할 집단일 뿐 아니라 사회를 개혁할 주체로 여학생 집단을 상정

했기 때문이다. 방학을 맞아 고향에 돌아가는 여학생들에게 농촌여성들

을 위한 계몽을 요청한 아래의 글에 허정숙의 기본적인 생각이 담겨 있

다. 허정숙은 농촌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당시로서는 큰 특혜를 

346) 허정숙,「신년과 여성운동-선구자는 수양에 더욱 노력」,『조선일보』1926년    
   1월 3일.

347) Sky(허정숙)「특히 농촌부인에게」『신여성』4(1) 19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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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이자 의무라고 보았다. 근대교육의 수혜를 받는 

여성들은 극소수로 중등학교 취학률은 식민 시기 내내 1 % 안팎에 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348). 허정숙은 여학생들에게 자신들을 신여성으

로서 생각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며 농촌여성들을 글자 하나라도 가

르칠 것을 권면한다.

제군!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조선은 이제야 겨우 당신네와 같은 눈뜬 

여성을 낳은 것이다. 실로 제군은 조선의 중추요 보배이다. 결코 학생이라고 

방심할 처지가 아니요, 시기가 아니다. 생각해 보라. 오늘 조선에는 제군과 

같이 학업을 닦게 된 행복스러운 여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그리고 우리의 주

변에 첩첩히 쌓이어 있는 당면의 과제가 누구의 힘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다

른 이유도 많으려니와 경제적 파멸이 절정에 달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

리 굳센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며 또 금전이 있다 할지라

도 완고한 부모의 억압에 눌리어 학창에 나와 배우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기수를 헤아리기 어려우리만큼 전 조선의 읍촌을 물론하고 수많이 널려 있

다. 여기에 있어 당신네는 가장 행복스러운 자이고 더욱 향촌에서는 귀중한 

선각자이다. 길게 말할 것 없이 하계휴가에 고향이라고 돌아가 보면 공부에 

굶주린 수많은 여성이 제군을 얼마나 부러워 하며 숭앙하고 있던가. 그 이유

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당신들에 대한 기대가 많은 까닭이며 앞으로 반드시 

큰 활동과 새로운 힘의 발휘가 있을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349)

 허정숙은 이처럼 학생들에게 농촌계몽이야말로 중요한 사업이며 그것

이 모든 사업의 기본임을 망각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바로 여기에 낡

은 도덕과 인습을 부수고 새 하늘과 땅과 사회의 무수한 동량(棟樑:기

둥이 될 만한 인물, 마룻대와 들보-필자 주)이 잠재하였음을 기억하라

고 말한다. 그런데, 한편 농촌 여성들을 계몽하는 것이야말로 학생 자

신들에게도 유익한 것임을 깨우쳐준다. 

계몽운동 즉 내가 아는 데까지는 남을 가르쳐주고 인도한다는 것 반드시 무

348) 김수진, 2009, 『신여성, 근대의 과잉』, 63쪽.
349) 許貞琡(허정숙),「향촌에 돌아가는 제군에게」『신여성』3(8),1925. 8,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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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부녀들에게만 도움이 됨이 아니고 또한 당신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 만

일 그저 아무것도 하는 없이 사십일 혹은 오십일 휴가 동안을 헛되이 보냈

다 하면 그 대신에 당신이 얻은 것은 무엇이겠느냐. 역시 아무것도 없다. 그

런 이상에는 비록 짧은 동안이라도 향촌의 부녀들에게 언문이라도 가르쳐 

주고 세상의 돌아가는 사정을 말해주면 그 얼마나 반가워하고 또한 조선의 

장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인가. 다음은 계몽운동에서 개성의 의미를 인식하게 

하고 계급적으로 회합하는 기관을 지어 그 의식의 촉성(빠른 이룸:필자 주)

을 도모하며 사회적으로 교양이 있고 훈련이 있게 하자. 제군! 함께 일어나

자 농촌의 부녀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우리의 장래를 위하

여!350) 

 허정숙은 교육 못지않게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여성들이“경제상의 독립을 얻지 못한 까닭에 생활의 자유를 얻

지 못하고 남자의 노예351)”가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여성들이 남성

들의 놀잇감이 되고 기계가 된 것도 여성들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무능

한 탓이었다. 따라서 여성들의 독립과 인격 회복을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것은 꼭 필요했다. 이러한 당위성 못지않게, 여성들에게 닥친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직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정숙이 

보기에는 여전히 조선 사회에 여성들의 직업 문제를 경시하는 태도가 

미만해 있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 것 자체에 대

해 반감을 갖는 문화가 팽배해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직업군을 학교 

교원 등 특정한 영역으로만 국한하는 관행도 있었다. 

오늘날 부인에 대한 문제가 다만 이론상으로 높아졌을 따름이요, 아직까지 

실질상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올시다. (중략) 그도 일반 민간의 부

인직업 즉 은행이라든가 회사 등의 사원으로는 반드시 남자에게만 한한다는 

것이 아닌 것도 같으나 그래도 부인들 중에서 어찌어찌하여 어느 은행의 행

원이 된다든가 또는 어느 회사의 사원이 된다든가 하면 극히 희한하게 여기

는 듯합니다.352)

350) 허정숙, 같은 글.
351) 허정숙,「여자해방은 경제적 독립이 근본」,『동아일보』1924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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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당시 조선 여성들은 제도적으로 변호사가 될 수 없었다.‘변호

사는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일본 법률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이

다. 그런데 그러한 제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변호사라는 직

업은 거친 것이라 여성에게 적당치 못하다는 당시의 통념 때문이었다. 

허정숙은 이처럼 불합리한 현실에 격분한다.    

 

그리하여 이 부인 직업문제에 대하여서도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순전히 길이 

막혀 버리고 있습니다. (중략) 어느 직업은 남자에게만 한하고 여자에게는 

허가치 않는다는 것을 법률로써 제정하여 조문에까지 넣는 것은 실로 불합

리하기 짝이 없는 현상이올시다. 이리하고야 부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긴다는 

그 참된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어떻게 사회의 원만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353)

 이중반역 운동의 첫 번째 단계인 여성들의 인격회복이 이처럼 교육과 

경제적 독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만큼 허정숙은 여성들의 교

육과 직업에 관련한 문제들에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 첫 번째 단계의 

운동을 통해 개성이 회수되고 인격이 회복되어야 여성들이 다음 단계인 

무산계급투쟁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성 교육과 직업은 여성

들이 두 번째 단계의 운동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4) 두 번째 단계:　계급투쟁을 통한 신사회 건설

 이중의 반역 운동에서 두 번째 단계는 계급투쟁을 통한 새 사회 건설

이다. 허정숙은 진정한 여성해방은 사회가 근본적으로 개혁될 때 가능

하다고 보았다. 미국에 대한 허정숙의 강한 거부감은 그곳에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허정숙의 판단에서 연유한다. 미국인들이 

지나치게 금전만능의 사상에 젖어 있어 무산계급 운동 자체가 불가능하

352) 허정숙,「조선의 현상과 부인직업문제」(상),『동아일보』1925년 4월 30일.
353) 허정숙,「조선의 현상과 부인직업문제」(하),『동아일보』 19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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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미국 여성들에 대한 과도한 혹평도 그 연장 

선상에 있다. 허정숙에게 미국여성들은 금전만능사상으로 인해 고루한 

사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사치와 유행을 좇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한심한 존재들일 뿐이다. 허정숙은 미국 여성의 한해 소비평균의 비례

를 보여주며 미국 여성들을 다음과 같이 비웃는다.  

   의복비 70불, 화장비 35불, 껌 5불, 독서책 1불354)

  

허정숙이 관찰한 바로는 미국도 사회 자체 모순으로 가득한 나라이

다. 노동계급이 급료를 적게 받고 있고 여성들 역시 저임금을 받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들이“자기(自己)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금

전광으로 일신(一身)을 망(亡)케355)”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혁명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나라 여성운동의 대부분은 유산계급 운동이고, 그 

외 제사계급(第四階級)과 협력하는 이외에 큰 세력을 가지지 못하는 이

유이다. 허정숙은 역설적으로 미국의 훌륭한 경제적 조건이 이 운동의 

진취를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허정숙은 차라리 조선의 처지가 

미국보다 희망이 있다고 보았다.

우리 조선여성이 종속과 질곡에 헤매고 있을지라도 이 미주여성이 가진 것 

같은 환경과 또 황금만능에 마취된 미국여성과 같이 아직 되지 않은 것 만

큼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약 조선여성이 그 여성들과 같이 되었다면 우

리의 미래는 위협과 암흑이 가로 놓일 뿐이오 희망이란 없을 것이다. 비참한 

과거와 역경의 현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인 만큼 더 희망의 길이 앞에 있다. 

경제적으로 무산계급에 속하였고 개성적으로 노예의 지위에 잇는 우리 조선 

여성에게는 새로운 뜻 아래에서 자연법칙에 의한 새 해방의 길이 열렸다.356)

 조선 여성들이 비록 정치상(政治上) 경제상(經濟上) 이중삼중의 철쇄

354) 허정숙, 미주여성을 들어 조선여성에게!」(3)『조선일보』「 1928. 1. 5.
355) 같은 글.
356)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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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鎻)에 얽매여 있지만, 허정숙의 판단으로 새로운 사회를 실현할 가

능성이 미국보다 훨씬 많았다. 따라서 미국보다 조선이 훨씬 희망이 있

는 사회였다. 허정숙은 그러한 사실을 조선 여성들에게 주지시키고, 다 

함께‘새로운 사회’실현을 촉구하며 이렇게 부르짖었다.    

나아와서 우리는 우리로써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노력하자. 

우리의 운동을 우리 이 손으로 맹진(猛進)시키자. 인류평등의 사회 교육과 

생활을 보장하는 그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맹진하자.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

으로 해결될 때까지……357)

 여성억압의 토대와 그 극복방안이라는 문제에서 허정숙과 콜론타이의 

견해를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허정숙은 자본주의와 봉건적 유

래에서 여성억압의 토대를 찾았다. 그리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두 단계

의 운동, ‘이중반역 운동’을 제시했다. 먼저, 여성들의 교육과 경제적 

독립을 통해 노예 상태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인권을 회복하

는 단계를 제안했다. 그런 뒤에, 계급투쟁운동이라는 두 번째 단계에 

나갈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사회에서 진정한 여성해방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콜론타이 역시 여성억압의 토대를 자본주의와 그를 기초로 한 부르주

아적 가족관계에서 찾았다. 콜론타이는 공산주의 사회가 이뤄지면 여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혁명 정부 수립 이후,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 문제를 발견하고, 가족관계 문제를 여성해방론과 관련해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콜론타이는 여성국을 설치하고 가사노동의 사회

화 작업에 매진함으로써 여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국가 차원에서

의 여성복지 이행과 가족의 사회적 재편을 통해 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357)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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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바람직한 여성상

 허정숙과 콜론타이가 제시하는 이상적 여성상은 모두 자기 주체성을 

확립한 독립적인 여성이자, 계급의식이 투철한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지배체제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분투하는 여성들인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각각의 사회의 

처지가 다른 데에서 기인한다. 콜론타이는 이미 혁명정권을 수립한 이

후 거기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모범적인 여성상을 구현

해 냈고, 허정숙은 여전히 식민지 시기 자신의 감정까지 억압하는 여성

들을 목도하던 시기에 바람직한 여성상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들이 당

대의 요구에 맞게 제시하는 여성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

도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지배체제와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독립적 삶을 

지향하는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즉, 가부장적 예속에 맞서 저항

하고, 삶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며 자신의 개성과 권리확보를 위해 투

쟁하는 인물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1. 콜론타이의 논의

 콜론타이가 제시하는 모범적 여성의 전형은 남성에게 집착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독립하며 모든 여성들과 연대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성실

한 일원으로 자신의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여

성상을 콜론타이는 1913년에 쓴 「신여성」358)이란 글을 통해 기존의 

문학작품들 속에서 나온 바람직한 여성상을 통해 제시했다359). 콜론타

이가 생각하는 신여성의 요체는‘삶에 대한 독립적 요구를 가지고 자신

의 개성을 주장하며 가부장적 예속에 맞서 저항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인물’이다360).  

358) 콜론타이, 알렉산드라 (1947) 신윤선 옮김, 『연애와 신도덕』, 신학사판.
359)Kollontai, 1918,“New Woman from The New Morality and the Working   

  Class”, www.Marxists.org (접속일;2020.7.2.)
360) 한정숙, 2008a, 307~309쪽.

http://www.Marxist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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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론타이는 소설 361)속 여주인공들을 통해서도 바람직한 여성상을 

구현하였다. 콜론타이가 소설들을 집필한 시기는 여성문제에 더욱 천착

했던 시기이다362). 1921~22년에 있었던, 노동자 반대파 논란에서 콜

론타이가 정치적으로 레닌에게 패배한 후 그녀가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

난 시기였다. 이 시기 콜론타이는 소비에트 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

며 더욱 여성 문제에 천착했던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콜론타이는 여

성문제에 대해 보다 급진적으로 접근했다. 따라서 콜론타이의 소설 속

에는 여성들의 사랑과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등의 

문제의식과 결합하여 잘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콜론타이 속 여성주인

공들의 바람직한 속성들은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들

의 독립적인 의지와 결정들, 여성들과의 연대 뒤에는 공산주의 사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소설집『일벌의 사랑』의 주인공들에는 콜론타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

는 모범적인 여성상이 투영되어 있다. 노동자로서의 투철한 계급의식으

로 무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체적이면서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도 헌

신적이다. 또한 공동체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더 중요시한다363). 특히 

「바실리사 말릐기나」364)의 주인공인 바실리사365)는 콜론타이가 구

현하고자 하는 모범적인 여성의 전형이다. 28세의 편직공인 주인공은 

361) 콜론타이의 소설들은 1923년에 출판된 『일벌의 사랑』(Love of woker Bees)
에 실린 세편의 소설들, 「바실리사 말릐기나」(Vasilisa Malygina),「자매들」
(Sisters),「삼대의 사랑」과 1927년 발표한『위대한 사랑』에 실린 「위대한 사
랑」「삼십이 페이지」「엿들은 대화」들이다.『일벌의 사랑』이 주로 노동계급 여
성의 사랑을 다룬 반면, 『위대한 사랑』은 지식인 여성의 사랑과 인격적 독립을 다
룬다. 『위대한 사랑』에 수록된 지식인 여성 등장인물들은 노동계급 여성들보다 고
립되어 있고 자신의 고통을 혼자 해결하는 등 다른 여성들과 소통하지 않는다. 그러
나, 그녀들도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결국 자력으로 남성에 대한 정서적 의존에서 벗  
  어나 독립에 이른다. 한정숙,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와 여성주의」러시아연구 제  
  18(2), 318쪽.

362) 한정숙, 2012,「사회주의 혁명에서 여성해방을 꿈꾸다」『여성주의 고전을 읽는  
  다』,한길사, 252쪽.

363) 같은 책, 252~254쪽.
364) Kollontai, tr by Porter,1999, “Vsilisa Malygina” Love of WorkerBees &  

  Great Love, A Virago Book. pp. 15~202; 콜론타이,김제헌 옮김, 1988,『붉은  
  사랑』 

365)‘바실리사’는 여성황제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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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집착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모든 여성들과 연

대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성실한 일원으로 자신의 업무를 헌신적

으로 수행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공산주의 사회라

는 테두리 안에서이다.  

 콜론타이가 바실리사의 인간적인 미숙함과 불완전성, 소심함, 인간적

인 빈틈을 보여 준 것은 바실리사의 결단 뒤에 공산주의 사회의 힘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콜론타이는 주인공이 욕망과 집착을 놓

지 못해 갈등하는 장면을 지루할 정도로 오래 보여준다. 소설의 대부분

이 남편의 혼외 관계를 알게 된 후 바실리사가 겪는 심리적 충격과 갈

등 부분에 할애되어 있을 정도이다. 바실리사는 남편의 혼외관계를 알

게 된 후, 질투의 감정에 휩싸인 채,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결국 바실리사는 잘 정립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홀로 아이를 키울 결심에 이른다. 이처럼 콜

론타이가 바실리사의 인간적 나약함을 집요할 정도로 오래 보여준 뒤 

독립을 결정하게 한 것은 여성의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인의 탁

월한 성품이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사회의 제도적 뒷받침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바실리사의 인

간적인 나약함을 그토록 집요하게 오래 보여준 것은 그런 맥락이다.

 한편, 바실리사가 남편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가능했던 데에는 세계

관의 충돌과 관련이 있다. 소설은 남편 블라디미르가 부르주아 세계관

에 얼마나 깊게 젖어 있는지 자세하게 보여 준다. 둘은 한때 같은 이념

을 공유했던 혁명동지였지만, 신경제정책의 고위관리가 되어 물질적 안

락함에 집착하게 된 블라디미르와 여전히 혁명정신이 투철한 노동자 바

실리사는 그 어떤 것도 공유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법적 혼인 상

태일 뿐이다. 반면, 남편과 혼외 관계로 맺어져 있는 니나의 경우, 서로 

감정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일 뿐 아니라, 둘은 애정관366)을 비롯해 모

366) 바실리사는 남편 블라디미르를 만나기 전 두 명의 연인관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주인공은 별다른 죄책감은 없지만, 블라디미르가 자신이 동정을 지켜왔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바실리아는 그가 부르주아적 사랑관을 고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  
  기에 의미를 두는 것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헤어지고자 한다. 동정을 중  
  시하는 블라디미르의 가치관은 니나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동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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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부르주아식 가치관들을 공유한다. 바실리사는 남편으로부터 경제

적·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만, 니나는 그에게 의존적일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세계에 속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실리아는 니나에게 질투

심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둘의 결합을 독려할 수 있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연락하라는 제안까지 가능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콜론타이의 소설 속 여성주인공들이 불가능에 가까운 연대

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콜론타이 

소설 주인공들의 공통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성들이 억압받는 모

든 여성들과 연대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가장 부각된 소설 속 인물이 

「자매들」367)의 주인공이다. 「자매들」은 여성노동자와 성매매 여성 

사이의 자매애를 다룬 단편소설이다. 실직한 주인공은 어린 딸까지 잃

은 와중에, 네프만(Nepman:1920년대 소련에서 신경제정책 시기에 출

현한 신흥기업가-필자 주)이 된 후, 방탕한 생활에 젖어가는 데다 자

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남편이 집으로 성

매매 여성까지 데리고 온 상황에 여주인공은 격분하지만, 가난과 실업 

노모 부양의 책임감 때문에 성매매를 택한 열아홉 살 소녀의 사정을 알

고 오히려 그녀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갖는다368). 또한 그녀에게 자

신의 기혼 사실을 숨긴 데다 여성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자신의 육체

적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 남편에게 적대감을 느낀다369). 주인공은 소

녀에게 허심탄회하게 자신이 그동안 겪은 불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떠나는 소녀에게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자신의 봉급까지 건넨다. 자신

도 언제가 필요할 때 그녀에게 도움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받지 않으려

는 그녀를 설득한다. 둘은 마치 자매가 된 듯 서로의 연대를 확인하고 

  지켜왔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만큼, 블라디미르는 자신이 니나의 첫 남자라는 것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콜론타이는 이처럼 육체적인 동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블라디미르의 태도를 통해 부르주아적 애정관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게 만든다. 

     Kollontai, 1999, “Vsilisa Malygina”tr by Porter, Love of WorkerBees &  
  Great Love, A Virago Book. p.54.; 콜론타이,김제헌 옮김, 1988,『붉은 사랑』  
  44쪽, 200쪽 참조

367) Kollontai, tr by Porter, 1999, “Sisters” Love of WorkerBees & Great   
   Love, A Virago Book. pp.239~250.

368) Kollontai, “Sisters”, p.248~249.
36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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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주인공은 남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하면서 이야기는 끝난다. 이처럼 콜론타이 작품 속 여주인공들은 

여성들과 적대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유개념에 기초한 부르주아식 가

치관의 프레임에서는 이상에 가까운 연대를 이뤄낸다. 즉 이러한 연대

는 사회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2. 허정숙의 논의

  그렇다면, 봉건제도로 인해 조선 여성이 노예화되었다는 문제의식 아

래에서 허정숙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여성의 모습은 무엇인가. 먼저, 허

정숙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은 ‘감정을 자각하고 저항하는 존

재’이다. 여성들에게 ‘감정의 자각’을 강조한 것은 허정숙이 생각하

는 ‘완전한 인간’의 이상과 조선의 열악한 현실과 관련이 있다. 여성

들의 ‘감정’에 대한 강조는 여성을 감정적인 존재로 규정한 데에 따

르는 것이 아니라, 허정숙이 인간 존재 자체를 감정적 존재로 파악한 

데서 비롯된다. 그녀는 인간의 삶이 ‘고통’과 ‘즐거움’의 작용으로 

이뤄지는데, “누구나 반드시 ‘고통’ 쪽의 무게가 더 무겁다”370)고 

파악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는 것이 ‘번

민’이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한다는 게 그녀의 인간관이다. 따

라서 허정숙의 시각에서 ‘고통’을 모르면 ‘번민’이 없다는 것이고 

번민을 모르면 완전한 인간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허정숙이 파악한 

바, “이중, 삼중의 노예로 있었던”371) 조선 여성의 번민이야말로 중

대하고, 남성의 번민보다 두 배나 더 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회가 

여성을 반신불수의 병신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372) 남성이 하는 번

민을 여성은 할 수 없게 되었다. 번민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의 고통

을 느끼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여성은 완전한 인간이 아닌 것

370) 허정숙, 「우리 여성의 번민을 논하야:여성의 번민과 해결책」,『신여성』1925, 
11, 2~7쪽.

371) 같은 곳.
372)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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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허정숙은 조선 여성들이 번민을 못 느끼는 것은 자신의 감정 조

차 못 느끼는 존재로 강요되어 온 현실에 기인한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허정숙은 여성들에게 그토록 ‘감정의 자각’을 강조한 것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여성들에게 주문한다.

 一. 우리는 지나간 날의 미지근한 감정을 내어버리고 정열 있고 예민한 감

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 개성을 살릴 줄 알고 위할 줄 아는 여성이 되자.

 一. 완전한 개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중노예를 만드는 우리의 환경에 반역하

는 절실한 자각이 있자.

一. 이에 절실한 자각 밑에서 우리 여성은 서로서로 처지가 같은 여성들끼리 

함께 결합하여 여성의 위력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자.373)

 허정숙은 여성들에게 좀 더 크게 자각(自覺)할 것을 권한다. 지나간 

일을 회상하되 앞으로 다가올 가장 최선의 길도 생각해 보길 촉구한다.  

반드시 여러분 가슴 가운데는 구구한 지나간 날의 생활을 차가운 마음으로

(寒心히) 생각하는 한숨과 좀 더 낫게 살아보려는 신생(新生)의 충동이 일어

날 것입니다. 이 순간에 이 충동을 감정에 그것으로 흘려 보내지 마시고  이

성을 돌려 새로운 자각을 하시고 결심을 하십시오. 이 길만이 앞으로 여러분

의 새로운 길을 여는 관문입니다. 너무나 우리의 지나간 날을 닫아 버리고 

일년 간만을 보아도 참생명이 없는 생활이었고 자각이 없는 생애였습니다. 

좀 새해부터는 우리의 생활을 좀 정예의 눈으로 살펴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발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의 (곧) 큰 자각이 

있으십시오. 우리는 좀 우리 생활에 대하야 예민한 감정을 가지십시다. (중

략) 또 자각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일치한 기치 하에 모여들어 우리의 힘과 

힘을 아울러 우리의 신생을 개척하는 운동을 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신년 원

망(願望)이라면 원망이겠습니다.374)

  허정숙은 여성들로 하여금 예민하게 감정을 느끼고, 현재 여성들이 

373) 허정숙,「신년과 새결심」『신여성』4(1) 1926, 1. 
374) 정숙,「신년의 기망과 소원-무엇보다 자각과 단결」『신여성』4(1) 19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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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크게 자각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즉,‘자기

개성을 아는’, ‘인격과 인권을 자인하는’여성이 완전한 인간이자 바

람직한 여인의 기본 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처럼 감정을 살리고 번민하

며 개성을 회수하고 완전한 인간이 된 뒤에 여성들이 최종적으로 도달

해야 할 단계에 이른다. 

이런 뒤에 그들은 다음으로 사회에 나서는 동시에 사회가 어떠한 것을 인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사회에 대한 어떠한 의혹과 불안과 번민

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다시 사회적으로 여성이 어떤 운동을 

하여야 할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러한 뒤에 곧 자기를 알아낸 산(生) 개

성을 가진 새로운 사상을 가진 여성으로써 서로 손과 손을 맞잡고 단결하여

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야만 이 결속이 乃終(내종: 결국)에 여성 중심의 완

전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진실한 행복 즉 만인이 같이 누릴 행복의 

미래를 위하여 여성으로서 참된 평등과 자유와 자기의 인권 회수가 되는 그

날이 오기를 위하여 분투하게 될 것입니다375).

  허정숙은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여성이야말로‘위대한 힘’을 

갖는 여성이 된다고 보았다. 허정숙은 일본의 여성잡지인 『여성개조 

』내의 번역 작품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을 제시했

다. 허정숙이 제시한 ‘완전한 여성’은 “자녀에게 신이 되는 어머니

이자, 청년에게 등화가 되는 처녀이자 남편에게 행복이 되는” 위대한 

여성이다.376) 그러나 전제가 있다. 아이와 남편을 위한 희생(犧牲)을 

여성 본연의 생활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노예가 

되는 것과 다름 없기에 잘못된 착안이다. 이렇게 가족에게 희생하는 여

자는 거의 반(半)노예와 기생충 같은 성실과 노력을 하는 자이다. 

375) 같은 곳.
376) sky, 허정숙 옮김, 「미래의 여성이 되어라」『신여성』3(11)1925.11, 8~13쪽.
  「모(母)는 자녀(子女)의 신(神)! 처녀(處女)는 청년(靑年)의 등화(燈火)! 처(妻)는 

부(夫)의 행복의 원천(源泉)!」허정숙이 sky라는 필명으로 일본의 여성잡지인 <여
성개조> 내의 어떤 작품을 번역한 것이다. 기사에는 어느 작가의 작품인지는 설명되
어 있지 않다. 『여성개조는』 일본의 『개조』라는 잡지의 자매편으로 1922년 10
월부터 1924년 11월까지 출간되었다. 비록 번역작품이기는 하지만, 허정숙이 선택
했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본고에 실었다.



- 106 -

 그러한 여성은 자신의 조건을 반성할 수 있도록 눈을 뜨고, 혁명을 통

해 자신의 현장을 깨트리는 자이다. 즉 미래의 세계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자기의 조건을 각성하는 자이다. 자신을 둘러싼 안전한 세계를 초

월하여 남녀가 함께 각각 본연의 힘에 의해 서로 도와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사회를 위해 계급투쟁에 뛰어드는 자가 완전한 인

간이자 바람직한 여성의 기본 조건이 된다. 이중 반역 운동의 두 번째 

단계인 무산계급 운동, 즉 계급투쟁에 헌신하는 여성이야말로 허정숙이 

상정한 바람직한 여성이자 이상적인 여성인 셈이다. 따라서 허정숙은 

계급투쟁에 뛰어든 여성이 되라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나에게서 신을 발견하고 청년은 처녀에게서 등화를 발견하고 남편은 처에게

서 행복의 원천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다함이 없는 여성의 힘

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위에 많은 부인들이 눈앞(眼前)의 세계

를 초월하여 그 이상 더 심원하고 의미 깊은 세계가 미래가 있는 것을 각성

하기를 요망하여 마지 않는다377). 

 미래를 위해 혁명에 투신하는 여성은 저절로 자녀에게 신이 되는 어머

니이자, 청년에게 등화가 되는 처녀이자 남편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허정숙이 쓴 소품을 통해 바람직한 여성상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허정숙은 『신여성』지에 두 편의 짧은 소품과 하나의 산문을 남겼

다. 소설은 Sky라는 필명으로 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리운 K언니

에게!」378)와 「여름의 추억- 갈대숲에 울던 여름」이고 산문은 「회

오의 기도」이다. 이 중 「회오의 기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회오의 

기도 주인공은 허정숙이 반면교사로 삼는 전형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회오의 기도」의 주인공은 한때 학생이었으나 허영에 눈이 멀어 

‘부호의 첩’이 되고 말았다. 그녀는 예전 자신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개성에 눈뜬 여자 되어서 허영에 홀리우지 말고 완전한 사람이 

377) 같은 곳.
378)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리운 K언니에게!」는 오해로 멀어진 언니에게 쓰는 편  

   지형태의 짧은 소설이다. 허정숙의 글을 묶은 책 『나의 단발과 단발 전후』,    
    2018,  두루미사상사. 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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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379)라고 했던 오빠의 충고를 떠올린다. 그러나 그만 “허영에 팔

려, 사랑도 의리도 내다 버린 만금의 노예, 부호의 첩”380)이 된 현실

을 후회한다. 자신의 반생이 “허영의 뭉치”381)임을 깨달았지만, 지금

은 이미 늦었고, “암흑의 악마가 자신을 삼키려”382) 한다. 그리고 주

인공은 “이제 죽음만을 동경하는 산송장”383)같다며 회오의 눈물을 

흘린다. 

  이 인물은 허정숙이 그토록 혐오하는 물질만능과 금전만능 사상을 실

천한 인물이다. 열심히 공부하라는 충고를 들었던 학생 신분이라는 것

은 식민지 조선의 1%에 속하는 근대교육의 수혜자임을 의미한다. 주인

공은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기층여성들을 계몽시킬 이 나라

의 일꾼이 될 인물이었다. 즉, 인격을 회수하는 운동을 통해 완전한 인

물이 된 뒤에 함께 계급투쟁의 선봉에 설 수 있었던 인물인 것이다. 그

런데, 허영에 눈이 멀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부를 좇다 파국을 맞

이했다. 부를 좇은 결과, 산송장과 다름없고, 후회만 남은 가공의 인물

을 형상화함으로써 허정숙은 여성 독자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우회적으로 깨우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허정숙과 콜론타이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을 살펴보았

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 여성상은 모두 자기 주체성을 

확립한 독립적인 여성이자, 계급의식이 투철한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지배체제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분투하는 여성들인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두 사회의 물적 

토대와 조건이 다른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콜론타이는 이미 혁명정권

을 수립한 이후 거기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모범적인 

여성상을 구현해 냈고, 허정숙은 여전히 식민지 시기 자신의 감정까지 

억압하는 여성들을 접하던 시기에 바람직한 여성상을 제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허정숙이 제시한 인물은 다소 추상적이고 형상화된 인물 역시 

379) SKY(허정숙)「회오의 기도 」『신여성』4(8), 1926. 8, 58쪽.
380) 같은 곳.
381) 같은 곳.
382) 같은 글, 59쪽.
383)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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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가부장적 남성중

심적 지배체제를 거부하고 독립적 삶을 지향하는 여성들을 바람직한 여

성상으로 제시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제 3 절 성도덕과 성해방에 관한 논의

  허정숙과 콜론타이이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성도덕과 성애관’은 조

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표명하는 방식도 달랐다. 방식의 차이는 

각각의 사회적 상황이 달랐던 데 기인한다. 콜론타이가 공론장에서 자

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데 반해, 허정숙은 우회하거나 소극적

인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이 차이는 혁명정권이 수립된 급

진적 사회와 가부장제가 온존하는 식민 사회라는 배경의 차이에 기인한

다. 콜론타이의 경우, 성혁명이 도래한 당대 러시아에서 성의 자유화로 

인해 생긴 무질서를 바로잡고자 했다. 또한 그러한 무질서에서 비롯된 

여성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이에 바람직한 성도덕의 방향을 적극적 

형태로 제시했다. 반면, 조선 시대는 여전히 여성 정조의 중요성이 강

조되는 사회였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방식으

로 자신들의 성도덕적 우위를 증명하고 하던 식민지 상황이었다. 또한  

사회주의 혁명의 대의와 민족의 독립이라는 의제 앞에서 허정숙은 자신

이 생각하는 성해방의 주장을 공론장에서 직접 표현할 수 없었다. 

  성애관에 있어 양자 간의 큰 차이는 자유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엘렌 

케이를 둘러싼 해석에 있었다. 엘렌 케이를 강하게 비판한 콜론타이와 

달리 엘렌 케이의 연애지상주의에 기초한 결혼관·애정관 ·자유이혼을 

허정숙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허정숙의 연애관에는 자본주

의와 사회주의적 속성이 혼재되어 있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엘렌 케

이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 차이도 러시아와 조선의 사회적 배경이 다른 

데에서 비롯된다. 엘렌 케이의 주장이 조선 여성들에게 해방적인 측면

이 있는 반면, 성혁명이 도래한 러시아의 상황에는 적절한 제안도 아닐 

뿐 아니라 고루함마저 띠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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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콜론타이와 허정숙 모두 여

성의 성적 자유와 성해방, 독립성을 추구했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보인

다.   

1. 러시아의 시대배경과 콜론타이의 논의

1) 러시아의 시대적 배경

소비에트 러시아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사회 분위기 전반이  

급속도로 쇄신되었다. 특히, 일부일처를 기반으로 하는 부르주아식 결

혼관과 성도덕에 균열을 내는 사고가 러시아 전역을 휩쓸었다. 마르크

스주의 여성해방에 기초한 성담론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실험이 러시아

를 뒤덮은 것이었다.384) 이런 성의 자유화 물결을 더욱 가속화시킨 것

은 볼셰비키 혁명정부의 선진화된 가족법과 결혼법의 제정에 따른 것이

었다. 1917년 12월에 반포된 결혼에 관한 포고령과 이혼에 관한 포고

령, 그리고 1918년의 가족법의 시행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동등권이 

확보되면서 결혼절차와 이혼 등이 간소해졌고, 1920년부터 법적으로 

동거가 허용되는 등 온갖 법적 규제들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혼전·혼

외 성관계에 대한 편견도 사라졌다. 혼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정식 

부부 사이의 자녀와 같은 법적 권리가 확보되었기 때문이다385). 특히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경제적으

로 책임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시민의 노동 의무

를 강제한 1918 헌법에 따라 여성 역시 경제권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386)  

384) Igor S. Kon, 1995, tr by Riordon, , The Sexual Revolution In Russia, 
-From the Age of the Czars to Today, The Free Press, 제4장 참조.

385) 한정숙, 2012, 245쪽.
386) Wendy Z. Goldman Women, 1993, The State, A Revolution-Soviet        

   Family Policy & Social Life,1917-1936, :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제 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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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급진적인 가족법 통과에는 볼셰비키 혁명을 이끈 혁명 주체들

의 결혼관과 애정관이 반영되어 있다.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고 소비에

트 국가를 수립한 혁명세력들은 당시 일부일처제를 부르주아의 억압적 

위선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사고는 당시 러시아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

원회들, 즉 혁명을 주도한 세력들의 결혼 형태에서 엿볼 수 있다. 이들

이 러시아를 1920년대 성의 자유화 시대를 주도했는데, 그들이 미친 

파급력은 지대했다. 원칙적으로 평등한 동지적 관계를 지향하며, 서로 

간의 동의하에 삼각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

았다.

당시 러시아 지식인 사회에서 이러한 남녀관계의 모델은 낯선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뛰어난 초현실주의 시인 릴리야 브리크(Lilya 

Yuryevna Brik, 1891~1978)는 입체파 시인 중 하나인 오십 브리크

(Osip Brik)와의 결혼 후에도, 러시아의 대표적 미래주의 시인이자 극

작가인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Vladimir Mayakovsky 1893~1950)

와 서로의 동의하에 삼각관계를 5년간 지속하였다.387) 

또한 러시아혁명의 주역 레닌(1870~1924)은 마르크스주의 운동가 

출신인 나데즈다 크룹스카야 (Nadezhda Krupskaya 1869~1939)와 

법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1911년 이후 러시아 운동가 이네사 

아르만드와도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한 공간에 살

면서, 모두 혁명에 대해 공동의 충성을 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러한 삼각관계

를 통해 부르주아 가족 모델을 타파하는 것이 목표였던 러시아 지식인

387) 유대인 변호사 아버지와 음악교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릴리야 브리크는  부

유한 가정에서 출생한 전형적인 인텔리겐챠였다. 뛰어난 근대교육을 받았고, 불어와 

독일어에 능통하고 피아노 실력도 뛰어난 다재다능한 명사였던 그녀는 이미 어린 시

절부터 샤갈과 같은 당대예술가들의 모델이 될 정도로 유명했고, 그녀의 탁월한 지성 

못지 않는 매력적인 외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다. 그녀는 1912년 오십 브리

크와 결혼할 때부터 이미 열린 결혼(open marriage)을 지향하며 출발하였다. 오십 

브리크와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마야코프스키와의 연인관계는 1917년부

터 1923년까지 지속되었고,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평생 우정을 나눴다. 마야

코프스키와 오십 브리크도 각자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평생 유지하였다. 초기 소비에

트 혁명 시기 가장 다이나믹한 아방가르드 잡지인 Left front of Art을 공동으로 창

설하였고, 시인으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격려하며 둘은 평생의 우정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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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이 같은 남녀관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2) 콜론타이의 논의

 앞서 다룬 콜론타이의 소설, 「붉은 사랑」은 부르주아적 사고에 바

탕을 둔 기존의 결혼제도의 한계와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대해서도 사유케 하는 측면이 있다. 콜론타이의 부르주아적 결

혼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소설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콜론타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공유하게 된 부부가 갈등 속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법적 혼인의 강제성이 도덕적

으로도 옳은 것인지 묻고 있다. 소설 도입부와 말미에 등장하는 페도세

예프 부부를 통해서도 콜론타이의 이러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 이 부부

는 법적으로 혼인상태이지만 적대관계 속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폭력을 

일삼는 관계이다. 소설 후반부에 남자의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

고 그것을 격려하는 젊고 매력적인 여성, 도라가 등장한다. 남자와 그 

여성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부인은 세 아이와 자신에 대한 책임과 

경제적 부양을 남편에게 강요하며 폭력과 갈등만이 난무하는 부부관계

를 이어가길 원한다. 결국 콜론타이는 페도세예프 부부와 도라의 관계

를 통해독자들에게 부르주아 사회의 산물인 가족제도를 비판적으로 고

찰하게 한다. 부르주아적 결혼관의 잣대로 페도세예프 부부와 도라의 

관계를 조명하면 도라와 남편은 도덕적으로 불륜관계이다. 그러나 법적 

혼인관게로만 묶여 있는 페도세예프 관계보다 훨씬 건강한 관계이다. 

즉, 이 세 사람을 통해서도 콜론타이는 공산주의에 합당한 새로운 가족

제도의 틀을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사유하도록 돕는다388).  

 한편, 성의 자유화와 성혁명으로 인해 초래된 성의 위기 문제는 콜론

타이가 「성적 관계와 계급투쟁」389)을 발표한 시점이던 당시의 러시

388) Kollontai, 1999 tr by Porter, “Vsilisa Malygina” Love of WorkerBees & 
Great Love, A Virago Book. pp. 188~195; 콜론타이,1988, 김제헌 옮김,『붉은 
사랑』, 241~252쪽. 

389)Kollontai, 1921,“Sexual Relations and the Class Struggle,” 
WWW.Marxist.org (접속일 2020. 5.1) 

http://WWW.Marxis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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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심각한 당면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었다390). 콜론타이가 판단컨대, 

인류 역사의 긴 여정에서 이토록 성문제가 사회생활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당시 직면한 첨예한 성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척 해롭고 위험했다. 특히 성의 위기는 사회의 다수인 

노동계급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주제임에도 단순

히 개인적 문제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것에 콜론타이는 문제의식을 느꼈

다. 

콜론타이는 인간 사회의 역사, 즉 목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양

한 사회집단과 계급 사이의 끊임 없는 투쟁의 역사에서 성의 위기를 풀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391). 그 과정에서 역사에서 사회적 투쟁의 특징 

중 하나가 남성과 여성의 관계와 이 관계를 규정하는 도덕률을 변화시

키려는 의도였음을 알게 되었다. 콜론타이는 성 위기의 원인을 ‘극단

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는 현대인의 심리적 약점 외에도 

‘배우자를 소유한다는 생각’과 ‘성불평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녀는 사유재산에 기초한 개인주의적 가족을 통해 소유개념이 과거보

다 더 강하게 결혼 관계에 침투했다고 파악했다. 육체뿐 아니라 감정과 

정신까지 소유한다는 생각은 부르주아지의 소유권 개념을 통해 절대적 

도덕으로 격상되었는데, 이러한 정신을 토대로 한 가족구조는 부르주아 

계급이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 투쟁하던 시기에 강화되고 안정된 것이라

는 게 콜론타이의 주장이었다392).  

그런데 이에 앞서 남녀 간의 성불평등이야말로 현대인의 심리를 왜곡

하고 성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부르

주아 이데올로기보다도 오래된 ‘이중 도덕’과 ‘이중잣대’는 같은 

행동과 사안이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리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여성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기보다 한 남

390)필자는「성적 관계와 계급 투쟁」의 러시아 원전은 참조하지 못하고, A. Holt의 
영어번역을 참조하였다. A. Holt는 이글을 1921년판으로 명기하였으나 이것은 혁명
이전에 쓰인 글을 재출판한 연도를 가리킨다. 즉, 콜론타이는 혁명 이전의 논의를 
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를 다시 재출판한 것이다.

391) 한정숙, 2008a, 316~317쪽.
392)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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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부속물로 여기고 그 남성의 인격을 토대로 그 여성의 정서적 도덕

적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남성의 인격은 성의 

영역에서 그가 하는 행동과 분리되는 반면, 여성의 인격은 전적으로 그

녀의 성생활과 관련해 판단되는 것도 또 다른 사례이다.393) 콜론타이

는 이런 이중 도덕은 우선 여성의 경제적 구실이 변화하고 여성이 생산

에 독립적으로 참여해야 약화될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동지애’라는 원리가 ‘불평등’과 예속이라는 전통적 관념을 

대체해야만 성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인간의 심리를 

근본적으로 재교육해야 성의 위기 해결이 가능한데, 이러한 심리가 재

교육되려면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도덕

과 새로운 형태의 남녀관계가 제시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콜론타이가 러시아혁명 이후 성의 자유화를 이끌었다

고 오해하지만, 콜론타이는 오히려 혁명 이후, 젊은 층 사이에서 합의

된 규범이나 원칙이 없이 성관계가 이뤄지며 생긴 사회적 문제들에 대

해 해답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콜론타이의 자유연애론은 그러

한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나온 결과물이자 그녀의 답변이다. 즉, 

콜론타이가 제시한 자유연애론은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 실험되는 성 혁

명의 격변기에 새로운 성도덕의 원칙을 세우고자 노력한 결과물이었다.

즉, 그녀의 자유연애론이 젊은이들의 성적 자유를 부추긴 것이 아니라, 

당시 성의 위기에 대한 답변이었다. 콜론타이는 볼셰비키 혁명가들이 

활동 기간 중 견지한 금욕주의적 태도가 당시 젊은 세대의 삶의 지침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고 원칙 없는 성의 

자유가 초래하는 사회문제를 도외시할 수도 없었다394). 

콜론타이는 당대 러시아의 젊은이들을 위해 공산주의 세계관에 부합

393) 17세 연하의 드이벤코와의 동거 사실은 언제나 그녀를 따라다니며, 그녀의 주장 
자체를 우스운 논의로 격하시키곤 했다. 즉 여성의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발언이 구
분되지 않는 풍토를 지적한 것이다. 이를테면 레닌의 오픈 메리지 생활이 그의 사상
과 철저히 구분되어 별개의 영역으로 거론되는 반면 콜론타이에게는 적용되지 않았
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뿌리 깊은 가부장제의 해체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이러한 
이중잣대가 여전히 온존한다는 데 있었다.  

394) 한정숙, 2012, 251~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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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성도덕의 원칙을 세워, “새로운 에로스”가 태어나기를 원했다. 

한편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개인적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전체 구

성원들로 확장되어 연대의식, 동료애로 탄생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

것이 콜론타이가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식 사랑’의 핵심이었다395).

1923년 콜론타이는 이처럼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성도덕과 애정관을 

「날개달린 에로스에 길을 열어주길」396)이란 글에 정리해 담았다. 그

녀는 여기서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배타적인 사랑관’은 

프롤레타리아 이념에 부합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신체적 욕망만을 좇는 ‘날개 없는 에로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또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는 것일 뿐 아니

라, 함께 공유하는 이상도 없는 것을 의미했다. 콜론타이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한 것은 당시 이러한 형태의 성관계가 러시아에서 거부감 없

이 받아들여지면서 여러 부작용과 역기능들을 목도했기 때문이었다. 뿐

만 아니라 그러한 형태의 사랑이 새로운 프롤레타리아의 성도덕과도 배

치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397). 

콜론타이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도덕에 의해 공식화된 요구에 답하

기 위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관계에 있어서 평등의 

선제였다. 이것은 남성 이기주의와 여성 개인에 대한 노예적 억압의 종

식을 의미했다. 둘째, 타인의 권리와 타인의 마음과 영혼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었다. 세 번째는 동지적 감성으로 사랑하는 

이의 내적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 부르주

아 문화에서는 오로지 여성에게만 요구되었던 것이었다. 즉, 이것이 콜

론타이가 제시한 ‘날개달린 에로스’의 핵심 주장이다. 

395) 한정숙, 2008a, 316~317쪽.
396) 콜론타이, 2003, 여성위(준) 옮김,「날개달린 에로스의 길을 열자」을 열자」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ournal&category1=38&nid=123 
397) 같은 곳.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journal&category1=38&ni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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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매력은 역시 “날개달린 에로스”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사랑을 경험하 사람은 새로운 문화-민감성, 책임감과 타인을 돕길 바라는 욕

구-의 생산자로서 필수적인 내면적 자질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중략) 프롤레

타리아 이데올로기의 목표는 남성과 여성이 선택된 한 사람 뿐 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 관하여 이러한 자질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프롤레타

리아 계급은 날개달린 에로스에서 우월한 감정의 그늘과 뉘앙스에는 관심이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감정이 동지애의 발달과 강화를 촉진한다

는 것이다. 사랑-동지애라는 이상은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에 의해 끊임 

없이 진척되어오면서 부르주아 문명의 배타적인 전쟁과도 같은 사랑을 대체

해 왔다. 이것은 타인의 개성에 대한 고결함과 권리, 확고한 상호 지지와 감

정적 공감, 타인의 욕구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인식 개념을 포함하고 있

다398). 

  그런데, 이러한 ‘날개달린 에로스’의 권리를 요구할 때, 선제되어

야 할 것은 개인의 사랑보다 집단과의 유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두 개인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동시에 노동 계급의 이상

은 이러한 사랑이 집단에서의 사랑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두 

구성원 간의 사랑보다 두 개인을 집단에 결합시켜 주는 유대가 항상 선

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부르주아식 사랑과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보았다. 또한 콜론타이는 젊은이들에게‘연애-결혼

의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사랑이 전혀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님

을 깨우쳐주고자 했다. 

사랑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요소이며 사회는 항상 본능적으로 이를 사회

의 이익으로 조직해 왔다. 마르크스주의 과학과 역사의 경험으로 무장한 남

성과 여성 노동자들은 새로운 사회 질서에서 사랑이 차지할 공간을 발견하

고, 그들의 계급적 이해에 부합하는 사랑의 이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해

야 한다. 399).

 

398) 같은 곳.
399) 같은 곳.



- 116 -

한편, 콜론타이가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성도덕의 제시를 통해 이룩한 

업적은 혁명 이후 급속도로 퍼진 성의 자유화가 야기한 사회문제들을

‘여성해방’과 연결시켜 해결했다는 점이다.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

의 새로운 성도덕’의 기준을 세움에 있어 여성해방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책임감 있고 자유로운 사랑’, ‘여성의 사회적 

활동’, ‘자녀 양육의 사회적 책임’과 ‘모성 보호’가 바로 콜론타

이가 제시한 구체적인 답이었다400).

마지막으로, 콜론타이는 사랑과 섹슈얼리티의 문제에서 여성의 자율

성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금욕을 거부하고 사랑의 

권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체와 인격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가

지는 여성을 논의의 중심에 놓은 것이다. 이처럼 콜론타이는 마르크스

주의의 틀을 고수하면서도 여성들의 자기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을 논의의 

중심에 둠으로써 급진적 여성해방론적 논의까지 자신의 주장에 포함시

켰다.401)

2. 식민지 조선의 시대배경과 허정숙의 성도덕과 성애관

1) 조선의 여성사회주의자들

  허정숙은 공론장에서 직접 자신의 성도덕과 성애관에 대한 주장을 피

력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논한 적도 

없다. 질문을 받으면 회피하거나 다음 기회로 답을 미뤘고, 침묵했

다402). 그런데, 이러한 허정숙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식민지 조선의 다

400) 한정숙, 2012, 251~252쪽.
401) 한정숙, 2008a, 325쪽.
402) 허정숙은 운동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기자들의 방문을 받곤 했다. 운동에 관

련된 소회나 사적인 질문에는,‘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거나,‘다음 기회에 말하
겠다’는 답으로로 회피했다.“간단하게 대답은 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이 뜻밖으로 
”기 때문이었다. 기사문의 제목을 「허정숙 씨에게서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함
을 듣는다」로 할 정도로 허정숙은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기자는 “20분간‘이 다
음 기회에’라는 말을 20차례 들었다”는 독백을 남겼다.(- 그 뒤에 이야기하는 
「제여성의 이동좌담회」,『중앙』 1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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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여성사회주의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다. 이것은 가부장적 성도덕에 

저항하고 성평등의 삶을 실천한 그들의 실제 삶의 방식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의 사랑의 양태는 어떠했을까? 우선, 그들은 

당시 사회주의와 함께 들어온 콜론타이의 성해방과 연애론을 혁명투쟁

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자신들의 자원으로 삼았다403).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성 사회주의자들과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가부장적 성

도덕에 균열을 냈다. 즉,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콜론타이가 여성과 사회

에 던져주는 해방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들의 성도덕의 정

당성을 확보하는데 활용한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혁명의 대의를 남성사회주의자들과 평등한 관계에서 공유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기에 중요했다. 또한 일제에 항거하는 사회주의자들의 삶의 

양태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체포와 구금, 투옥과 도망으로 인해 연

인들과의 관계는 불안하고 유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404). 둘 중 

누구든지 감옥에 가면 그것으로 관계는 정리됐기에, 연인과 지속적인 

가족관계를 맺기는 힘들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

의 삶에 대한 대중적 공감과 이해는 가부장적인 조선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상존했다. 

  허정숙의 연애와 사랑, 결혼도 대부분의 여성사회주의 운동가들과 비

슷한 양태를 띠었고, 비슷한 존중을 받았다. 허정숙이 나라를 위해 희

생한다는 운동가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고, 사회주의자로서 겪는 삶의 

양태에 대한 이해가 대중들에게 있었던 것이다405). ‘조선의 콜론타이

스트’로 허정숙을 명명한 기사에서도,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에 대한 

존중과 허정숙 개인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확인된다.

403)배상미, 2014,「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과 그 의미」,『여성문학
     연구』33. 312~325쪽.
404) 이임하, 2019, 『조선의 페미니스트』, 철수와 영희.
405) 붉은 연애의 주인공들의 기사를 읽으면 정종명과 허정숙의 사회주의식 사랑에 대  

   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허정숙의 이론가나  
   사회운동가로서의 장점들을 나열하며 빛나는 조선여성이라고 추켜세우는 대목도  
   확인할 수 있다. 초사,「붉은 연애의 주인공들(3)」,『삼천리』17, 1931.7.1,    
   1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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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여성- 더욱이 프로레타리아·이데올로기를 파악(把握)하고 그 실제 운

동에 나서서 일하는 여성이 과거 봉건시대의 정조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

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허정숙씨가 

A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B에게로 간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닐 것이다. 406)

 즉 기사를 통해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이 진보적인 의식의 소유자임

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들의 성해방가로서의 선택도 존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사의 필자는 허정숙이 임원근을 뒤로 하고 송봉우에게 간 것

을 문제시하는 여론에 대해 비판을 한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동지적 

신의를 버린 것에 대한 비판이지 부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어긴 것

에 대한 비난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부연한다. 무엇보다 필자는 그러한 

세간의 평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허정숙을 다음과 같이 옹호

한다.

남편이 아내의 상전이 아닌 동시에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다. 허정숙

이 한때 A의 아내였었으나 A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이상 허정숙은 허정숙 

자신을 자유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성생활은 인생에게 자연 그것이 요구하는 

바인데 허정숙은 하물며 청춘이다. 그러니까 A가 없으니 B에게로 간 것이 

무슨 잘못이냐? 동지? 그러나 그것은 동지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A는 언제

까지든지 허정숙의 동지임에 변함이 없다. 하물며 A가 없는 동안에 허정숙

이 A에 대한 정이 엷어지고 그 대신 B에게 두터워졌다면야 더구나 말할 것

이 없는 것이다407).

 필자는 아마 세간에 나도는 허정숙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고, 운동가이

자 이론가로서 뛰어난 허정숙의 장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듯 하다. 그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들어 보자.

406) 작자미상,「문제인물의 문제-조선의 코론타이스트 허정숙」,『제일선』2(6),     
    1932. 7. 15, 75쪽.

407)  같은 글, 7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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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숙은 조선의 프로레타리아 운동사상 잊혀지지 아니하는 한 용감한    

  투사다. 여성동우회 때부터 근우회 때까지 그리고 그동안 꾸준히 객관적 

  정세에 뒤지지 아니하고 그 이데올로기가 발전되었으며 그에 대한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408)

 앞서 강조한 바처럼,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에 대한 위상은 이처럼 낮지 

않았다. 물론 여성사회주의자들은 ‘성적 문란함’의 상징으로 격하되

면서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성적 도덕성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

해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적 사랑의 방식을 문제 삼으며 그 자체를 

조롱하는 과정에서 더 격화되었다. 이광수와 같은 민족주의 진영은 의

도적으로 사회주의에 가부장적 이미지를 덧칠함으로서 그들의 진정성을 

조롱하고 동시에 자신들이 가부장적 성도덕의 우위를 점하고자 했

다.409) 또한 앞에서 다뤘듯 취미기사를 표방하는 『별건곤』 같은 언

론매체는 사회주의 여성들을 대상화하고 스캔들로 소비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그대로 표명했다가는 그 진의가 왜곡되어 민

족주의자들에게는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고, 언론에는 여성 사회주의자

들이 왜곡 보도될 가능성을 의미했다. 

 그런데, 여성사회주의자들이 성과 연애에 대한 입장표명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와 민족이라는 실체는 대의인 

반면 가정이나 개인은 사소한 것으로 설정하는 인식이 자리한 면도 있

다410). 계급이나 민족해방의 사안에 대비해 성에 대한 공론화는 불필

요하거나 개인의 선호 문제 정도로 해석한 것이다. 즉, 성과 사랑의 문

제가 계급 해방의 쟁점에 종속된다는 여성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이 반영

된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민족해방의 달성과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

라는 거시 목표가 성과 사랑이라는 부수적인 쟁점으로 인해 침해되는 

408) 같은 글, 76쪽. 
409) 1930년 1월 이광수는 「혁명가의 아내」라는 소설을 발표하였다. 이광수는 소설 

속 주인공인 여성사회주의자 정희를 지나치게 성욕이 강하고 정조의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는 인물로 묘사하며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을 조롱하였다. 

410) 김경일, 2016,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196~2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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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원치 않았다411) 허정숙의 침묵은 이러한 당대의 분위기와 사회주

의자로서의 자신의 입장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

다.

2) 허정숙의 논의

  이와 같이 허정숙이 자신의 성도덕이나 성애관에 대한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텍스트들이 

몇 편 있다. 여기서는 『삼천리』와 『신여성』에 실린 두 편의 글로 

제한하고자 한다. 『삼천리』에 실린 기사는 설문에 응한 허정숙의 답

변이 담긴 것이고, 『신여성』의 글은 허정숙이 편집인으로서 위인들의 

성애관을 소개한 것이다. 『삼천리』에 실린 기사는 당대의 분위기와 

여러 명사들과 허정숙의 의견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신여

성』의 글은 허정숙의 평가가 담겨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허정숙 외에 다섯 명의 필자들이 함께 참여한 삼천리 기사를 살펴보자.

 

  (1) 정조 논쟁

  식민지 조선의 잡지들은 명사들을 찾아가 특정 주제로 설문하는 방식

의 기사들을 많이 게재했다. 1930년 11월의 『삼천리』 잡지의 「남편 

재옥 망명 중 처의 수절 문제」도 그중 하나인데, 남녀사회주의자들을 

찾아가 남편이 투옥되었을 때 부인의 재혼 여부와 수절 문제를 논한 것

이었다. 그런데,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성욕이나 정조 문제조차 젠더화 

되어 취급된 당시의 생활상을 유추할 수 있다. 잡지의 제목이 말해주

듯, 여성의 성욕은 통제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사회의 성도덕관이 반영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제 자체가 남성을 주체로 상정한 당대의 성차

별적 분위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제에 저항하다 투옥된 많은 

여성 입옥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투옥자를 남성으로만 상정하였

411) 같은 곳.



- 121 -

고, 그리고 정조412)와 수절을 하는 당사자는 여성으로만 한정한 것이

다. 이를 통해 남편이 부재한 경우 여성에게만 수절의 당위성을 전제한 

것이자, 여성 수감자를 똑같은 저항의 주체이자 운동가의 위상에서 고

려하지 못했던 당대의 한계를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성별화된 가부장적 성도덕을 공유하는 당대의 분위기는 남성 

사회주의자이자 허정숙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송봉우의 주장에 고스란

히 담겨있다. 그는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부인은 정조를 절대 엄

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입옥자의 아내라면 남편과 정치적 입

장을 함께 하는 동지여야 하고, 이들의 결혼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의이므로 사회주의자 아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게 그 이유이

다.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송봉우는 정조를 엄수하지 않는 

것은 인격의 긍지와 수양이 없기 때문이라고 단정짓는다. 한발 더 나아

가, 정조를 지키지 않는 것은 유녀형(遊女型: 성매매 여성을 의미함-필

자 주)의 아내이기 때문이라는 비약에 이르며 그의 성도덕에 내재한 성

차별적 사고를 드러낸다. 

송봉우를 제외하고 설문에 응한 이들은 모두 여성들이었는데, 허정숙 

외에 여성사회주의자들인 이덕요와 정칠성, 유영준이 참여했고, 김일엽

도 함께 응했다. 공통적으로 여성 필자들은 기사가 상정한 가부장적 성

도덕의 전제를 넘어 재옥자의 아내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수절 문제를 

파악했다. 그리고 재옥자를 기다리는 아내의 경제적·본능적 조건을 제

시하며 수절의 불가능성을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허정숙과 김일엽, 이

덕요가 ‘성욕은 참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면, 정칠성과 유영준은

‘수절 불가’의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성욕을 참아야 한다는 입장

의 논자들도 결국 여성의 성욕의 중요함을 강조하며, 수절의 불가능성

을 피력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는 수

절 지키기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따라서 계파와 관계

412)‘정조(貞操)’의 사전적 의미는,‘여자의 곧은 절개’로 여전히 정조를 지키는 
주체는 여성으로 상정되어 있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우리
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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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설문에 응한 여성명사들 모두 남성 사회주의자, 송봉우와 의견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덕요는 병이라도 날 경우 이성이 옆에 있어 주길 바라게 되

고, 매번 유혹을 격퇴하고 있다며 자신의 욕망을 솔직히 고백한다. 아

주 못 참을 경우면 예전 사랑하던 사람을 그대로 사랑하면서도 그때그

때 다른 사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급진적인 의견도 피력한다. 

처음부터 수절이라는 원칙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실현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 정칠성과 유영준의 입장은 보다 더 강경하

다. 두 사람 모두 성욕을 참으라 하는 것은 과부에게 정조를 강요하던 

때와 다를 게 없다고 단언한다. 심지어 정칠성은 남편 또는 동지가 부

재중일 때 다른 남성에게 갔더라도 다시 원래의 남편이나 동지가 돌아

오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활로’마저 찾아준다. 이처럼 대부분의 여

성 필자들은 모두 몇 년 동안이나 성욕을 참을 수는 없으니 남편이 출

옥할 때까지 하염없이 수절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렇다면 원칙상으로는 아내의 수절을 지켜야 한다는 다소 보수적 입

장을 취하면서도,‘이상과 현실은 다르다’고 주장하는 허정숙은 어떨

까. 허정숙은 원칙과 실제 내용이 전혀 다른 이덕요, 김일엽과 가까운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상으로는 그 아내된 사람이 언제까지든지 즉 재회할 때가지 수절함이 원

칙이요 또 그를 일반적으로 희망하여 좋을 일이나 현실문제에 들어가서는 

경제관계, 성관계 등으로 이상과 같이 실행되기 어려울 줄로 압니다. 좀 더 

조선여성들도 남편 아니고라도 생활의 방편을 얻을 수 있다면 문제는 달리 

처리 되겠지요만은...413)

 이처럼 허정숙은 원칙상으로는 수절을 지키는 게 옳지만, 경제적인 이

유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의 고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

장함으로써 여성의 수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교양

도 없고 성적·경제적 자유가 없는 조선 여성이야 말로 외국여성들보다 

413) 허정숙,「남편 재옥중 처의 수절 문제」『삼천리』10, 193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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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자유를 얻어야 하므로 정조를 지키면 안 된다며, 원칙과는 다

른 내용을 주장한다. 

조선의 여성은 외국여성들에 비해 그 교양이 낮은 것이 사실이고, 또한 경제

적 구속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략) 4,5年이고, 6,7年이고 하

는 긴 철창생활을 하게 된 경우에 평소에 그 한분을 신뢰하고 사모하는 일

념이 아무리 굳세다 할지라도 조선 현실이 강요하는 호구난에 몰려서 개가

를 안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일 줄 알며 또한 운동선상을 추구하는 

남편을 가진 그 아내이이니만큼 처(妻)의 연령은 대부분 청춘시기일 터인데 

나이 젊은이만치 생리적으로 닥쳐오는 고독을 좀처럼 막을 길이 없어서 본

능에 대한 허위생활을 거절하는 일이 실제의 경우에 있어서 또한 많을 것으

로 압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성적 해방과 경제적 해방이 심히 

적은 조선여성은 그네들 외국여성에게 비하여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가져

야 어울릴 줄 압니다414).

 즉, 허정숙은 이상을 따르기엔 녹록하지 않은 현실을 이유로 수절의 

불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심지어 외국과 비교해서 열악한 조선의 현

실을 언급하며 조선여성이 더 많은 자유를 얻어야 하므로 정조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도 이르렀다.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셈이

다. 그러나 설사 내용은 급진적이더라도, 적어도 제목을 통해 보수적 

입장을 취할 뿐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도 매우 조심스럽다. 이것

은‘생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수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정칠성이나, 아예 수절 자체의 ‘불가능성’과 ‘거부 의사’

를 확실하게 밝히는 유영준 보다 허정숙이 입장과 태도 면에서 보수적

인 면모를 드러내는 셈이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성차별적 정조관념과 성도덕이 사회적 상식으로 

통용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성욕도 중요

하다는 목소리들이 언론을 통해 진지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사들

414) 같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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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차별적이고 젠더화된 성도덕을 전제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에 

균열을 낸 여성사회주의자들의 성애관이 비중있게 실린 셈이다. 셋째, 

허정숙의 성관념이 다른 여성사회주의자들에 비해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록 조선 여성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지만, 원칙적으로는 허정숙이 수절이나 정조를 신의 차원에

서 중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칠성과 유영준이 여성의 성욕의 중요성

을 강조하거나 수절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에 비해 

허정숙은 보수적인 경향마저 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명사들의 연애관

허정숙의 연애관을 유추할 만한 기사는 또 있다. 「위인들의 연애

관」415)이라는 글이다. 여기서 그녀가 다룬 카펜터, 마르크스, 엘렌 케

이, 톨스토이, 바쿠닌의 연애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녀의 연애관을 

을 유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허정숙의 연애관이 사회주의와 자유주

의적 사고관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주의적 사고관의 근거

는 영육일치를 강조하는 엘렌 케이에 대한 허정숙의 높은 평가이다.

먼저 사회주의자들인 카펜터와 마르크스의 연애관을 허정숙은 긍정의 

사례로 제시한다. 영국 출신의 사회주의자 시인 에드워드 카펜터

(1844~1929)를 통해 ‘형식적 결혼에 대한 반대’와 ‘실질적인 결

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혼을 형식과 겉치레에 얽매지 말고 벗 사

이의 친교처럼 하자는 제안, 결혼 시 아무 약속이 없는 것이 최상이라

는 생각을 전달한다. 특히 결혼은 개인 간에 사사로이 할 것이지 정부

나 사회에서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걸 강조한다. 이어 칼 마르크스의 연

애관을 통해 남녀간의 경제적 평등이 이뤄져야 완전하고 진정한 결합이 

가능함을 역설한다. 즉, 지금까지의 역사가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인류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경제조직이라는 대전제를 연애에도 그

대로 적용한 것이다. 

415) 칠보산인,「위인의 연애관」『신여성』4(1) 1926. 1, 26~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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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이 경제권을 갖게 되는 사회에서는 남녀관계가 평등이 되지를 못하고 

종속관계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돈’ 그것으로 요리하

게 되므로 남녀관계도 ‘돈’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 남자에게 ‘돈’이 있으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며 모든 관계가 ‘돈’과의 교환 조건이 된다. ‘돈’을 중

심으로 하며 ‘돈’을 가지는 것에 차별이 있는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으

로 된다416).

 

 다음으로 허정숙은 “연애의 영육일치”를 주장하는 엘렌 케이417)의 

연애관을 소개한다. 허정숙이 본 엘렌 케이(1849~1926)는‘연애로써 

모든 인간을 성화시키려 하며 사회의 모든 결함을 구제하고자 하여 연

애 그것을 일종의 종교로 삼은 자’이다. 또한‘기존의 성도덕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 자’이며,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위하여 늠름히 모든 

남성의 권력과 강력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육박한 자’이다. 허정

숙은 엘렌 케이를 “근대의 빛나는 사상가로서, 사랑의 사상가로서 전

세계 여성들에게 존경과 사모의 대상”의 반열까지 올린다. 

  끝으로 허정숙은 러시아 출신인 톨스토이와 바쿠닌에 대해 각각 금욕

주의자와 향락주의자로 대비하며 허정숙은 둘의 연애관 모두를 부정적

으로 평가한다. 톨스토이가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금욕적 연애

관’을 고수한 자라면 무정부주의자이자 평생 파란을 몰고 위험한 일생

을 산 바쿠닌은 ‘철저한 육의 향락에 기초한 연애관’을 실천한 자이

다. 카펜터, 마르크스와 엘렌 케이의 연애관이 긍정적이면서도 자세하

게 소개되는 것에 비해, 톨스토이와 바쿠닌은 둘 다 극단적이며 부정적

인 연애관으로 평가된 셈이다. 

416) 칠보산인(허정숙),1926, 같은 글, 30쪽.
417)엘렌 케이(Ellen Key, 1849~1926)는 스웨덴 출신의 교육자이자 여성주의자로, 

그녀의 사상이 조선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20년대 초반, 시인 노자영의 ‘여성운동
의 일인자 엘렌케이’라는 글을 통해서였다. 엘렌 케이가 주장하는 개인주의와 자유
연애, 결혼의 절대 자유, 성적 자유의 남녀평등에 대한 논의는 당시 식민지 조선에

서 구리야가 하쿠손의 ‘신연애론’과 함께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 1910

년대 후반에 발표된 이광수의 글들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김경일, 2004,『여
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128~129쪽; 김수진, 2009, 『신여성, 근대의 과잉』
261, 263~265쪽; 서지영, 2011『 역사에 사랑을 묻다』,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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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미로운 점은 부르주아관에 기초한 엘렌 케이와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마르크스의 연애관 모두가 허정숙에게 동시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는 것이다. 허정숙이 엘렌 케이를 이토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연애를 통해 양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다

는 엘렌 케이의 관점 때문이다. 또한 당시 엘렌 케이의 주장이 조선에

서 자유연애의 유행과 함께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처첩제

도가 아직 관행으로 남아 있고, 이혼이 쉽지 않던 조선에서 엘렌 케이

의 연애를 중심으로 한 일부일처제와 자유이혼설 주장은 충분히 급진적

인 사조였던 것이다. 콜론타이가 엘렌 케이의 연애관과 결혼관에 내재

한 부르주아적 가치관을 이유로 엘렌 케이의 주장을 비판한 것과 대조

되는 대목이다. 

 콜론타이가 엘렌 케이의 주장을 비판하는 근본적 이유는 사회주의 국

가가 건설된 이후에도 가족이 존속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엘렌 케이의 

부르주아적 사고관에 근거한다. 먼저, 콜론타이는 엘렌 케이가 임신 출

산 등을 지나치게 신성하게 여기며 오히려 이것을 여성의 삶의 목표로 

간주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엘렌 케이가 가족이 사회주의로 이양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엘렌 케이가 여전히 부르주아의 자기중심적 

가족에 대한 강한 애착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철저한 부르주아적 가

족관에 기초해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허정숙의 연애관 

내에 자유주의 연애관과 사회주의 연애관의 혼재가 엘렌 케이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난 셈이다.418) 그리고 엘렌 케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통

해 콜론타이와 허정숙의 차이가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허정숙과 콜론타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성도덕과 성애관을 

살펴 보았다. 허정숙과 콜론타이는 바람직한 성도덕과 성애관에서 조금

씩의 차이를 보였는데, 그들은 그것을 표명하는 방식도 달랐다. 콜론타

이가 공론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명한데 반해, 허정숙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러시아와 조선의 사회

적 배경이 다르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즉, 성의 자유화와 성혁명으로 

418) 콜론타이, 2019「여성문제의 사회적 토대」, 정진희 엮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9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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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살을 앓는 러시아와 여성의 정조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는 

조선사회는 여성해방과 관련된 연애관에 대한 고민의 내용과 층위가 다

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두 사회가 갖는 이러한 근본적 차이는 자유

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엘렌 케이에 대한 두 사람의 해석 차이에 반영되

었다. 엘렌 케이를 강하게 비판한 콜론타이와 달리 엘렌 케이의 연애지

상주의에 기초한 결혼관·애정관·자유이혼을 허정숙은 긍정적으로 받

아들인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허정숙의 연애관 내에 자유주의와 사회주

의적 속성의 공존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허정숙이 보여주는 이러한 혼

재는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조선의 시대

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의 차이가 야기한 이

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여성의 성해

방과 자유, 독립성을 추구했다는 면에서 허정숙과 콜론타이는 공통점을 

보인다.

제 4 절 소결

지금까지 허정숙과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각자 제시한 ‘여성억압의 

토대와 여성해방의 방법론’, ‘바람직한 여성상’그리고 ‘성도덕과 

성애관’을 그들의 문헌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이들 이

론이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성억압의 토대와 그 극복방안이라는 문제에서 허정숙과 콜론타이의 

견해를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허정숙은 자본주의와 봉건적 유

래에서 여성억압의 토대를 찾았다. 그리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두 단계

의 운동, ‘이중반역 운동’을 제시했다. 먼저, 여성들의 교육과 경제적 

독립을 통해 노예상태에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인권을 회복하

는 단계를 제안했다. 그런 뒤에, 계급투쟁운동이라는 두 번째 단계에 

나갈 것을 제안했다. 새로운 사회에서 진정한 여성해방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콜론타이 역시 여성억압의 토대를 자본주의와 그를 기초로 한 부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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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적 가족관계에서 찾았다. 콜론타이는 공산주의 사회가 이뤄지면 여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혁명 정부 수립 이후,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문제를 목도하고, 가족관계를 여성해방론과 관련해 해결

하고자 노력했다. 콜론타이는 여성국을 설치하고 가사노동의 사회화 작

업에 매진함으로써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국가 차원에서의 여성

복지 이행과 가족의 사회적 재편을 통해 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

고자 했다. 

 그렇다면 각자 상정한 바람직한 여성은 어떤 모습인가. 먼저, 콜론타

이는 기존의 문학작품 속에서 신여성의 사례를 찾고 있는데, 신여성이

란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지배체제를 거부하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는 

여성으로, 삶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개성을 주장하며 그들

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여성들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남성에 대한 사

랑에 집착하지 않고 동지애를 추구하고 모든 여성들과 연대한다는 특징

을 보인다. 콜론타이는 이러한 여성상을 자신의 소설에서 여주인공들에 

투영했다. 그런데, 소설에서 여성 주인공들의 이상적인 면모와 특성은 

사회적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즉, 

이상적인 여성들의 탄생은 개인의 탁월함에 근거하기 보다 사회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허정숙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여성은 먼저 감정을 자각하고 저항하는 존재’이다.허정숙이 감정을 강

조하는 이유는 여성들을 감정적인 존재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감정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인간관에서 비롯된다. 완전한 인간은 감정을 

느껴야 하는데, 그들이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 여성상은 모두 자

기 주체성을 확립한 독립적인 여성이자, 계급의식이 투철한 여성들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허정숙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여성은 성적 반역

을 통해 인격이 회수된 뒤 계급투쟁을 위해 온전히 투신하는 여성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의 차이는 각각의 사회의 처지가 다

른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콜론타이는 이미 혁명정권을 수립한 이후 그 

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던 단계였고, 허정숙은 자신의 감정도 

표출 못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인 사회에 있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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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여성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삶에 대한 독립성

과 주체성을 주장하고 가부장적 예속에 맞서 저항하며, 그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여성을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제시했다는 면에서 공통분

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바람직한 여성상을 사회주

의 체제 실현과 연결짓고 있으며, 모두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지배체제

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분투하는 모습에서 바람직한 여성상

을 찾았다. 

 마지막으로 성도덕에 있어서 둘은 모두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평

등을 기초로 할 때, 남녀 간의 사랑도 평등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는 면

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이처럼 기본 전제는 동일하나 표현 방식과 방법

론은 달랐다. 물론, 러시아와 조선의 상황이 다르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콜론타이가 「날개달린 에로스에 길을 내주길」과 「공산주의와 

가족」등을 통해 새로운 성도덕을 제시할 당시의 러시아는 성의 자유화

라는 성혁명의 물결이 도래한 시기였다. 즉 성적 격변이 일어나던 시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새로운 성도덕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콜론

타이는 동지애를 바탕으로 하되, 자신의 통제 아래 자연스럽게 충족되

는 성적 욕구, 타인에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성숙한 인간관계를 주

장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남녀 두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전체 구성원들에 대한 연대의식, 동료애로 확대되는 것, 이것이 프

롤레타리아적 사랑이라고 보았다. 한편, 콜론타이는 여성해방론과 성도

덕을 연결시켰다.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새로운 성도덕’의 기준

을 세움에 있어 여성해방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책임

감 있고 자유로운 사랑’, ‘여성의 사회적 활동’, ‘자녀 양육의 사

회적 책임’과 ‘모성 보호’가 바로 콜론타이가 제시한 구체적인 답이

었다.

 반면, 조선은 일제의 검속, 민족주의와의 성적 도덕성 우위 경쟁, 언론

매체의 왜곡 등을 이유로 여성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성도덕을 직접

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다. 게다가 여전히 여성들의 정조

문제가 사회에서 이슈화되던 사회이기도 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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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 때 공론장에서 허정숙이 성도덕과 관련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

할 수밖에 없었다. 허정숙은 수절이나 정조 자체를 문제시하는 다른 사

회주의 여성들보다 허정숙은 원칙으로는 지키는 게 맞다는 유보적인 입

장을 취했다. 허정숙은 기본적으로는 가부장적 성도덕에 결코 호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수절 자체가 불

가능할 뿐 아니라, 조선여성들은 외국 여성들보다 자유가 적으니 더 많

이 누려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장하는 방식은 

적극적인 콜론타이와 달리 매우 소극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표출됭ᄊ

다.

『신여성』에 명사들의 연애관을 소개한 글에서도 허정숙의 결혼관·

연애관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먼저, 먼저 허정숙은 형식적인 결혼에 

대해 거부하고 내용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자 카펜터, 경제적인 변혁 여

하에 따라 상부구조가 바뀌듯 연애도 경제적인 요인으로 파악한 마르크

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금욕적인 톨스토이와 지나치게 향락적

인 바쿠닌 모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에 반해, 연애를 절대 가치

로 두고 영육일치를 주장하는 엘렌케이를 기존의 성도덕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 성혁명가의 반열에 두고 극찬한다. 연애론에 따른 자유결혼과 

일부일처제, 자유이혼론 때문이다. 

 허정숙은 마르크스나 카펜터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결혼관 연애관에 동

조하면서도 자유주의자인 엘렌 케이를 성혁명가로 추켜세우며 그녀의 

이론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연애에 바탕을 둔 결혼과 일부일처제론, 자

유이혼론에 대한 의견에 긍정을 표한 것이었다. 이것은 콜론타이가 부

르주아적 연애관을 갖는 엘렌 케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 대비된다. 

콜론타이는 엘렌 케이가 출산과 임신 등 여성 문제를 지나치게 높게 평

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은 점, 그리고 엘렌 케

이의 사고가 근본적으로는 부르주아 가족관에 근거해 있다는 이유로 그

녀를 비판했다. 

이로써 허정숙의 연애관에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적 속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르주아 개념 또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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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을 둔 엘렌 케이에 대한 허정숙의 긍정적 시각은 여전히 처첩제도

가 용인되고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던 조선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

다. 조선 사회에 자유연애에 근거한 결혼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주장, 

자유이혼론의 정당성이 조선 사회에는 여전히 급진적인 주장이었기 때

문이다. 반면, 성의 자유화의 도래로 몸살을 앓는 러시아에서 엘렌 케

이의 사상은 고루할 뿐 아니라, 러시아의 상황과도 맞지 않았다. 그러

나 상이한 시대적 배경에 근거한 엘렌 케이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 차

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라는 큰 틀 내에서 여성의 성해

방과 자유, 독립성을 추구했다는 면에서 허정숙과 콜론타이는 공통점을 

보인다.   

제 4 장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이 연구의 목적은 허정숙의 삶과 사상을 들여다 보고, 허정숙과 알렉

산드라 콜론타이의 여성해방론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다. 4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통해 추후 연

구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본고는 허정숙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허정숙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인물이자, 다양한 방면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었다. 1903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민족변호사 허헌의 딸로 태어

난 허정숙은 초기에는 여성계몽운동에 힘썼으나 해외 유학 이후 우리나

라 사회주의 여성운동을 처음부터 주도하며 대표적인 사회주의 여성운

동가로 부상했다. 허정숙은 탁월한 이론가이자 운동가로서 조선 여성을 

둘러싼 자본주의, 가부장제, 제국주의라는 삼중 억압을 돌파하고자 노

력했다. 허정숙은 언론인이자 논객, 운동가로서 투쟁했지만, 직접 총을 

들고 일제와 싸운 무장항일혁명투사이기도 했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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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의 통일전선기관인 ‘근우회’의 핵심 리더로 활약했으며, 광주학

생운동 관련 제2차 ‘여자학생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뤘다. 1936년

부터 중국에서 무장투쟁을 했으며, 1942년 결성된‘조선독립동맹’ 소

속으로 광복 때까지 일제와 싸웠다. 해방 이후,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

했다. 이러한 경력과 뛰어난 업무 능력 바탕으로 허정숙은 북한의 고위 

정치인의 자리에 올랐고, 무엇보다 독재체제의 한계 내에서 여성의 권

익 신장을 위해 노력했다. 전국단위 여성조직 최고의 수장으로서 남녀

평등을 위한 여성정책실현에 앞장섰던 것이다. 김일성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는 종파투쟁 과정에서 정치적 위기를 겪으며 일선에서 물러났으

나, 이후 대남활동에 주력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허정숙은 사망 당시 

북한에서 여성으로서는 최고인민회의 최다선 대의원이자 가장 오랫동안 

정치일선에 있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여성 문화

상, 사법상, 최고재판소장이라는 타이틀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를 반

영하듯 1991년 6월 숙환으로 사망한 허정숙의 장례는 국장으로 거행

되었다. 비록 식민지 시기부터 추구한 여성해방과 민주주의 실현의 목

표를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이 선택한 체제의 한계 내에서 여

성해방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다. 

 허정숙은 오랫동안 조선의 콜론타이로 불렸는데, 두 사람의 여러 비슷

한 삶의 행보로 인한 것인데, 특히 가부장적 성도덕을 넘어선 성해방가

로서의 유사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적 방종이라

는 가부장적 부정의 함의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본고는 이

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둘을 이론가의 위상에서 비교해 보고자 하

였다. 허정숙과 콜론타이의 이론을 비교하기 전 사회주의 이론가이자 

혁명가로서 삶의 행보를 비교하였더니,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알게 되

었다. 각자 혁명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무산계급 여성들을 위해 헌신

했고, 그로 인한 검거와 추방 구속 등의 힘든 경험을 공유했다. 이후, 

각자 최고 각료 지위까지 올라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세계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졌다. 콜론타이는 세계최초의 여성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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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각료의 위치에 올랐고, 허정숙은 세계 최초 문화부장관과 사법부 

장관직에 해당하는 문화선전상, 사법선전상직을 수행했다. 또한 북한 

여성 최초로 최고재판소장도 역임했다. 둘은 각국 여성조직의 최고수장

역할을 한 공통점까지 가지고 있다. 콜론타이는 여성국, 허정숙은 여맹

의 수장역할을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남녀평등의 원칙이 정책적으로 입

안되도록 힘썼다. 둘은 각자 여러 가지 외국어에 능통하고, 오랜 외국 

체류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한 국제적인 감각을 자원으로 허정

숙은 대남 관련 활동을, 콜론타이는 대사 역할을 잘 감당해 냈다. 행보

상의 차이점도 발견된다. 콜론타이는 자유주의 여성주의자들과 절대 결

합하지 않았지만, 허정숙은 근우회라는 조직을 통해 자유주의 계열과 

협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허정숙이 자유주의 여성주의자

들과 견해를 같이 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제나 무산계급 운동 문제 못지

않게 식민지 상황이 초래한 민족문제가 조선 사회에서 중시되었던 데에

서 기인한다. 

 두 사람의 논의는 ‘여성억압의 토대와 그에 대한 방법론’, ‘바람직

한 여성상’, ‘ 추구하는 성도덕과 성애관’세 가지로 나누어 비교했

다. 이러한 주제에 주목한 이유는 이들의 생각이 가장 집약된 주제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각 주제별로 조금씩 발견되었다. ‘여성

억압의 토대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론’은 둘 다 모두 자본주의와 가

부장제 재래 모두에서 찾았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허정숙은 조선 여성

의 비참함을 주목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계몽과 교육을 강조했다. 

방법론으로 이중 반역 운동, 즉 여성의 인격을 먼저 회수하는 운동을 

한 뒤, 계급투쟁에 나서자는 단계식 운동을 주장했다. 또한, 감정을 중

요시했다. 이것은 인간을 감정적 존재로 파악하는 허정숙의 인간관과 

관련이 있다. 허정숙은 인간은 감정적인 자각이 있는 존재라고 파악했

다.‘완전한 인간’은 번민하는 사람인데, 조선 여성은 남성보다 더 번

민할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적 억압으로 인해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여성들이 진정한 인간에 도달하기 

위해 ‘감정을 살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번민하고, 또 고통을 느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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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했다. 감정을 살리고 번민하며 인격(개성)이 회복(회수)

되어야 완전한 인간이 된다고 보았다. 그 뒤에 여성들이 최종적으로 다

다르는 것은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투쟁할 수 있다는 단계론적 방법

론을 주장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계몽과 교육을 중요시 했고, 

허정숙의 주장에 그러한 측면이 많이 발견된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은 다음과 같다. 콜론타이는 모범적

인 여성의 전형을 문학작품 속‘신여성’에서 찾았고, 동시에 자신의 

소설 속 프롤레타리아 여성 주인공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그

들은 남성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회주의 사회에 헌신할 뿐 아니라 개인

적 이익보다 공동체의 일을 훨씬 더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억압받는 모든 여성들과 연대한다. 그런데, 콜론타이가 상정한 여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존재하기 힘들다. 바람직한 여성의 특성들인 독립

성과 주체성은 그들 개인의 탁월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뒷받침이 따라야 가능한 면모인 것이다. 부르주아식 가치관의 프레임에

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극단적인 연대가 가능한 것도 소유개념이 없는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허정숙은 앞서 소개한 이중반역 운동을 통해 자기 개성을 알고, 인격

과 인권을 회복한 뒤, 신사회 건설을 위해 계급투쟁에 투신하는 여성을 

완전한 여성으로 파악했다. 우선 감정을 살리고 번민하며 인격(개성)을 

회복(회수)하여 완전한 인간에 이른 이후에 혁명을 위해 투신하는 자를 

이상적인 여성으로 상정하였다. 이처럼 콜론타이가 구현해 낸 여성상이 

구체적인 데 비해 허정숙이 제시하는 여성상이 추상적인 이유는 각각의 

사회의 처지가 다른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혁명정권을 수립한 콜론타

이와 식민지 시기의 허정숙이 당대 사회의 요구에 맞게 제시하는 여성

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종국에는 남성중심적 지배를 거

부하는 독립적인 여성,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자 투쟁하는 계급의식

이 투철한 여성들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바람직한 성도덕과 성애관,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도 각각의 영역에서 

발견되었다.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는 처한 사회적 상황이 달랐던 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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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콜론타이는 공론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고, 

허정숙은 우회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표현을 한 데에는 혁명정권이 수립

된 급진적 사회와 가부장제가 온존하는 식민 사회라는 배경의 차이에 

기인한다. 콜론타이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 가능했던 

데에는 볼셰비키 혁명 전후로 성혁명이 도래한 당대 러시아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성의 자유화로 인해 생긴 무질서를 바로잡고 그로 인해 

비롯된 여성 문제들에 대해 일정 정도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콜론타이

는 새로 수립된 공산주의 사회에 걸맞는 성도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

었다. 반면, 조선 시대는 여전히 여성 정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

였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독립의 대의를 두고 여성의 성을 각자의 

이유로 통제하던 식민지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허정숙은 민족의 

독립과 사회주의의 혁명의 대의를 위해 자신이 생각하는 급진적 성해방

의 주장을 공론장에서 직접 표현할 수 없었다.

 각자 추구하는 성도덕의 내용 면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평등

을 기초로 할 때, 남녀 간의 사랑도 평등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는 면에

서 두 사람의 논의는 공통된다. 그러나 이처럼 기본 전제는 동일하나 

방법론은 달랐다. 당시의 러시아는 성의 자유화라는 성혁명의 물결이 

도래한 시기였다. 즉 성적 격변이 일어나던 시기 그에 대한 응답으로 

새로운 성도덕을 제시한 것이다. 콜론타이가 제시한 프롤레타리아식 사

랑은 동지애를 바탕으로 자신의 통제 하에 자연스럽게 충족되는 성적 

욕구,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성숙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

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남녀 두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

회전체 구성원들에 대한 연대의식, 동료애로 확대되는 것, 이것을 프롤

레타리아적 사랑으로 정의했다. 콜론타이는‘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새로

운 성도덕’의 기준을 세움에 있어 여성해방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음으로써 여성해방론과 성도덕을 연결시켰다.

 앞서 언급한대로, 허정숙은 자신의 성애관과 성도덕을 적극적으로 표

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허정숙의 논의는 인터뷰나 편집자로서 명사들의 

연애관을 실은 글을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여성의 정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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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기사를 통해 허정숙이 취한 입장은 다른 사회주의 여성들보다도 

보수적인 것임을 확인하였다. 허정숙은 원칙으로는 지키는 게 맞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부장적 성도덕에 결코 호응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수절 자체

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조선여성들은 외국 여성들보다 자유가 적으니 

더 많이 누려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즉, 급진적인 연애

관을 갖고 있더라도 우회하거나 소극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태도가 여

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에게 정조의 의무를 부

과하는 당대의 논의에 직접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다른 여성사회주의

자들 보다 허정숙은 원칙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단, 행간을 읽으면, 여성이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

을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함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

다. 

『신여성』에 명사들의 연애관을 소개한 글에서 유추한 허정숙의 결혼

관·연애관은 다음과 같다. 먼저, 허정숙은 형식적인 결혼에 대해 거부

하고 내용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자 카펜터, 경제적인 변혁 여하에 따라 

상부구조가 바뀌듯 연애도 경제적인 요인으로 파악한 마르크스를 긍정

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금욕적인 톨스토이와 지나치게 향락적인 바쿠닌 

모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에 반해, 연애를 절대 가치로 두고 영

육일치를 주장하는 엘렌케이를 기존의 성도덕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 성

혁명가의 반열에 두고 극찬한다. 연애론에 따른 자유결혼과 일부일처

제, 자유이혼론 때문이다. 이로써 허정숙의 연애관에는 자본주의와 사

회주의적 속성이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엘렌 케이에 대

한 허정숙의 긍정은 여전히 처첩제도가 용인되고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

요하며 이혼 역시 자유롭지 않은 조선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콜론타이가 부르주아적 연애관을 갖는 엘렌 케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

과 대비된다. 콜론타이는 엘렌 케이가 출산과 임신 등 여성 문제를 지

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은 점, 

그리고 엘렌 케이의 사고가 근본적으로는 부르주아 가족관에 근거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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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로 그녀를 비판했다. 즉, 1917년 결혼에 관한 포고령과 이혼

에 관한 포고령에서 보듯 여성가족 문제 해결에 관해 당대 세계 최고의 

혁명적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러시아와 상황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상

이한 사회적 배경에서 비롯된 엘렌 케이를 둘러싼 양자간의 입장 차에

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여성의 성적 자유와 성해방, 독립성에 기반한 

성도덕을 지향했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한편, 허정숙과 콜론타이의 이론을 검토한 이유 중 하나는 마르크스

주의 여성해방론이 여성억압을 계급문제로 환원시킨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보여준 여성억압의 

토대와 그에 대한 해결책 제시를 통해 이들이 가부장제 자체를 여성업

압의 원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여성문제의 상대적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

것을 위한 대안 제시와 노력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마르크스주의 여성주의의에 급진주의의 면모를 추가함으로써 마르

크스주의 여성해방을 한 차원 높였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와 후속 연구 과제

  본 연구의 함의는 허정숙의 삶과 사상에 대한 전체적인 재고찰을 통

해 베일에 가려져 있던 허정숙 생애의 불명확했던 부분과 잘못된 정보

를 바로잡았다는 데 있다. 탄생연도를 비롯해 유학 시기, 중국행의 시

기, 콜론타이즘과의 관계 등 기존 연구에서 잘못 알려졌거나 오해에 기

초해 확증편향된 사실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새

로운 사실들을 몇 가지 추가로 밝혔다. 한양청년연맹의 활동과 그 조직

에 소속되어 형평운동 및 반기독교 운동에 앞장선 점 등이 그것이다. 

또한 허정숙과 콜론타이와의 관계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해석되면서 엄

밀하게 고찰되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였다. 허정숙의 사랑의 양태가 

당대 많은 조선의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과 

민족해방을 위해 헌신하는 운동가로서의 위상이 허정숙에게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녀의 사생활이 그렇게 크게 지탄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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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의 주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 허정숙의 성

애관이나 성도덕이 그렇게 급진적인 것이 아닌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그동안 다른 연구에서 소개되지 않은 허정숙의 작품

들이 해제되었고, 기존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인터뷰 기사들 및 사설

들이 분석되었다. 칠보산인과 스카이라는 필명으로 허정숙이 『신여

성』에 실은 글들을 해제하는 작업을 통해서 허정숙의 생각을 보다 깊

게 이해할 수 있었고, 기사와 인터뷰글들의 전후 맥락을 살핌으로써 몇 

가지 오해되어 온 사실들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허정숙과 콜론타이의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비교분

석 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평에서 둘을 비교할 토대를 마련했

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론 비교 과정을 통해 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발견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두 사람 모두 가부장제 문제를 중심 의

제로 삼고 그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드러냈다. 이들 모두 마르크스

주의라는 큰 틀 내에서 각자 여성 문제의 상대적 독자성을 인정하였다

는 사실을 그들의 여성해방론을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먼저, 허정숙과 콜

론타이의 논의들이 주로 1920년대의 저술들만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콜론타이의 논의가 원전을 토대로 하여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

했다. 추후 더 많은 자료확보와 수준 높은 분석을 통해 본고의 미진한 

점을 후속 연구자들이 보완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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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onsideration of the Activities and

Thoughts of a Socialist Women's Activist Heo,

Jeong-sook (1903-1991)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Alexandra

M. Kollontai-

Baek, Sookhyun

Interdisciplinary Programs in Gender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consider the life and theories of Heo, 

Jeong-sook (1903~1991). As an extension of that,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theories of 

Alexandra Mikhailovna Kollontai (1872~1952), a Russian 

Bolshevik revolutionary and Marxist feminist, and those of Heo, 

Jeong-sook. Born in 1903 in Myeongcheon, North Hamgyeong 

Province as the daughter of a great nationalist lawyer Heo, Hun, 

she left a distinct mark in various fields. In the early days, she 

worked hard mainly on the women's enlightenment movement, 

but after studying abroad, she led the socialist women's 

movement in the country from the beginning and emerged as a 



- 151 -

most notable socialist women's activist. As an outstanding 

theorist-cum-activist, Heo tried to break through the triple 

oppression of capitalism, patriarchy, and imperialism surrounding 

Joseon women at the time. She fought as a journalist, 

polemicist, and activist against these oppressions. And she also 

fought against Japanese colonial rule as an armed anti-Japanese 

revolutionary. Heo was a key leader of the 'Kunuhoe', a 

unification front line organization of socialism and nationalism, 

and was imprisoned for her involvement in the 2nd “Female 

Students Independence Movement” related to the Gwangju 

Students Movement. From 1936 until Korea's liberation from the 

oppressive Japanese colonial rules, she fought against Japan in 

China as a member of the “Joseon Independence Alliance”, an 

armed group. After the liberation, she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such a 

remarkable career and excellent work skills, Heo Jeong-sook 

became a high-ranking politician in North Korea. She suffered a 

political crisis and stepped down from all posts during the 

sectarian struggle, which was the process of reshaping power to 

Kim, Il-sung, however, she succeeded in making a political 

comeback by focusing mostly on counter-South Korea activities 

later. At the time of her death, she held a record of being the 

most terms-elected delegate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as a woman in North Korea as well as being the 

longest-serving woman on the political front. She also held the 

important positions of the Minister of Cultur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Chief Justice, which was the first for a woman 

in the world. In reflection of her achievements and career, her 

funeral, when she died of chronic disease in June 1991, was 



- 152 -

conducted as a state funeral. While she might not have achieved 

the goals of women's liberation and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which she had pursued since the Japanese colonial 

days, she achieved grandness within the limits of her chosen 

regime. It can be said that she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throughout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by greatly contributing to the women's movement, 

national liberation, and then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ist 

regime.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ories of 

feminism between Heo, Jeong-sook and Alexandra M. Kollontai. 

While Heo has been often called "The Kollontai of Joseon" due 

to similar paths of their lives, their theories have not been 

discussed in earnest comparison. The discussions of this study 

focus on three themes: "The basis of oppression of women and 

methodology of women's liberation", "desirable women", and 

"sexual morality and view of sexual love". With respect to the 

“methodology of women's liberation”, the comparative analysis 

has found that Heo was a more Enlightenment thinker than 

Kollontai in many aspects. Heo ultimately thought that the true 

liberation of women was possible only through social 

transformation, but she also realized that the reality of Joseon 

at the time was that feudal traditions were so severe that 

women's human rights restoration should be preceded. 

Therefore, she set the direction of the step-by-step women's 

movement called the double treason movement, and in the 

process, she set women's enlightenment and education as the 

main agenda. On the other hand, while Kollontai also valued 

Enlightenment, she did not empathize with the ideas of lib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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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ists at all. Second, there was also some difference in their 

view of the “desirable image of women”. While Kollontai also 

regarded women's emotions very important,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in that Heo emphasized women's emotions to the 

point of putting them at the forefront of her theory. This 

originated from her view of human beings as emotional beings. 

which led to the unique and original feminism of Heo, 

Jeong-sook. Lastly, regarding their view of “sexual morality 

and sexual love,” it is considered that socialism and a 

bourgeois view of sexual love coexisted in Heo in contrast to 

Kollontai whose view was based on socialism completely. This 

finding is based on Heo's positive evaluation of Ellen Key. By 

the way, these differences stemmed from the social differences 

between Russia, which at the time achieved a revolutionary 

regime, and colonial Joseon, which suffered a mixture of triple 

oppression at the time. This study confirms that in spite of 

these differences between them as mentioned above, they had a 

commonality in that both Heo and Kollontai acknowledged the 

relative independence in approaching women's problems and 

presented a methodology to solve them. Further, this paper also 

confirms that both Heo and Kollontai extended the horizons of 

Marxist women's liberation theory. 

keywords : Heo, Jeong-sook, socialist women's activist,  

Alexandra M. Kollontai, Women's Liberation Theory, Feminist 

History.

학번 : 2010-2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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