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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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 석사 학위논문 

 

한중여성항일운동가에 대한 비교연구 

- 김순애와 사량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 Female 

Independence Activist and Chinese Female Anti-

Japanese Activist in China 

- Focused on Kim Sun-ae and Shi Liang - 

 

 

 2022 년  2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부시열 

 



 

  

한중여성항일운동가에 대한 비교연구 

- 김순애와 사량을 중심으로 - 

 

 

지도 교수  은기수 

 

이 논문을 국제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 년   2 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부시열 

 

부시열의 국제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 년  2 월 

 

위 원 장           한정훈         (인) 

부위원장           박지환         (인) 

위    원           은기수         (인) 



 

 i 

초    록 

 
 

민족과 나라가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여성이 남성과 함께 

나란히 투쟁했다. 항일구국운동이 남성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여성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남성과 다른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여성 내부에서의 차이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나라를 되찾는 데 남녀가 따로 없듯이 역사적 

평가와 기념에도 남녀가 똑같이 기여한 만큼 정당한 대우받아야 한다. 

또한, 여성에게 남성의 항일구국활동과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국독립운동과 중국항일운동에 관한 기록과 연구를 

남성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민족 해방을 이룩한 과정에서 

여성이 이루어낸 공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본 논문은 대혁명적 민족 해방 투쟁에 참여한 한중 양국 여성들의 

정체성과 주체성 그리고 행위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남성 중심 

편향의 역사적 서사의 틀에서 벗어나 김순애 선생의 독립운동활동 

양상과 사량（史良）여사의 활동 실태에 대해 구체적인 고찰을 통해 

여성사와 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젠더와 민족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 여성들의 빛나는 활약상을 살펴보고 비교분석을 했다. 두 

사람은 여성 교육, 가정 분위기, 혈연 네트워크, 활동 지역과 활동 내용 

그리고 여성 해방과 민족 해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 등 측면에서 

공통점이 나타나며 종교, 결혼·출산·돌봄 그리고 해외 독립활동 

전개의 특수성 등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여성과 재중 한인 여성들의 전반적인 항일구국활

동상을 도출한 후 ‘여성 교육과 공적 영역으로 진출’, ‘항일구국활동-가

정 양립의 딜레마와 내재적 차이성’ 그리고 ‘연대와 시사점’ 이 3가지 

측면에서 여성들이 항일구국활동에서 경험한 다중적 교차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여성 해방과 민족 해방 간의 관계를 밝혀냈다. 

후방에서 남성의 부재는 여성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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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민족해방의 책임을 

도맡아 하게 되면서 젠더 측면에서 과거에 받았던 차별대우가 어찌 보면 

희석되어 남성들이 주도하는 세계인 공적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 사회가 여성들에게 부여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은 민족해방운동까지 확장되었다.  

여성들을 독립적인 권력의 주체로 간주하지 않으며 민족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자원으로 본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민족 

해방과 정치에 전반적으로 개입과 참여를 거부하며 여성들에게 국민으로 

해야할 의무만 강조하고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는 무시한다. 사적 

영역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강조는 다시 공적 영역에서 경험한 

억압과 차별들이 교차하면서 여성들의 구국운동 참여를 제한하게 하고 

여성들에게 다중적인 부담을 안긴다. 서로 교차하는 민족적 젠더적 

억압의 축은 여성들을 공적·사적 영역에서 다중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며 자신의 권리보다 항상 민족과 가족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주체성과 능동성 그리고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려는 주체성과 능동성을 약화시킨다. 또한, 

민족 해방이 이루어지고 민족이 새로운 질서에 안착한 후, 여성들은 또 

다시 역사에서 밀려나고 또 다시 배척당하고 차별당하는 대상이 된다. 

오늘날 한중 양국에서 제도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해방 이후 여성들은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불평등한 젠더 관계에서 

일-가족 양립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분화되어 갔다. 이는 과거에 여성항일운동가들이 직면했던 딜레마와 

유사하다. 즉 현재 여성들이 여전히 젠더적 민족적인 다중적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 한중여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차세대 여성에게 

보여줬던 생생한 역사를 감안해 보면, 오늘날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파악해야 하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감당하는 주체성을 제대로 

발휘하여 공론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비슷한 곤경에 처해 있는 한중 여성은 국경과 이데올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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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초월하여 과거 한중 양국 여성들이 반제국주의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합력해 투쟁했듯이 수많은 억압과 

차별로부터 공감대와 연대를 형성하여 자발적으로 대안을 함께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어 : 여성항일구국운동, 한중여성비교, 교차성, 여성해방과 민족해방  

학  번 : 2019-2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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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문제 제기 

 

한국과 중국은 지난 과거부터 서로 전쟁의 고통도 겪었으며 다른 

사상과 문화로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곤 한다. 이처럼 아픈 점도 있지만 

그만큼 오랜 역사부터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이어온 사이이다.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후 

민족자주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에 앞장섰으며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고 한반도가 해방될 때까지 중국에서 27년 동안 활약하고 노력해 

왔다. 중국 공산당, 중국 국민당 등 중국의 각 정치세력은 물론 중국의 

민간인사와 민간단체도 역시 중국 관내 지역의 한국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독립운동세력도 중국항일전쟁에 참전하고 

전쟁 승리에 이바지하였다. 한중 양국의 항일구국운동은 남성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여성이 후방에서 뒷바라지만을 하면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른 것도 아니었다. 

1931년 제2차 청일전쟁이 발발한 후, 대부분 남성들이 정규군으로 

혹은 게릴라로 전선에 나갔기 때문에 후방 전선에 있는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책임지게 되면서 농업과 공업 등 생산 영역으로 진입해 

후방의 민중과 전선에 있는 남성들이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경제적 생산적 동원 외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남성의 수가 

부족할 경우 여성들이 총을 들고 전선 군대나 게릴라로 나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물론, 여성들이 출산·돌봄·교육 등 전통적인 

성 역할도 계속 어깨에 짊어졌다. 전선에서 부상자를 간호하고 항일 

선전 임무를 도맡았으며 후방에서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르는 것과 

가사노동 등 재생산 임무도 수행하고 사회에 나가 모금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민족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만족해방이야말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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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의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여성이 많았다.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항일구국운동에 참여하면서 여성해방운동이 

민족해방운동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문제는 

사회문제의 일부이기에 당시 제3세계에서 여성들의 해방은 항상 

민족해방, 독립국가 구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남성들이 

주도하는 현실에서 여성 해방의 모든 것을 무조건 민족해방에 

복속시키려고 했다. 한중 양국 여성들이 일제의 침략에 당당히 맞서서 

여성구국운동 전개 과정에서 서로 교차하는 민족적 젠더적 억압과 

차별을 턱없이 당하고 공적·사적 영역에서 다중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신의 권리보다 항상 민족과 가족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주체성과 능동성 그리고 자신을 해방하려는 

주체성과 능동성을 약화시켰다. 항일구국운동에서 여성들이 경험해 온 

여러 억압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여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또 이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해방과 나라의 광복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작년 2020년은 광복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였다.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한중 양국의 

학계에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활발해 졌다. 나라를 

되찾는데 남녀가 따로 없었다면 역사적 평가와 기념사업에도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 . 다행히 최근 몇 년에 들어, 여성주의의 

물살을 타고 기록에서 사라지고 기억에서 잊혔던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가혹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독립만세를 선도하고 독립의지를 굽히지 않

았던 유관순 열사, 무려 60세의 나이에 당시 일본 총독 사이토 마코토

의 암살을 계획했던 남자현 의사, 불꽃처럼 살겠다며 총을 들고 나섰던 

한국 최초의 여성의병 지도자 윤희순 의사,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

하고 국권 회복과 여성 교육에 헌신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최초의 여성 

 
1 정운현. 2016. 『조선의 딸, 총을 들다』. 서울: 인문서원.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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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마리아 의사, 아들 안중근의 대의를 적극 지원하고 상해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든든한 후원을 주었던 조마리아 여사, 그리고 

민족의 어미니, 임시정부의 어머니로 불린 백범 김구 선생의 어머니 곽

낙원 여사 등 여성독립운동가들이 학술연구, 문학작품,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조명되었으나 여성독립운동, 특히 해외 여성독립운동

의 윤곽조차 그리기가 어려우니 그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더욱 힘든 과제

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독립운동가 개인에 대한 연구보다 중국 학계는 

여성(부녀) 항일운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부녀항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당시 피점령 지구（淪陷區）, 국통구2（國

統區）, 근거지3（根據地）3가지 지역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면서 「부녀

생활 婦女生活」, 「중국부녀 中國婦女」등 항일전쟁 시기에 나타난 부

녀 간행물을 통해 항일운동에서 부녀의 활동 양상과 여성 의식을 살펴보

는 연구도 적지 않다4. 또한, 송경령（宋慶齡）, 송미령（宋美齡）, 추근

（秋瑾）, 하향응（何香凝）, 등영초（鄧穎超）등 중국부녀해방운동에서 

거족경중의 역할을 했던 인물과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연구도 있

다5. 그러나 여성사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

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성 독립유공서훈자는 140여 명을 

증가했으나 2020년 11월 한국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여성독립운동가

는 488 명이며 전체 독립유공자(16,282 명) 가운데 2.99%에 불과하다. 

여성은 아직도 민족해방에 기여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한다. 중국 정부

 
2 국민당 통치 지구 
3 항일 근거지 
4 馬婉禎.2018. 「《中國婦女》對女子抗戰的探討」『抗戰史料研究』(1):11;許

嘉螢.2013. 『《生活》週刊女性解放思想研究』. 黑龍江大學碩士學位論文;郭奇林.

2015. 「抗戰初期中國婦女使命的討論和宣傳——以《東方雜誌》為中心」『學術

界』(7):9 등 
5 鄭燦輝.1986.『宋慶齡與抗日救亡運動』. 福建人民出版社;佟靜.2006. 『抗戰中

的宋美齡』.華文出版社;張曉燕.2007.「宋慶齡、何香凝與婦女抗日救亡運動」『傳

承（學術理論版）』;郝麗媛.2014.『唐群英和秋瑾女權與女學思想比較研究』. 西

北大學碩士學位論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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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4년, 2015년 그리고 2020년에 걸쳐 총 3번 주요 항일 영웅 및 

영웅 단체 명부(著名抗日英烈合英雄群體名錄)를 발표했으며 총 1085 명 

중 여성은 30 명으로 전체의 2.76%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성유공자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항일구국운동이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결단코 할 수는 없다. 나라를 되찾는 데에 여성이 

이루어낸 공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독립운동과 

중국항일운동에 관한 기록과 연구를 남성중심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아 

왔던 까닭이다. 한중 양국 여성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항일구국운동에 

헌신했는지, 또 여성들의 정체성, 주체성과 행위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남성 중심 편향의 역사적 해설의 틀을 깨어 

벗어나가야 한다. 또한, 이는 과거사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권위 있는 성 평등 측정 지수가 주로 성벽개발

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성불평등척도(Gender 

Inequality Index, GII)와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 등이 있

다. 그 중에서 경제 참여의 기회(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교육 성취(Educational attainment), 건강과 생존(Health 

and survival), 정치 권한 부여(Political empowerment) 네 영역으로 

구분하고 14개의 지표로 측정하는 GGI는 젠더 지수 중 가장 많은 지표

를 사용하여 여성의 지위를 다충적으로 포착해내려고 하며 성별 격차에 

집중한다6. 따라서 GGI를 통해 본 한중 양국 여성의 지위는 같은 국가 

남성과의 격차를 수치로 직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본 연구의 연구 목적

에 적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믿음직스럽다7. 2021년 4월 세계경제포

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발표된 GGI에 따르면, 한국이 

156개국 가운데 102위, 중국이 107위를 기록한다. 한국이 교육 성취에 

 
6 전혜인. 2014. 『통계를 통해 본 한국 여성의 지위와 여풍 담론의 재구성』.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21-22. 
7 GGI가 한 국가 내부의 성별 격차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르완다를 비롯해 

해당 국가 남성과 여성의 평가 수치가 모두 낮을 경우 성별 평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다는 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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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중국과 매우 비슷하나 건강과 생존 측면에서 남녀 격차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경제 참여의 기회를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성별 

격차가 심한 반면 정치 권한 부여 측면의 양성평등이 중국이 오히려 낮

은 수준을 보인다. 한중 양국의 성 평등을 이루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한다. 경험적으로 생각해볼 때 중국 여성의 지위 특히 경제력과 정치적 

지위가 한국 여성보다 높은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 이러한 한중 여성 

지위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역사의 맥락에서 찾을 수 있을까? 

본 연구는 남성중심적 서사의 문제와 여성 소외의 문제를 극복하여 

여성사와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과거 한중 양국 항일 여성들의 활동 

양상에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거울로 삼아 오늘날 여성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도 밝히고자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말하자면, 본 연구는 여성의 

항일구국운동 참여와 여성해방운동 그리고 민족해방 간의 관계를 밝혀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민족해방운동이 여성의 해방을 추진하고 

가속화시켰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오늘날 계급, 민족과 젠더가 어떻게 상호 교차하는가’, 

‘현재 한국에서의 페미니즘운동이 왜 중국보다 훨씬 활발해 보인가’ 

그리고 ‘ 과연 여성이 자발적인 방법으로 양성평등을 쟁취하는 것이 

국가주도의 양성평등정책보다 더 효과적인가’ 등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과거 여성들의 주로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진 항일구국운동에 

다양한 참여가 오늘날 한중 양국의 여성운동과 여성 지위에 끼친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전 지구 페미니즘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억압 간의 연결성을 매우 강조하듯이 당시 한중 양국 

여성들이 반제국주의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합력해서 투쟁했듯이 오늘날 한중 양국 여성들 역시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 또는 사회가 여성들에게 주는 부담, 여전히 존재하는 

가부장제, 직장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같은 이데올로기와 상관없는 

여러 문제에서 경험한 다양한 억압과 차별에 있어도 공감대와 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대안을 함께 찾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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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검토 

 

한국여성독립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

터 시작되었고 2000년대 이후부터 질적 성장이 나타났으며 광복 70주

년이 되는 해인 2015년과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

년이 되는 해인 2019년 이후로부터 여성독립운동가와 여성단체에 대한 

연구가 질적과 양적으로 눈에 띄게 성장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남성중심의 역사 서사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생애사를 통해 본 인물 연구와 여성단체에 관한 연구가 많

았으며 인물 생애 소개와 여성단체 활동 정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독립운동 특히 해외여성독립운동의 윤곽을 그리고 그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남성중심 편향의 시각으로 벗어나 여성사와 여성주의의 관점

에서 여성의 다양한 정체성을 제대로 발굴하고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관내 지역 (상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는 

연구 자료의 한계성으로 주로 한국 국내 자료와 회고록을 통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상해대한민국애국부인회 그리고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최근에 들어, 여성주의 물살을 타고 해외 

한인여성들이 사적영역에서의 공헌을 주목받기 시작하나 더 많은 

재조명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989년 박용옥에 의해 발간된 「한국여성독립운동」 에는 해외에서의 

항일여성운동을 실었고 상해에서 항일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전반적인 설명만 제시하였다. 

이배용 (2003)에서는 해외여성독립운동에 대해 현장성의 문제와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오지 못한 사실을 밝히며 

기존의 연구와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상해 대한애국부인회와 

여성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간추렸다.  

김성은 (2008)에서는 중국에서의 여성독립운동에 관한 기존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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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대표적인 인물이나 소수의 단체에 대해 단편적인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어머니, 아내, 며느리, 딸로서 독립운동가 

여성들의 공적 차원의 활동은 물론 사적 차원의 생활 자취도 함께 

재조명하였다. 

강영심 (2012)에서는 대부분의 해외여성독립운동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에 주목받지 못한 김순애의 생애와 독립운동을 위한 투쟁 사례를 기존 

연구와 한국측 1차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정리하였다. 

예지속 (2019)에서는 중국으로 망명한 허은의 회고록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와 한도신의 회고록 「꿈갓흔 옛날 피압흔 

나야기」를 중심으로 두 사람의 일상을 조명하였다. 이 연구는 공적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독립운동에서 여성의 재생산노동의 가치를 밝혔다. 

중국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중국조선족역사연구의 

열풍으로 일정한 연구성과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 들어 연구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 

중국여성항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으며 찾기 힘들다. 

중국에서 여성항일운동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의 한국여성독립운동연

구와 달리, 인물 연구보다 피점령 지구, 국통구, 근거지에서 여성들의 활

동 또는 「부녀생활 婦女生活」등 여성 간행물을 통해 여성항일운동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더 많았다. 인물 연구에 있어, 송미령（宋

美齡）등을 비롯한 특정 인물에 대해 연구가 적지 않았으나 여성은 여전

히 항일투쟁의 역사에서 소수자의 위치에 처하고 있고 더 많은 여성항일

운동가와 그들의 활동을 발굴하고 재조명해야 한다. 이 외에, 국민정부

와 공산당의 여성 항일 동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여성과 민족국간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도 있었다.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다

음과 같다.  

鄧小南 외 (2011)에서는 다원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중국부녀사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공했으며 韓賀南 외 (2015)에서는 항일전쟁과 

관한 풍부한 역사자료와 구술사를 토대로 중국 여성들이 항일구국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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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젠더적인 시각으로 중국 여성들이 

당한 불행과 민족 정서를 보여주었다. 

于明靜 (2006)에서는 여성 간행물 「부녀 생활 婦女生活」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항일전쟁 시기에 중국 여성과 국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항일전쟁에서 중국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한지를 

밝히고 강조하기 보다는 간행물 자체에 더 집중하였다. 

張玲(2011)에서는 당시 영부인인 송미령（宋美齡）을 중심으로 

연구하며 송미령이 부녀를 동원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 의식의 각성과 여성 지위 제고에 있는 문제점을 

밝혔다. 

張媛媛 (2015)에서는 기존 연구의 토대로 중국 신민주혁명시기에 

부녀단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부녀단체의 역할, 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나 현대 부녀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던져 주는 

시사점에 대해 밝혀지지 않았다.  

한중 양국 여성항일운동에 대해 학자들과 다양한 단체들이 다양한 

관심과 접근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남성 중심 편향의 역사 

서사때문에 여전히 부족하며 항일여성운동가의 생애사와 애국부인단체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여성항일운동에 대한 고찰은 

단편적인 인물 생애 소개와 여성단체 활동 정리에 머무르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또한, 여성들이 항일운동에 동참하게 하는 내재적 

외재적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기존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여성항일운동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내·외재적인 

요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다 더 깊이 있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통해 여성의 가정 분위기, 교육, 결혼, 

출산 그리고 국가, 민족, 사회적인 상황과 분위기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여성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항일구국운동에 헌신했는지에 대해 

다방면적으로 짚어보고자 하며 여성들의 정체성, 주체성과 행위성을 

복원하는 측면에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의 과정에서, 여성 

해방과 민족 해방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하니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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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 연구에서 출발하여 두 사례의 항일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내·외재적인 요인을 밝혀낸 다음에 여성주의적인 시작에서 여성 해방과 

민족 해방 간의 추상적인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요컨대, 민족해방운동에서 여성들의 헌신과 기여에 대해 다른 차원 즉 

여성사와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출발하여 해설하는 것이 역사발전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밝히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기존 연구의 부족함과 한계성을 가급적 극복하도록 진행할 것이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 목적  

 

여성이 민족해방에 참여하는 과정과 양상이 남성과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이 남성과 나란히 같은 활동에 직접적으로 

나선 것도 있었으며 여성의 전통적인 고유 역할을 수행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여성들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움직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생각하여 이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해야 하고 재조명해야 한다. 

역사의 내면에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여성의 역할과 역사 

위치를 재조명해야 할 것은 조국을 되찾는 데 여성의 헌신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측면 외에, 항일 구국여성운동 정신의 계승 

즉 이는 오늘날 여성운동 발전과 여성 지위가 제고되는 과정에 끼친 

영향 그리고 현대여성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밝히는 것에도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해대한애국부인회 주석인 김순애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 양상과 중국 상해부녀계구국회（上海婦女界救國會）조직자인 

사량（史良）여사의 활동 실태에 대해 함께 고찰할 것이다. 여성사와 

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젠더와 민족의 교차성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 여성의 항일구국운동의 참여 양상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그들의 

활동에서 드러내 보이는 다중적 교차성과 원인을 탐구하면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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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과 민족해방 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동시에 오늘날 한중 양국의 여성 

운동과 여성의 위상 현황에 끼친 영향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에서 소외당한 한국여성독립운동가와 중국여성항일투사들의 

기여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둘째, 한중 양국 여성항일구국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은 다음에 

현재 양국 여성운동과 여성지위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양상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여성의 항일구국운동 참여와 여성해방운동 그리고 민족해방 

간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넷째, 과거 여성의사들이 현대 신여성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밝히고자 하며 여성의사들의 태도와 항쟁 방식을 오늘날 여성이 여전히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 역사적 배경과 기존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 가설 1: 한중 양국 여성들이 항일구국운동에 참여할 당시 계급, 

민족과 젠더 등 차별과 억압의 축이 맞물려 남성 주도의 권력과 

지배에 의해 작동하고 있었다. 

• 가설 2: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진입해 항일구국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과 가부장제의 

수요에 따라 움직였다. 

• 가설 3: 임시정부요인들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쳐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한인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재생산, 가사 노동과 교육 등에 더 많은 가정 내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한국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여성에 비해 보다 더 전통적인 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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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론적 배경 

 

제2의 물결에서 유색인종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억압의 기원을 체계적

으로 밝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또한 여성에

게 가장 근원적인 억압이 젠더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서로 

맞물려 있는 억압의 체계가 여성들의 삶에 부정적이고 매우 중요한 영향

을 준다고 주장한다 8 . 그 후, 미국 법학자 킴벌레 크렌쇼(Kimberlé 

Crenshaw)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인종차

별과 젠더차별을 교차적으로 겪고 주류에서 배제되어 왔던 유색인종(흑

인) 여성의 경험과 정체성을 언어화한다. 퍼트리샤 힐 콜린스(Patricia 

Hill Collins)는 크렌쇼의 생각에서 더 나아가 교차성을 한번 더 정의한

다. 콜린스는 교차성이란, 거시적인 과정과 미시적인 과정의 연결점이라

고 강조하며 인종 · 계급 · 젠더의 3종억압체계를 어떻게 교차하는지

를 고찰해야 하고 또 이러한 복잡하고 서로 엇갈려 있는 체계에서 개인

과 집단이 자신의 현재 사회 지위를 어떻게 찾아가는지도 고찰해야 한다

고 지적한다9 . 인식론이자 연구방법론인 교차성 개념은 1990년대를 거

치면서 여성학 뿐 아니라 정치학, 사회과학 및 인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서도 광범위하게 수용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차성은 미국을 넘어 점차 

유럽과 제3세계로 파급되어 범국가적으로 사용된다10. 

여성이 경험한 억압은 서로 연결되어 작동한다는 생각에 교차성의 

이름을 붙여 설명하고 요약하면 다른 사람과 집단으로 하여금 더욱 

용이하게 분명하게 인식하게 할 수 있다. 즉, 교차성은 다양한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 혹은 분석의 예민성(analytical sensibility)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여성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으며 차별에 

맞서 단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다. 교차성은 차별을 당한 
 

8 로즈마리 퍼트넘 통 외. 2019.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김동진 옮김. 

학이시습. p.188. 
9 Collins Patrica H. 2000. Black Feminist Thought. New York: Routledge. 

p.18. 
10 Choo Haeyeon. 2012. “The Transnational Journey of Intersectionality”. 

Gender & Society, 26(1).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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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공통적인 정체성을 부여하여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면서 

그들 사이의 연대와 그에 따른 반항의 힘을 키운다. 또한, 교차성이 

경험에 대한 강조, 특히 어떤 학자들이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의 

서사를 중요시한다는 점은 연대를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하면, 교차성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젠더, 계층, 

인종, 연령, 성적지향 등이 상호 작용하면서 억압이나 차별, 특권과 

관련된 일상적 경험의 중층성에 주목한다. 교차성은 사람들이 차별과 

차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분석의 예민성을 강화시키며 주변화된 집단에게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글은 

교차성을 통해 과거 여성투사들의 이미지를 재현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다중 억압과 힘듦을 살펴보고자 하며 오늘날 한중 양국의 여성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을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한다. 

 

5.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써 간행물, 회고록, 잡지와 기존 연구 등을 바

탕으로 하는 비교 분석과 문헌 분석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맥락을 비추어 보면 본 연구는 한국 3.1 독립운동과 

중국 5.4 운동이 발발한 1919년부터 일본이 항복한 1945년까지 이 시

기를 중심으로 그 때 상해와 충칭을 비롯한 중국관내지역에서 한국여성

독립운동과 중국여성항일운동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상해대한애국

부인회 주석인 김순애와 중국 상해부녀계구국회（上海婦女界救國會）조

직자인 사량（史良）을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며 이 두 사람에 대

해 비교분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두 사람이 모두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두 사람이 모두 민족해방을 

위해 분주한 사람과 결혼했다. 비슷한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의 다양한 활

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중 양국 여성의 항일구국운동에 참여의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도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한중 양국 여성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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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국운동은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면서도 나름의 특성을 지니는 점을 

감안해 보면 본 비교연구의 가능성과 타당성은 확립될 수 있다. 또한, 

이를 대상으로 검토해 본 연구는 아직 없으니 본 연구의 창의성도 확립

될 수 있다. 게다가 본 비교연구는 남성중심적인 역사 서술의 틀을 벗어

나 여성사와 교차성(Crenshaw, 1991)이라는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당

시 중국관내지역(상해와 충칭)에서 항일여성운동의 구체적인 활동 양상

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양국 여성들의 참여와 기여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

을 찾아내면서 이들의 공통성(commonality)과 다양성(diversity)이 제

시될 수 있다. 

한국 학계에서 해외한국여성독립운동의 1차 자료 수집과 분석하는 

데에 언어 측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국측의 간행물과 회고록에 대한 

접근이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측의 1919년 8월 상해에서 

발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신문」 상해판과 근대 중국에서 

발행기간이 가장 오래되고 사회 영향력이 가장 많은 간행물 중의 하나인 

「상해 신보 上海申報」, 여성 간행물인 「부녀 생활 婦女生活」, 

「중국 부녀 中國婦女」 그리고 관련 인물의 회고록을 연구의 

1차자료로 선정하며 「한국여성독립운동」, 「중국 부녀와 항일전쟁」 

등 선행 연구 자료집을 2차자료로 선택한다. 간행물, 회고록과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6.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총 4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한 다음 본 비교연구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논의하면서 본고의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그리고 연구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II 장은 김순애와 사량의 생애를 ‘출생과 교육 배경’과 

‘항일구국운동활동 양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했다. III 장에서는 두 

사람의 활동 양상에 대해 구체적인 비교분석을 진행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한중 양국 여성의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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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구국운동 활동상을 고찰한 다음 ‘여성 교육과 공적 영역으로 진출’, 

‘항일구국활동-가정 양립의 딜레마와 내재적 차이성’ 그리고 ‘연대와 

시사점’ 이 3가지 측면에서 여성들이 항일구국활동에서 경험한 다중적 

교차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여성 해방과 민족 해방 간의 관계를 

밝혀냈다. IV 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 연구 결과와 한계를 정리하여 

제시하며 과거 한중 양국 항일 여성들의 활동 양상을 거울로 삼아 

오늘날 한중 양국 여성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시사점 그리고 향후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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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김순애와 사량의 활동과 삶 
 

이 장에서는 김순애와 사량의 출생과 교육 배경부터 시작하여 민족 

해방과 여성 해방을 위해 몸을 던진 두 사람이 1919년부터 1945년 

항일전쟁 승리 때까지 중국에서 펼친 항일 활동과 여성해방을 위한 활동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출생과 교육 배경 

 

1) 기독교신앙과 민족정기가 확고한 집안에서 성장한 김

순애: 1889-1912 

 

김순애는 1889년 5월 12일 황해도 장연군(长渊郡) 대구면(大救面) 

송천리(松川里)에서 아버지 광산(光山) 김씨 성섬(聖蟾)과 어머니 

순흥(順興) 안씨 (뒤에 기독교 입교 후 이름을 ‘성은聖恩’으로 

바꿨음）의 여덟째 자녀로 태어났다. 김순애의 관향은 광산으로 

서울에서 대대로 명성이 자자하던 명문거족의 집안이었다. 증조부는 

참판 벼슬까지 올랐으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삶을 무관심하여 

뒷전으로 밀어 두었던 부패한 조정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형제들과 

상의하여 가산을 정리하고 시골로 낙향해 농사를 짓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김순애의 증조부는 송천리(일명 소래마을)에 자리 잡았다. 

김순애의 증조부는 불타산(佛陀山) 앞에 버려져 있던 황무지를 모두 

사들여 개간하여 큰 부자가 되었으며 김순애의 조부는 매우 소박하고 

부지런하여 물려받은 재산을 많이 증식 시켰고 김순애의 아버지도 역시 

근검절약한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아 만석꾼의 대지주가 되었다. 

김순애가 태어난 송천리(소래마을)는 한국 교회의 요람지로 한국 근대

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자 한국 근대화에 기여한 많은 인물들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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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곳이기도 한다. 이 곳은 바다를 끼고 있는 장연군에 위치해 주변 

수심 깊은 포구들이 있어 중국 상선들의 내왕이 빈번했고 제물포와도 가

까워 해상교통이 발달했다. 서울로 올라갈 때도 육로보다는 이곳 포구에

서 배를 타고 인천을 경유해 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 때문에 소래마

을은 일찍부터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그 수용능력 또한 높아 개화기

에는 주체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하여 한국 최초의 교회(소래교회)가 설립

되기도 했다11.  

1883년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서경조(徐景祚)가 살기에 적당한 곳을 

찾다가 출신지인 의주를 떠나 소래마을에 옮겨와 살게 되었다. 한편, 

형제인 서상륜(徐相崙)은 청나라 심양(瀋陽)에서 세례를 받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기독교 전교에 힘썼다. 1885년 

서상륜은 서울에 머물면서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목사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으며 소래마을에 살고 있던 동생 서경조를 서울로 불러 

언더우드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도록 했다. 같은 해, 언더우드 목사는 

서씨 형제의 안내로 소래마을로 내려갔다. 당시 태어난 지 세 달밖에 안 

된 서경조의 아들 서병호(徐丙浩)는 언더우드 목사에게 유아세례를 

받았다. 

기독교 가정인 서씨 집안은 소래마을의 역사을 바꾸어 놓았다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청일전쟁과 동학혁명 

또한 소래마을의 획기적인 변화 즉 소래교회의 설립을 가속화시켰다. 

1894년 동학군과 관군이 접전하는 한편 청일전쟁으로 일본 군대도 

한국의 땅에 진주했을 당시, 사람들이 피난처로 소래마을로 몰려들었다. 

이들이 소래마을에 모여들어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 원래 

서경조의 집 사랑방을 예배 장소로 사용해 왔는데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 예배당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한국의 첫 개신교 교회인 소래교회는 짓기 시작했고 1895년 

여덟 칸 초가집으로 완성되었다. 

 
11 박용옥. 2003.『김마리아: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였다』. 서울: 홍성사.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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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집안은 소래교회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김순애의 둘째 오빠인 

김윤오는 1895년 언드우드 목사로부터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또한, 김순애의 언니 김구례는 서경조의 아들인 서병호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나중에 중국으로 망명해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을 조직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당시, 김순애의 가족들이 어머니를 제외하고 모두 

기독교인이었지만 나중에 어머니도 기독교를 믿게 되어 자신의 이름도 

성스러운 은혜라는 뜻을 가진 ‘성은(聖恩)’으로 바꿔 집에서 가장 

독실한 교인이 되었다. 그 후, 어머니는 여성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도에 분주했다. 

사람들이 선교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신학문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김순애 집안이 지역교육활동에 앞장섰다. 1897년 

김순애의 오빠 김윤방(金允邦)과 김윤오(金允五), 그리고 사돈 서경조와 

서상륜 등 사람에 의해 소래마을에 학교가 설립되었다. 소래학교는 한글, 

성경 도설, 구약 발췌, 찬자문, 습자, 작문 등 교과목을 가르쳤으며 

기독교정신과 더불어 민족정신을 철저히 교육했다. 소래학교 설립에 

많이 기여한 김순애 집안의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에게도 신학문을 

배우게 했다. 김순애의 큰 오빠인 김윤방은 딸 김함라, 김미렴 그리고 

나중에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하고 국권 회복과 여성 교육에 

헌신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될 김마리아를 

소래학교에 보냈다. 김순애와 여동생 김필례(金弼禮)도 역시 잇따라 

소래학교에 입학히여 신식교육을 받게 했다. 

김순애의 넷째 오빠 김필순(金弼淳)은 언더우드목사와의 인연으로 서

울로 올라와서 유학했다. 세브란스병원의학교의 전신인 제중원의학교(濟

衆院醫學校)를 졸업하고 제중원병원에서 의사로 일했다. 1901년 서울 

생활이 자리잡고 또 제중원에 환자의 식사를 해결해 주는 일손이 부족하

기 때문에 김필순은 소래마을에 살고 있던 어머니와 동생들을 모두 서울

로 올라오도록 했다. 같은 해, 김순애와 동생 김필례는 미국 북장로회 

여선교사 애니 엘러스(Annie J. Ellers)가 설립한 연동여학교(1895년 

이전에 정동여학당으로 불렸으며 1909년에 정신여자중학교로 변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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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학했다. 당시 연동여학교는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치고 먹이고 입혀

주었으며 학생들의 식사를 돌보아주는 보모도 두고 있었다. 그러나 김필

순은 외국인이 세운 학교에 무료로 다니는 것이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

부심을 깎아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해 “우리는 거지가 아니오. 우리도 학

비와 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소”라고 하며 학비와 식비를 내겠다고 제

안했다. 12  김필순은 학교와 김씨 가문의 여자애들의 학비와 식비를 한 

사람당 80전씩 내기로 합의했다. 연동여학교에 입학한 김씨 가문의 여

자애들이 학교 세워진 이래 최초로 학비를 내고 배운 학생들이 되었다. 

김순애는 연동여학교를 다니면서 학교가 가장 중요시하는 성경도 

배우고 한문·역사·지리·산술·습자·체조·음악·가사·침공 등 근대 

과목도 공부하며 민족적 교육도 많이 받아 기울어가는 대한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민족의식을 깨우치게 되었다.  

개화된 사상과 기독교 신앙을 갖는 집안 분위기에서 김순애는 일찍이 

신교육을 받아 또 일찍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과 민족정기를 갖게 

되었다. 김씨 집안에서 김순애를 제외하고도 김필순, 김필례, 김마리아 

등 민족해방운동과 교육운동에 몸담은 지사를 많이 배출했다. 가족들이 

나라와 교육을 위해 분주하고 헌신한 언행은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으며 힘이 되었다. 

동생 김필례는 뛰어난 성적으로 2번이나 월반하고 1907년 6월 

연동여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졸업했으나 김순애는 그때 잠깐 중퇴하고 

도산 안창호가 평양에 설립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다시 

연동여학교로 복학해 1909년 6월 제3회 졸업생으로 졸업했고 부산 

사립학교인 초량소학교 교사로 부임했다. 

1910년 한일병합조역을 조인 후, 일제의 식민지화가 시작했다. 

일제는 한국의 교과과정을 식민지 정책에 맞게 바꾸어 1911년 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다. 당시 사립학교 등을 억제하고 일본어 학습을 

강요하며 민족적인 교육은 엄금했다. 식민지 교육을 강화한 와중에 

 
12 김성은. 2018.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분투한 독립운동가 - 김순애』. 서울: 

역사공간.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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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 미래인 학생들의 민족의식과 민족자존심을 일제에 의해 

희석시키게 하여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민족과 나라의 운명에 마음을 

둔 김순애는 자신의 하숙집에서 비밀리에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며 

민족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 일은 일본인에게 

발각되어 위험을 느낀 김순애는 오빠 김필순과 상의하고 중국으로 

망명하기로 했다. 1911년 12월 105사건에 연루되어 체포 위기에 처한 

김필순은 피신을 위해 먼저 서울을 떠나 서간도 지린성(吉林省) 

통화현(通化縣)에 정착하고 개원했다. 1912년 6월 김순애도 어머니 

안씨와 오빠네 가족들을 데리고 통화현으로 망명했다. 그때부터 

김순애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치치하얼(齊齊哈爾), 상하이, 난징 등 

각지로 넘나들어 자신의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해외독립운동과 

국내독립운동에 몸담기 시작했다. 

 

2) 여성의 대변인으로 성장한 사량: 1900-1931 

 

사량의 출생 배경을 보면 1900년 3월 27일에 중국 장쑤성 창저우

（江蘇省常州）한 몰락한 사대부 집안에서 네 번째 아이로 태어나 아버

지 사강(史剛)과 어머니 류선(劉璇)의 선한 영향을 많이 받아 야무지고 

강직한 성격을 키워왔다. 선비 가문이었던 사량 집안의 가세가 사량 아

버지 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기울어 아버지의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온 집

안의 어려운 살림을 근근이 꾸려갔다. 하지만, 개방적이고 근대적인 생

각을 갖는 부모님 덕에 사량의 큰 언니 사백수(史伯隨)는 학교로 보내 

근대교육을 받게 되었다. ‘女子無才便是德’
13와 같은 인식이 보편적이었

던 그 당시, 여학교가 몇 군데밖에 없었으며 여성들이 근대 학교에 입학

한 것이 매우 혁명적인 행동이고 당시 여권신장 운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려운 경제적 형편때문에 사량은 13살 때야 초등학교를 입

 
13 여자는 재주 없음이 곧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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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했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글을 배우고 사서오경(四書

五經)과 역사책을 읽으면서 역사상 유명한 민족 영웅의 애국정신과 민족

적 기개를 생생히 느껴 교훈을 많이 받았다. 또한, 아버지는 쑨원(孫文, 

손중산)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영향을 많이 받아 동맹회(同盟

會)14에 가입했으며 큰 언니도 역시 간절한 민족의식을 갖고 여자 교원 

가운데 가장 활약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애국 운동과 활동에 적극 참여

했다. 이는 나중에 사량의 가치관과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사량은 초등학교 졸업한 후, 당시 창저우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창저

우여자사범학교(常州女子師範學校)에 입학했다. 이 때부터 사량의 민주

적 의식과 민족과 여성 해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을 틔웠다. 사량이 

사림이 특히 여성으로서 세상에 당당히 서려면 자신의 노력으로 꿋꿋이 

싸워야 하며 자립적이고 박식한 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사량

은 공부도 열심히 하는 동시에 나라와 민족에 관한 크고 작은 일에도 많

은 관심을 보였다. 1918년 사량이 학우들을 이끌고 시위소찬(尸位素餐)

하고 무능한 교원 한 명을 학교에서 쫓아냈던 등교 거부 시위 운동을 주

도한 적이 있다.  

1919년 5월 4일, 21개조(二十一条)를 결단코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

문에 중국 북경을 비롯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대가 천안문 광장에

서 모여 대규모 반제국주의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를 이어가다 ‘5·4운

동(五四運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5·4운동(五四運動)’의 소식이 

창저우에 번지자마자 학생회 회장인 사량은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바로 움직여 교내 뿐 아니라 남자사범학교와도 합작해 다양한 학생애국

운동을 주도했다.  

이듬해, 각 세력들간의 이익 충돌이 커지면서 신사조(新思潮)의 전파

와 진보적인 민주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창저우의 보수 세력이 여자사범

학교와 남자사범학교를 폐교 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여성의 교육권

을 쟁취하고 보장하는 데 항상 앞장서는 사량이 이번에도 역시 여자사범

 
14 동맹회:1905년 쑨원이 중심이 되어 일본 도쿄에서 결성한 혁명적 정치 단체.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민주공화의 혁명을 주창했으며 반청 무장 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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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학우들과 여자 교원들을 이끌어 1년여간의 학교 시키는 투쟁을 

끝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당국이 ‘폐교령’을 철회했다. ‘5·4운동(五四

運動)’와 ‘폐교 사건’에 적극적인 참여는 사량이 처음으로 전국적인 투쟁

에 참여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사량을 군중의 힘을 깨닫게 했고 또 사량

의 여성운동가로서의 활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집안의 영향과 당시 중국의 역사 시대적 특징이 사량의 나라, 민족 

그리고 여성이 당한 억압과 부조리에 반항 정신과 리더십을 키워 왔으며 

이러한 애국 사상과 여권 신장 의식은 사량이 법대에 입학하면서 더욱 

발전했다. 

1923년, 사량은 1기 학생으로 상해법정대학(上海法政大學)에 입학해 

정치학을 공부하다 법학으로 전과했다. 법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사량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학교에 나는 상대적으로 활동적이었고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발언할 때도 아주 많았는데 점차 (사회)환경을 개혁하고 싶고 뭐든지 

시도해 보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리드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었나 

보다. 당시 나는 한 나라가 바른 길로 나가려면 정치권에서 인재 몇 

명이 있으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뭔가 ‘한 손만으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처음엔 정치과에 입학했다. 반년을 지나간 후 정치가 너무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어 차라리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법학은 

적어도 뭐가 있는 것 같다. … 나는 혁명 의지가 매우 강한 청년들이 

모함을 당했는데 호소할 곳도 없는 억울함을 당한 것을 많이 봤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쓰지 못했다. 이를 착안하면 나는 이런 

분야에서 다시 시도해 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영혼을 팔지 

않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사람은 혁명을 하려면 굳이 똑같은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없으며 다른 환경에서도 혁명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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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한편으론 조문이고 다른 한편으론 정(情)이 존재하다. 15 

 

사량이 당시 중국에서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직 먼 

이야기하며 정치를 공부하는 것도 매우 공허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법학 공부는 비교적으로 구체적이며 자신이 변호사로서 

권력자들의 무고와 모함을 당했지만 호소할 곳도 없고 호소할 힘도 없는 

포부가 큰 혁명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동시에 사회와 국가를 개혁하는 

혁명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고 사량이 덧붙였다. 

이러한 초심을 갖고 사량이 대학에서도 많은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25년 5월 30일 국내외에 충격을 던진 ‘오삽 운동 학살 사

건’
16이 벌어진 후, 상해에서 20만여 명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5만여 명 

학생들이 등교거부하고 대부분 상인들도 파시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잔혹

한 악행에 항의했다. 사량은 법정대학의 등교거부 시위를 주도했고 학교

의 선전대와 함께 상해에서 가장 붐비는 난징루(南京路)에서 눈물을 흘

리면서 영국경찰단의 만행에 항의하고 함께 외적에 대항해야 한다고 하

소연했다. 반제국주의 시위대에서 ‘제국주의 타도’와 ‘매국노 타도’ 등 

구호를 큰 소리로 외쳤던 사량은 난생 처음 구속당했으나 당일 석방됐다. 

그후, 사량은 민족의 독립과 반제주주의를 선전하기 위해 「설치(雪

恥)」라는 간행물을 주필했다.  

1927년, 당시 중국의 경제발전이 매우 낙후하고 일자리가 매우 부족

 
15 “在学校时我比较活动，喜欢作点事，发言时候也极多，慢慢地自己有了一种企

图，想改造环境，想作一点事，也许是有点领袖欲吧。当时又傻傻地痴想着要一个

国家走上正途，只要政治上来几个人才好了，真有点‘一手打成天下’的怪想头。

所以我起初是进的政治系，过了半年想想政治太空洞， 不如学法律，还好像有一样

东西放在那里。 … 我曾看见多少被陷害的有着革命意志的青年，弄得有冤无处

诉，他们没有钱，没处请律师，我便感到不妨再这方面试一试，作一个不出卖灵魂

的律师。人要革命不一定要人人走一条狭路，在另外的环境里，也依然可以去革

命。… 法律一方面是条文，一方面存在着人情。” 子岡. 1936. 「史良律師訪問

記」『婦女生活』. 2권 4호. 4월 16일 
16  오삽 운동 학살사건: 1925년 5월 30일 상해에서 일어난 반제국주의 운동. 

상해에 있는 일본계 공장의 파업에 합류한 노동자와 학생의 데모대에 대해서 

영국 관헌이 발포하여 사상자를 냄. 이를 계기로 반제국주의 투쟁이 전국으로 

파급됨. 



 

 23 

한 상황에서 사량은 대학을 졸업한 후 어쩔 수 없이 법률과 관련된 일을 

포기하게 되며 난징(南京)에 위치한 국민혁명군총정치부정치인원양성소

(國民革命軍總政治部政治工作人员養成所)라는 행정기관으로 들어가 일하

기 시작했다. 당시 책임자인 국민당 중요 관료 류백용(劉伯龍)이 하는 

짓에 지극히 불만한 사량이 그와 크게 충돌하여 ‘사상 문제’의 죄명으로 

체포를 당해 난생 처음 수감되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사량이 중국의 

안타까운 어두운 현실을 깨달아 상해로 다시 돌아가 변호사로 다시 활동

하기로 다짐했다. 

채원배(蔡元培)의 도움을 받아 사량이 간신히 감옥에서 나왔다. 그후, 

여러 기관에서 일하다가 1929년 강쑤성 부녀협회로 이임했다. 1930년 

1월, 사량이 여권신장운동에 관심이 많은 양옥영(楊玉英)과 함께 

「여광(女光)」이라는 잡지를 편집했다. 이 잡지는 총 26 권만 

발간했지만 당시의 사회 부조리에 극력 비판하고 여성을 옭아매는 각종 

족쇄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호소하며 교육·경제 등 문제의 양성 평등을 

요구했다. 사량과 다른 여권신장을 위해 분주한 이들의 노력을 통해 

강쑤성의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전재하고 있었으며 사량이 여성 해방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뛰어난 리더십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동기 

불순’이라는 턱없는 이유로 국민당이 강쑤성 부녀협회를 해산시켰다. 이 

때, 사량은 여성의 진정한 해방이 국민당의 통치 하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다. 마침내, 1931년 상해로 돌아와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사량이 변호사로 일을 시작한 후, 도움을 받으러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여성들이 적지 않았다. 접수된 안건 중에서 상당 부분은 여성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재판이 끝난 뒤 재항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량은 여성들의 고민과 억울함에 귀를 기울였으며 억압과 차별을 당한 

억울한 여성을 위해 나서서 한결같이 최선을 다했다. 때문에, 사량은 

항상 ‘부녀(여성)의 대변인’으로 불렀다.  



 

 24 

1931년 ‘9.18사변(만주사변)’ 17이 발발한 후, 국민당이 ‘양외필선안내

(攘外必先安內)18 ’를 기본정책으로 적극 시행해 인권유린을 자행했고 많

은 공산당 당원과 진보인사를 잡아들였다. 상해항일애국운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는 사량은 국난이 눈앞에 닥쳤는데 민족의 외적을 물리치

지 않는 국민당에 무척 분노했다.  사량은 무소속(무당파) 인사였지만 

‘모든 해방운동의 피해자를 구제하며 세계에서 억압을 당한 민중들의 단

결 정신을 발전시킨다’는 취지19로 삼는 중국 공산당 외곽 조직인 ‘중국

혁명호제회(中國革命互濟會)’에 가입해 변호사의 신분으로 정치범을 구

하는 일에 동참했다. 사량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지식과 변호사로서의 

신분을 통해 그들을 위해 변호하느라 분주했다. 사량은 이 것이 애국 행

위일 뿐 아니라 혁명 사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사량이 자신의 애국정신과 여권신장의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하여 민족 해방과 여성 해방 운동에 본격적으로 헌신하기 

시작했다. 

 

 

2. 항일구국운동활동 양상 

 

1) 독립운동 동지이자 남편인 김규식을 내조하며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약하던 김순애: 1912-1945 

 

김순애는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 온몸을 바쳤다. 김순애는 

 
17 만주사변: 1931년 9월 18일 류탸오후사건(柳條湖事件)으로 비롯된 일본 관

동군의 만주에 대한 침략전쟁. 중국에서 이를 2차 중일(청일)전쟁의 시작으로 

봄. 
18 외적을 물리치려면 우선 내부를 안정시켜야 한다. 즉 초공(剿共)을 먼저 해야 

한다. 
19 「中國濟難會宗旨、事業」.『濟難』월간 창간호. 19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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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과 함께 통화현에서 망명생활을 지냈다가 오빠 김필순는 일제의 

압박과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족들과 치치아얼에 정착했고 거기서 

병원을 개설했고 조선인을 위한 이상촌의 건설에 착수했다. 김순애는 

이상촌건설에 오빠를 많이 도와주었고 1915년 9월 김순애는 언니 

김구례와 형부 서병호가 살고 있던 난징으로 옮겨 중국여성들에게 신식 

교육을 가르쳤던 명덕여자학원(明德女子學院)에 입학했고 중국어와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향후 독립운동에 적극적이고 성과적인 참여의 단단한 

기초를 쌓아 놓았다.  

당시 김순애는 치치하얼에 있는 오빠 김필순, 난징에 있는 형부 

서병호 그리고 몽골과 장자커우(張家口)에 있는 언드우드 목사와 친분이 

깊은 김규식(金奎植) 서로간의 연락을 도와주었다. 이 세 사람은 서울에 

있었을 때 이미 막역한 동지적 결속을 맺었고 ‘105사건’에 연루되어 

각지로 망명해도 연락을 이어갔다. 김순애는 오빠 김필순의 심부름을 

도맡아 행상차림이나 중국인 하인으로 변장해 서병호와 김규식에게 

편지와 돈을 전달하곤 했다. 김순애는 김규식과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정이 들었다. 1917년 김규식은 부인 조은애와 사별한 뒤, 9살 난 아들 

진동을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죽은 부인 조은애가 김순애와의 

결혼을 권유했다는 유언도 있고 해서 김규식과 김순애는 1918년 

약혼하고 1919년 1월 난징에서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 찍는 것으로 

대신한 결혼식을 올렸다. 사실, 새문안교회 교인인 김순애와 새문안교회 

집사와 장로로 시무한 김규식 이 두 사람은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혼담까지 오간 적도 있었으나 당시 정신여학교에 재학중인 

김순애는 학업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 또한, 그 후 

신식 교육을 받은 김순애는 당시 결혼을 매우 중요시하는 일반 여성들과 

달리 독신주의를 고집했다. 그러나 병식에 누운 어머니가 ‘너를 

시집보내지 않으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라며 김순애의 혼사를 

적극 추진하여 마침내 성사했다20. 김순애는 김규식과 결혼한 후 곧바로 

 
20 김성은. 2018.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분투한 독립운동가 - 김순애』. 서울: 

역사공간.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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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옮겼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가로서의 행보가 전개되었다. 

김순애는 결혼한 지 2주일도 못 돼 남편 김규식을 파리로 떠나 

보냈게 되었다. 김규식이 서병호·김철·조소앙·조동호 등이 

독립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1918년 11월 조직한 단체인 신한청년당의 

파리특사로 1919년 1월 18일부터 개최되는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기 

때문이었다. 미국 유학 출신으로 영어에 능통한 김규식은 

한국민족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어 일제 식민지 통치의 끔직한 

실상을 세계에 폭로하면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때 김순애는 김규식과 함께 신한청년당에 입당하게 되었으면서 

낮에는 신한청년당의 일을 처리했고 밤에는 곧 파리로 갈 김규식의 

의복의 바느질 등을 생활상의 준비로 밤을 새워 바쁘게 지냈다. 

김규식은 자신이 파리에서 전개할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은 국내 

민중의 뒷받침이 없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기에 국내 독립운동의 궐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파리에서의 독립 청원이 설득력을 갖도록 

신한청년당이 토의한 후 김순애·서병호·이화숙·백남규 등을 비롯한 

밀사를 국내와 만주지역에 밀파하기로 했다. 김규식은 신한청년당의 

구체적인 지령을 받은 후 1919년 1월 말에 배를 타고 파리로 떠났고 

1919년 2월 중순경 김순애는 중국인의 복장으로 배를 타고 상해를 

떠나 부산에 도착했다. 

김순애는 부산에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결사부장인 전도사 백신영의 

집에 잠깐 머무르다가 대구로 이동했다. 대구에서 도쿄여자 유학생의 대

표로 활동하고 있는 조카 김마리아를 우연히 만났고 함께 동생 김필례가 

살고 있는 광주로 갔다. 김필례의 남편인 최영옥이 운영하는 서석의원에

서 김마리아가 일본에서 비밀리에 가져 들어온 독립선언문을 복사하고 

격문도 만들었다. 2월 24일 김순애는 서울로 올라와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오빠 김필순이 일했던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고 함태영 목

사와 만났다. 함태영 목사는 국내에서 거족적인 독립선언대회가 추진하

고 있다고 했으며 서울은 이제 위험하니 하루빨리 평양으로 가서 김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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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리강화회의의 파견 소식과 중국관내지역의 독립운동 현황을 보고하

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순애는 평양에 건너가 평양 숭의여학교에서 비

밀리에 조직된 여성독립운동단체인 숭죽결사대의 창립 구성원 김경희의 

동생 김애희를 통해 평양에 있는 애국지사들에게 김규식이 민족 독립을 

위해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었다는 소식과 자신이 국내에 잠입해 국내 

독립운동의 궐기를 촉구하려는 목적을 전했다. 평양은 또한 위험해 졌기 

때문에 김애희의 끈질긴 설득 하에 2월 28일 3.1 운동 궐기에 일조하려

던 김순애는 압록강을 건너 오빠 김필순이 있는 중국 헤이룽장으로 피신

했다. 헤이룽장에 있는 국립 여자사범학교에서 학감으로 취직하는 김순

애는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한인동포를 규합해 

3.1운동과 같은 만세시위를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김순애는 일본영사관

에 연행되어 취조를 받았다. 취조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굴하지 않은 김

순애는 가까스로 석방되었고 중국관헌이 빨리 도망가야 한다는 권고로 

변장하여 다시 상해로 옮겼고 김규식이 없는 동안 아들 진동과 친해지려

는 마음을 갖고 장자커우에 맡아놓았던 진동을 데려와 키웠다. 

1919년 3.1 운동이 대중화되면서 서울, 상해 그리고 노령에서 임시정

부가 조직되었다. 독립운동을 힘차게 추진하고 영도하기 위해 각지의 임

시정부는 상해의 임시정부로 통합되어 1919년 9월 상해에 있는 대한민

국임시정부가 한민족의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합법 망명정부로 독립운동

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국내 각지에 애국부인회

가 여러 갈래 조직되었으면서 국내 여성들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상해에 부인회 대표를 파견했다. 상해 한인여성계는 국내 여성들의 발빠

른 움직임과 봉기를 보면서 자극을 받아 상해에서도 여성들이 독립운동

에 적극 동참하자는 취지로 하는 여성단체를 만들고자 했다. 이에 따라 

1919년 4월경 김순애의 발기로 대한애국부인회를 결성하고 그가 대표

로 선출되어 그해 9월 상해 어양리(漁陽里) 2호에서 정식으로 조직되었

고 이화숙(李華淑)을 회장으로 김순애는 집사장으로 임명했다21. 대한애

 
21 상해 대한애국부인회는 7월에 조직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1919년 6월에 부

인회의 회원이 이미 60여 명이 모여 활동한 것으로 보면 1919년 4월에 조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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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인회는 여러 부인회와 연계해 여성들의 역량을 통합해 정보 교환, 

출판 활동 그리고 군자금 모집 등을 적극 추진하여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의 전개에 지원하는 데 다방면적으로 전력을 기울였다. 김순애는 각지의 

부인회와의 연대와 협조가 중요시하고 적십자회의 필요성과 이를 조직과 

운영에 서로간의 협조도 급히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한을 국내외 각

지의 부인회로 보냈다. 대한애국부인회는 ‘우리는 남자의 부속물이 아니

라 독립된 인격이다. 여성국민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자득하며 결사조

직을 한 것이다.’라고 밝혀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독자적인 역할을 강조

하고 각지 부인회의 힘을 모아 통합하려고 시도하며 각지의 부인회의 총

본부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움직였다22 . 그러나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

부헌장에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大韓民國의 人民은 男女貴賤及貧富의 階級이 無하고 一切平

等임)’을 천명하고 남녀평등을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산 안창호는 

당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역할만을 고려하여 애국부인회에 다음과 같은 

12가지 과업을 제시했다. 

 

1. 여자계의 연락: 국내 국외에 있는 여자단체와 유력한 단체에게 

통신 혹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여 한국 여자로 하여금 금후 광복 사업에 

일치 행동케 할 것. 

2. 내부의 선전: 내외에 있는 남녀동포에게 통신하여 주의(主義)를 

계속 선전함. 

주의:   

· 독립운동 기간이 길어질 것을 각오케 할 것. 

· 독립운동에 관하여 열렬한 사역자(使役者)의 사실을 알게 할 것. 

· 각국에서 우리 민족에게 대하여 동정하는 사실을 알게 할 것. 

· 민간에 유행하는 요언을 밝혀 우혹(愚惑)과 상심이 없게 할 것. 

 

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22 ‘우리는 男子의 附屬物이 아니오 獨立한 人格이다.’ . 「부인과 독립운동」. 

『독립신문』.  1920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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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개병(國民皆兵)·국민개납(國民皆納)·국민개업(國民皆業)의 

3대주의를 고취할 것. 

· 독립운동에 관한 미어양언(美語良言)을 전파할 것. 

3. 정부의 복역(服役):임시정부로서 사역을 명할 때 가능한 자는 

실행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게 할 것. 

4. 중국에 선전: 선전대를 조직하여 중국의 각 단체와 예배당·학교 

등을 순행하여 국민의 모범이 되게 할 것.. 

5. 선전자료의 공급: 여자계에서 발생하는 선전자료를 조사하여 정부 

선전부에 공급할 것. 

6. 훈로자(勳勞者)를 포상: 금후 광복 사업에 훈로가 특출한 인원을 

조사하여 감사장과 기념품 등을 보낼 것. 

7. 유족의 위로: 금후 광복 사업에 종사하다가 피해를 받은 유족을 

조사하여 위로장과 그 집의 아동에게 위로품을 보낼 것. 

8. 공역자 초대: 간혹 간략한 다과를 베풀고 공역자를 초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뜻을 함께 표시할 것. 

9. 적십자사를 방조: 적십자사를 진력하여 방조하여 가능한 인원을 

적십자에 참가케 하여 간호법을 연습할 것. 

10. 외국인을 빈상: 외국인 중에서 이번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찬조하는 인원을 조사하여 감사장과 기념품 등을 보낼 것. 

11. 개납주의(皆納主義): 각 여자에게 얼마의 재정이 수입되던지 먼저 

20분의 1, 30분의 1을 제하며 매일 밥할 때 쌀 약간을 떠 놓았다가, 

이를 광복사업에 공납할 것. 

12. 성적표의 기록: 여자들은 각각 진행하는 사건을 부인회에 

보고하고 부인회에서는 각인의 행사와 부인회의 사업을 종합기록하여 

매월의 성적을 조사할 것.  

 

이 여성들에게 12개 조항의 요구는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인식이 다소 보수적이고 남성들과의 진정한 평등을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상해대한애국부인회는 임시정부를 중심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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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외곽단체로서 

재정·선전·교육·위문·간호·임정 요원 및 가족 돌봄 등 측면에서 

힘을 바쳐왔다. 독립신문 「부인과 독립운동」이라는 기사에 보면 

상해애국부인회의 활동 양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네는 돈을 모도와 獨立運動에 關한 寫真帖 數千部를 發行하야 

西洋과 漢人方面에 配布하잇고 또 將次는 太極旗와 其他大韓의 

獨立運動을 聯想할 만한 紀念品을 만들어 널리世界의 同情하는 人士에게 

보내려하며 或은  調查의 職任을 맛하 獨立運動史料와  宣傳材料의  

蒐集에 從事하며 或은 財務部의 收稅員이 되어 稅를 거두며 或은 

軍務部의 義勇兵勸誘員이 되며, 或은 學校의 教師가 되며 或은 

赤十字會의 看護婦가 되어 獨立戰爭의 準備를 하는 等’ 

 

즉 상해애국부인회는 임시정부와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임시정부를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라면, 1919년 7월, 

상해애국부인회가 창립된 지 3개월도 안 될 당시, 부인회 회원들이 직접 

만든 자수제품을 모아 임시정부에 헌납했고 이를 외국인들한테 상당한 

가격에 매각해 독립운동 경비에 기여했다. 또한, 재정문제로 인해 각지 

부인회와 연계를 맺어도 독립운동을 크게 전개하지 못했던 1922년 

김순애는 애국부인회의 집사장으로 회원들을 이끌어 그해 3월에 

가무극대연주회를 개최하고 1원의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애국부인회의 

활동비에 보탰다. 세계 각지에 한국지도와 태극기를 제작하여 

보급하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선전하는 대중계몽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한민족의 독립정신과 의지를 전파했다.  

특히,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더 원만하게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 중국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중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

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어와 영어를 능통한 김순애는 김원경과 김연실 

등과 함께 1920년 3월 8일부터 7회에 걸쳐 상해의 학교를 돌면서 중국 

청년 남녀에게 한국문제와 한중 관계를 주제로 연설했으며 특히 중국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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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여성계에 한국의 대한 주의를 환기하게 하는 데 매우 성공했다. 순회

강연회에서 김순애가 연설한 주제는 ‘국적을 대함은 군기재정만 아니오 

교육에 있다’, ‘한국교회압악’과 ‘대한적십자선전연설’, ‘조국을 떠나 중국

에 입적(귀화)한 이유 및 한중 관계’, ‘여자청년회의 직책’, ‘한국독립과 

세계평화의 관계 및 한중 양국의 병진할 필요’, ‘한국독립운동에서 치열

한 학생 활동’, ‘일화 배척이 시베리아에서는 성공되고 중국서 실패된 원

인’, ‘한국독립운동과 일인의 만행’과 ‘일화 배척’ 등이 있었다. 또한, 김

순애는 김원경과 김연실의 ‘한중 관계’, ‘한국독립운동의 참상’ 그리고 

‘한국독립운동’ 등 주제 연설을 중국어와 영어로 통역해 주었다. 그 가운

데 6회 강연에서 ‘일화 배척이 시베리아에서는 성공되고 중국서 실패된 

원인’을 언급하자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고 더욱 굳은 결심을 가지기를 

약속하고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의 만세를 합창한 후 김순애를 동포로 인

정한다고 학생들이 일동 화답했다. 순회강연회에서 신한청년당의 기관지

인 「신한청년(新韓青年)」을 판매하여 한민족의 민족성과 독립운동의 

정신과 실상을 중국청년에게 전하고 중국 내 한국독립운동의 지지세력을 

확보하고 확대시키려는 데에 일조했다.  

그 외에 김순애의 뛰어난 외교적 능력과 상해애국부인회에서의 

활약상을 1922년 3월 28일 김익상과 오성륜이 상해세관 부두에서 

일본인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를 저격하던 중에 미국인 리아 

스나이더(Ria Sneider)의 부인이 유탄에 잘못 맞아 사망하는 일을 

수습한 방식을 통해 모두에게 잘 보여주었다. 김순애는 이 불상사가 

발생하자 재빠르게 앞장서 스나이더에게 편지와 기념품 등을 보냈고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표했음으로써 원활히 수습했으며 

당시 임시정부의 곤란한 입장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상해대한애국부인회의 활동과 함께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대한적십자회, 의용단, 한인거류민단, 임정경제후원회 그리고 한인여성청

년동맹 등 다양한 단체에 동참했다. 

1919년 8월 경 안창호·이희경·서병호 등의 발기로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어 ‘독립전쟁으로 인한 전상병의 구호’를 목적으로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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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의 구호단체인 대한적십자회가 재건되었으며 김순애는 

대한적십자회의 회원으로 사검(查檢) ·이사로 활동했다. 당시 

대한적십자회의 활동을 펼치기 위해 부상자와 병인을 구호할 수 있는 

병원의 설립과 간호사 양성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으나 자금의 부족으로 

촌보의 진전도 없었고 이룰 위해 회원을 많이 모집하고 회비를 많이 

모집해야 했다. 1920년 1월에 대한적십자회의 부설기관으로 

간호부양성소를 마침내 설립하여 독립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간호 인력을 

양성 배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김순애는 이 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배어 있었다.23 

1920년 1월 김순애는 유일한 여성 발기인과 단원으로 

손정도·김철·김구·김림·윤현진 등과 함께 무장단체인 

대한독립의용단을 조직했다.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의용단의 본부는 

상해에 두었지만 국내에서도 지부를 설치하고 우선 총 1,000명의 

독립군을 양성하려는 계획을 가져 활동지역을 점차 확대시켰다. 

의용단은 그의 취지서에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명을 위하여 조국 

광복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며 의무임을 밝히고 광복을 위해 

희생정신으로 임시정부의 뜻을 받아 독립운동에 매진하고 적과 

전쟁행위를 시작했을 때는 남녀를 불문하고 독립군이 되어서 국사에 

따를 것을 목적으로 했으며 주로 임시정부 독립공채 모집 등의 

재장자금수합과 임시정부의 발행물을 배포 등을 통해 임시정부의 정책과 

독립정신의 계몽 및 민족의식의 고취 등 사업을 적극 수행했다.24 또한, 

무장단체인 의용단은 1920년 8월 3일 일제의 주요기관에 대한 

파괴투쟁에 가담하여 폭탄을 투척하는 거사를 행했다. 이러한 비밀리에 

결사한 무장투쟁적 성격을 가진 조직에 가입한 유일한 여성 단원으로 

김순애는 다른 여성들과 색다른 투쟁정신을 제시했다. 

같은 해 9월 말 김순애는 재상해 대한인거류민단 의원으로 선출되었

 
23  ‘金順愛李華淑兩氏의「赤十字會」의併唱이잇슨後’. 「적십자간호원양성소의 

개학 (赤十字看護員養成所의 開學) 」.『독립신문』. 1920년 2월 7일 
2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의열투쟁사자료집』11.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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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순애는 김구·여운형·이광수·최창식보다 조금 많은 29표의 득표

수로 투표에서 배출된 단 2명의 여성 당선인 중의 하나가 되었고 본구 

의원으로 활동했다25 . 이를 통해 당시 재중 교민들 가운데 김순애에 대

한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활동이 침체기에 들어서고 또 이념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임시정부 향후의 방향과 위상을 고민하며 임시정부를 

재창출·개편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 1월부터 5월까지 

상해에서 열리게 되었다. 김순애는 상해대한애국부인회의 대표로 조카 

김마리아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대표로 다른 여성 대표와 함께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해 활동했다. 당시 기존의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독립운동의 최고 영도기관을 재창출하자는 창조파와 현재의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고 실정에 맞게 확대 개편하자는 개조파로 나누어 치열한 

논쟁을 거듭했다 26 . 김순애는 창조파의 편으로 들어갔으나 김마리아와 

상해대한애국부인회의 대부분 회원은 개조파의 입장이었다. 부인회 

대표로서의 김순애는 부인회의 공론인 개조론에 따르지 않고 현재 

임시정부의 지도력이 부족하며 독립운동을 더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새로운 통일 조직을 재창출하자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에 

대표에서 해임시켰다. 결국, 국민대표회의는 독립운동 세력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후,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활동이 더욱 위축되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계속 겪던 

임시정부는 곤경에 시달리게 되었다. 1926년 7월 임시정부의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정부 경제후원회를 안창호의 주도로 조직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안창호를 위원장으로 다른 9 명은 정위원으로 

선출했다. 당시 9 명 위원 가운데 김순애는 유일한 여성이었고 그는 

세탁과 바느질 등을 통한 얻은 수입을 임시정부에 헌납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지원활동에 온갖 노력을 경주했다. 

 
25 다른 한 명 여성 당선인인 김원경은 19표로 당선되어 서구 의원으로 활동했

다. 
26 김성은. 2018.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분투한 독립운동가 - 김순애』. 서울: 

역사공간.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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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는 가계를 보태기 위해 독립운동자들의 옷 세탁과 삯바느질을 

맡았고 하숙을 치고 가르치기도 했으며 집에서 와이셔츠 공장을 차려 

주문이 많이 들어와 수입이 상당했다. 가계를 담당한 것 외에, 김순애는 

만성 위장병과 소화불량증, 간질병이 있는 김규식을 위해 매일 하루 세 

번씩 음식을 준비해 주었다. 그 후, 김순애와 김규식은 아이들을 데리고 

상해를 떠나 톈진(天津)으로 이사했다. 톈진에 있는 동안, 두 사람의 

독립운동도 잠깐 침체되었다.27 

1930년 8월 상해에서 한국독립당 산하의 여성 독립운동단체인 한인

여자청년동맹을 결성했으며 독립운동을 재개하는 김순애는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당시 김순애가 42세로 16세 이상 28세 이하의 나이 제한

이 있는 한인여자청년동맹에 들어간 것은 1923년 국민대표회의에서 상

해대한애국부인회의 공론인 개조론과 달리 김순애가 창조론을 지지한 독

단적인 행동과 연관이 크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이후, 창조파인 김순애와 

김규식은 임시정부와 대한애국부인회와 점차 멀어졌고 1932년 윤봉길의 

투탄 의거 이후 다시 임시정부에 복귀했다. 윤봉길 의거로 일제의 추적

이 심화하면서 임시정부와 요원들이 중국진보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상해

를 떠나 쟈싱(嘉興)·항저우(杭州)·쩐쟝(鎮江)·광저우(廣州)·류저우

(柳州)·치장(綦江) 등 지를 떠돌게 되었다. 1937년 일군이 전면적인 

중국 침공이 본격화하면서 중국의 항일 투쟁의 다짐이 한결 더 굳어졌고 

같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을 도와 함께 대적하는 의식도 강화했다. 

이에 때라 1940년 9월 중국 국민당의 후원으로 임시정부는 충칭으로 

옮겨 정착했다. 독립운동의 효과적인 추진과 모든 힘을 합쳐 일치대일하

기 위대 각 조직 단체와 당파들이 자신의 주의와 이념을 초월하여 모두 

임시정부를 지지하자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했다. 이런 분위기 아래 1943

년 2월 23일 충칭에서 여성계에서도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50

여 명의 여성이 모여 상해대한애국부인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국애국부

 
27 상해에 사는 동안, 김순애와 김규식 사이에 1923년 장녀 한애(韓愛), 1924년 

차녀 만애(晚愛), 1925년 삼녀 우애(尤愛)가 태어났다. 톈진으로 이사한 후 

1928년 아들 진세(鎮世)가 태어났다.그러나 만애는 1927년에 병사했고 한애는 

1930년에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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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회 재건대회를 개최했으며 김순애는 주석으로 추대되었다. 한국애국부

인회는 다음과 같은 선언서에서 자신들의 대한독립과 민족해방 대업의 

완성에 굳은 다짐을 밝혔다. 

 

지금 우리 민족해방운동은 공전의 혁명 고조를 타고 활발하게 

전개하게 되었다. 30여개의 동맹국이 모두 우리의 우군이 되어 원수 

일본을 타도하고 있다. 정히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임시정부 소재지에 

있는 우리 혁명 여성들은 당파벌이니 사상벌을 불문하고 일치단결하여 

애국부인회를 재건하므로 국내와 세계 만방에 우리 1천 5백만 애국 

여성의 총단결의 제1성이 되며 3천망 대중이 철과 같이 뭉쳐서 원수 

일본을 타도하고 대한독립과 민족해방완성의 거룩한 제일보를 삼으려 

한다.28 

 

이어 대한독립과 민족해방 완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 7개 항의 

강령을 채택했다.  

 

1. 국내의 부녀들 총단결하여 전민족해방운동 및 남자와 일률 평등한 

권리와 지위를 향유하는 민주주의 신공화국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공동 분투하기로 함. 

2. 혁명적 애국부녀를 조직 동원하여 국내의 전체부녀 동포의 각성과 

단결을 촉성하며, 나아가 전 민족의 총단결과 총동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함. 

3. 전민족해방운동을 총영도하는 혁명적 권력구조인 대한민국임시정

부를 적극 웅호함. 

4. 부녀의 정치·경제·교육·사회상 권리 및 지위평등을 획득하기에 

적극 분투하기로 함. 

5. 부인의 정치·경제·지식의 보급 향상과 문맹 퇴치 및 문화수준의 

제고와 특히 아동 보육사업에 노력함. 

 
28 「한국애국부인회 재건선언문」. 『新韓民報』. 1943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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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업상 부녀의 권리 및 지위의 남녀평등과 특별대우 향유의 획득

에 노력함. 

7. 전세계 반파시스트 부녀의 국제적 단결을 공고히 하여 전세계 부

녀의 해방과 전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

동 분투하기로 함.29 

 

이 7개항의 강령이 각계각층의 한인여성들의 새로운 역할과 국제적인 

연대에 대한 강조를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제 애국부인회의 여성들이 

기존의 임시정부를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대한 독립과 

민족 해방을 위해 더 나아가 여성의 해방과 전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남성과 함께 나란히 대한의 국민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담당해 투쟁에 들어가며 이를 바탕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와 지위를 

누리겠다는 결의를 제시했다. 즉, 이제 여성들이 독립운동에서 남성들과 

함께 나서 싸우고 또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주체성을 찾아낸 것이다.  

재건애국부인회는 음력 정월 초하루 교포들을 위로하기 위해 다과회와 

여흥을 주최하기도 했다. 또한, 위문금품을 모아 일선에서 피땀을 

흘리는 광복군을 위문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활동도 적극 

벌여갔다. 홍보활동을 중요시하는 재건애국부인회는 각종 매체를 통해 

특히 중국중앙방송국을 통해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동포 여성들에게 

애국 선전과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여성들의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고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호소하며 여성들 사이의 연대와 

협조를 추진했다. 이에 더하여, 재건애국부인회는 연합군으로 인계해 온 

동포여성(위안부 여성)들에게 위로하고 교육하여 독립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동원했다. 

또한, 강령을 수행하여 여성의 정체성과 행위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

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교육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신식 교육을 

받아왔던 김순애는 상해애국부인회 시기에 이미 교육의 가치를 높게 인

 
29 박용옥. 1989. 『한국여성독립운동』. 독립기념관. pp.13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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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며 당시 상해한인거류민단 소속 공립학교인 인성학교(仁成學校)로 

정애경, 김연실 등 회원들을 보내 교사로 구국교육을 담당시켰다. 애국

부인회 재건한 후에도, 여성의 계몽교육과 한인교포 자제들의 양육과 교

육 문제를 염두에 두었다. 한인교포 자제들의 교육은 주로 가정교육, 주

말 또는 방학에 운영되는 한인교포학교 그리고 중국식 학교교육으로 나

누어 있다. 가정교육과 한인교포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글, 국사 등을 

가르치며 민족정체성과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주로 여성들의 몫이었

다. 임시정부는 재건애국부인회가 주관했던 아동 국어 강습반에 매월 보

조금을 지급해 한인 제2세대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했다.  

1943년 5월 충칭에서 재건애국부인회를 비롯한 한국독립당·조선민

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동맹·무정부주의연맹·한국청년회 등 6개 대표 

및 단체들은 공동으로 재중자유한인대회를 개최하여 워싱턴회담에서 종

전 이후 한국을 신탁통치 아래 둘 것에 반대하고 한국의 즉각적이고 완

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자유한인대회 선언문」을 발표하고 한국 민족의 

독립, 민족국가의 건설 등을 비롯한 4개 항의 중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순애는 재건애국부인회의 대표로 한국독립당의 홍진(洪震), 조선민족

혁명당의 김충광(金忠光),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김규광(金奎光), 무정부

주의연맹의 유월파(柳月波) 그리고 한국청년회의 한지성(韓志成) 등과 

함께 주석단으로 추대되어 대회를 주도했으며 대회의 명의로 미국 대통

령 루즈벨트를 비롯한 각 동맹국 지도자에게는 임시정부의 국제적 합법 

지위를 인정해 줄 것과 한민족의 완전독립보장 그리고 대일작전의 원조

를 요청하는 「각 동맹국 영수들에게 보내는 전문(電文)30」을 발송하여 

한민족의 독립 의사와 요구를 밝혔고 아울러 각지 동포에게는 임시정부

 
30  1) 우리는 우리 민족의 영구한 생존발전과 전인류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기 위하여 우리 국가의 완전독립을 주장한다. 2) 전후 한국을 국제 감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요구에 위배되며, 또 동맹국의 대일본 작전방침에 해

로우며, 또 루즈벨트·처칠 선언의 기본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절대

로 반대하는 바이다. 3) 우리는 동맹국의 승리와 일구(日寇)의 멸망을 확실히 믿

음으로 단결하고 노력하여 일본을 반대하는 대혁명을 일으키려 한다. 4) 동맹 

각국들은 우리 민족의 역량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물자를 원조하고 우선 임시

정부의 국제적 합법적 지위를 승인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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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깃발 아래 일치단결하여 민족의 완전 독립과 철저한 해방을 쟁취하자

는 「각 지방 동지와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개장 31」이라는 공개서신을 

보내 신탁통치와 같은 부당한 외세 개입과 탄압에 대한 반대투쟁을 호소

했다. 

충칭에 있는 동안 김순애는 재건애국부인회의 회장직을 맡은 것 이외

에 국무위원회에서는 생계부 생활위원으로, 임시정부의 회계검사원 조리

원으로도 활동했다. 이와 같이 김순애는 중국에 있는 30여 년 동안 자

신의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독립운동에 참여를 동원하고 임시정부와 

그의 독립 활동을 지원했다. 1945년 11월, 중국에서 대한독립과 민족해

방 그리고 여성해방을 위해 헌신하는 김순애는 남편 김규식과 함께 해방

된 조국으로 귀국했다. 그 후 김순애는 모교인 정신여자중고등학교의 재

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여성 교육과 여성 인재의 배출에 공헌했으며 

남편 김규식의  통일정부 수립, 좌우합작 등 정치활동을 내조하고 동참

하면서 정치활동을 전개했다. 1976년 5월 17일 87세로 세상을 떠났으

며 1977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2) 여성계와 정치계에서 활약하던 사량: 1932-1945 

 

9.18사변이 발발한 지 몇 개 월 후, 1932년 1월 28일 1.28사변(송후

항전, 淞滬抗戰)이 발발할 당시, 사량은 상해변호사협회의 집행위원으로

서 변호사들을 인솔하여 전선에서 적과 혈전하고 있었던 전사와 전쟁의 

피해를 많이 입었던 동부지역 일반시민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1932년 3월 ‘3.8 부녀의 날’을 기념하여 상해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31  ‘친애하는 동지 동포 여러분! 우리들은 실로 각 동맹국의 원조를 필요로 한

다. 이 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공고한 단결과 자력갱생이다. 이러

한 역량을 가져야만 완전독립과 철저한 해방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일어서

라! 우리 임시정부의 깃발 아래로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단체라도 모두 모이라! 

그리하여 승리적인 전도를 향하여 용감히 전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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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베이쓰촨루(北四川路)의 여성청년회에서 기념회를 베풀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여성이 ‘부녀는 가정주부의 역할을 잘 수행하며 남편을 

내조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나가면 된다’
32는 발언을 하자 사량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다음과 같이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오늘날 중국 부녀들의 가장 큰 책임은 치가(집안을 잘 다스리는 것)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데에 있다. 중국 부녀는 진정한 해방을 얻으려면 

우리의 민족이 우선 진정한 해방을 맞이해야 한다. 중화민족의 해방 

없이는 중국부녀의 진정한 해방은 불가능하다. 33 

 

사량이 항일구국운동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 진보적인 인식과 생각을 

갖는 것을 여기서부터 엿볼 수 있다. 기념회 끝났고 애국데모가 이어 

진행되었다. 사량은 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으로 대중적 애국투쟁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이후 사량은 상해여성계(부녀계)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많은 여성계 지사들과 친분을 쌓았다. 또한, 

사량이 자신이 「申報」(신보)의 여성 전문란，「婦女生活(부녀생활)」, 

「中國婦女(중국부녀)」등 여성 잡지를 많이 읽었으며 원고도 몇 번 

써봤다고 했다. 이러한 민족, 여성 그리고 여성과 민족 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과 관련 행동은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이 나중에 사량이 중국 

여성들을 구국운동에 동원하는 데에 성공할 기초를 다쳤다. 

1935년 일제가 중국 동북지역에서 대규모 침공을 전개하면서 중국 전

체를 식민지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국민

당정부군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부저항 정책’을 고수했으며 

중국공산당 토벌에 온 힘을 썼다. 나라와 민족이 이미 생사존망의 갈림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중국공산당은 1935년 8월 1일 

내전 중지와 일치항일(一致抗日)을 수행하자는 항일구국 선언인 「항일

 
32 婦女只要做好家庭主婦，幫助丈夫，搞好和睦家庭。 
33 “今天中國婦女的最大責任是救國，而不是治家。中國婦女要得到真正的解放，必

須是我們的民族首先得到真正的解放。沒有中華民族的解放，中國婦女的真正解放

是不可能的” 卞晉平. 2014. 『史良回憶錄』. 中國文史出版社.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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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을 위해 동포에게 고한다 (8.1선언)」34을 발표했으며 항일통일전선

사업 추진과 전국항일구국운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선언의 힘에 

편승하여 1935년 12월 9일 북경에서 대규모 학생 애국 데모인 ‘1.29운

동’를 벌였으면서 전국적인 항일구국운동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상해 여러 여성 단체들과 상해 여성 애국지사들이 상해부녀계

구국회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12월 21일 상해 베이쓰촨루에서 여

학생, 여자 교원, 여자 의사, 여자 간호사, 여자 변호사, 여자 공인, 주부 

등 총 천 명을 넘은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모여 상해부녀계구국회의 결성

식을 열었다. 사량은 진지한 애국심과 여권신장에 대한 정열로 상해부녀

계구국회의 주석으로 추대되었으며 ‘오늘 우리 상해 각 부녀단체와 부녀 

개개인이 여기서 규합한다. 이 것은 바로 우리 중국 부녀의 구국활동의 

시작이다.35’ 라고 하면서 상해에서 최초의 구국단체인 상해부녀계구국

회의 결성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사량은 부녀계구국회의 규약을 설

명하고 상해각계각층 여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공동 목표를 향해 

일치단결하자고 호소했다. 그리고 사량은, 

 

(1) 중국의 영토와 주권을 확고히 수호한다. 

(2) 비밀외교에 반대, 영토와 주권을 파괴하는 모든 조약과 협정을 

일체 부인한다. 

(3) 외부인이 중국 관내에서 조종하는 모든 특수행정조직을 반대한다. 

(4) 전국의 병력과 재력을 모아 지동위조직을 토벌한다. 

(5) 매국노를 엄벌한다. 

(6) 인민 결사, 언론 그리고 출판의 절대적 자유를 요구한다. 

(7) 북평에서 체포된 애국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는 것을 요구하며 

일을 저지른 군경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 

(8) 전국의 부녀들이 즉시 자발적으로 조직해 우리의 주장을 철저히 

관철한다. 
 

34 『中國蘇維埃政府、中國共產黨中央為抗日救國吿全體同胞書』 
35 “今天我們上海各婦女團體和各個婦女個人，在此地總集合，就是我們中國婦女救

亡運動的開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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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8가지 원칙을 포함한 선언문을 제시했다.36 

결성식이 끝난 후, 결성식에 참석한 여성들이 길거리로 나와 난징루, 

저장루(浙江路) 등에서 데모를 하며 자신들의 행동으로 전국의 여성들이 

구국 대열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 번 시위의 영향으로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상해의 학생들과 시민들도 항일구국청원시위를 

진행했다. 사람들이 애국 전단지를 살포하고 애국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로 달려 나왔다. 연이은 민심을 반영한 여러 번 시위는 상해의 

구국운동에 큰 힘을 보태 구국운동의 발전을 촉진시켜 전국적인 

구국운동을 이끌게 했다. 그 후, 사량을 중심으로 조직한 

상해부녀계구국회는  

 

우리는 여성들이 집에서 밥상을 차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만 하는 

반동적인 논리를 깨뜨려야 하며, 애국적인 남자와 함께 구국의 중임을 

나란히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적이 중국을 침략하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는 매국노가 중국을 파는 것을 반대한다. 우리는 자신의 역량을 

통합하여 구국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37 

 

라는 내용을 담은 「여성에게 고한다 (告婦女書, 고부녀서)」를 

발표하여 여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업에 동참하도록 다시 한번 

호소하고 동원했다. 

1936년 5월 말, 사량이 상해부녀계구국회의 대표로 비밀리에 열린 전

 
36 “ (1)堅決保衛中國領土和主權的完整 (2)反對秘密外交，否認一切破壞領土和主

權完整的條約和協定 (3)反對一切在中國境內由外人操縱的特殊行政組織 (4)集中

全國兵力財力，討伐冀東衛組織 (5)嚴懲賣國賊 (6)要求人民結社、言論、出版的

絕對自由 (7)要求立即釋放北平被捕的愛國學生，嚴懲肇禍軍警 (8)全國婦女立刻

自動的組織起來，貫徹我們的主張。” 『申報』. 1935년 12월 22일 
37 “我們要打破婦女只會在家庭裡燒飯抱孩子的反動理論，我們要同愛國的男子同來

負著救國的重任。我們反對敵人侵略中國，我們反對漢奸出賣中國，我們要集中自

己的力量，一致參加救國運動。”『大美晚報』. 1936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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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각계구국연합회(全國各界救國聯合會) 창립대회에 참석했다. 대회에서

는 항일민족통일전선(抗日民族統一戰線)을 수립하자는 정치 주장이 제기

되었으며 사량·송경령(宋慶齡)·마상백(馬相伯)·심균유(沈鈞儒)·추도

분(鄒韜奮)·장내기(章乃器)·이공박(李公朴)·왕조시(王造時)·사천리

(沙千里) 등 40여 명이 진행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사량·심균유(沈鈞

儒)·추도분(鄒韜奮)·장내기(章乃器)·이공박(李公朴)·왕조시(王造時)

·사천리(沙千里) 등 14 명이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사량은 몇 안 

되는 여성 위원으로서 전국각계구국연합회에서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그 해 사량은 심균유, 장내기, 사천리 그리고 팽문

응(彭文應)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하여 난징으로 가서 청원을 했다. 당시 

난징에서 열린 국민당2중전회에 일제의 침략에 즉각 대항, 민중구국운동 

즉각 허락, 즉각 정치범 석방, 즉각 내전(군사충돌) 중지, 결사·언론·

출판·집회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해 요구했으나 별 진전이 없었다. 5인 

대표단이 상해로 돌아가 300여개의 선전대를 조직하여 길거리로 나서 

대대적인 애국구국운동 선전운동을 펼쳤으며 당시 전쟁에 짓밟힌 쑤이위

안(綏遠)에 있는 군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하면서 만 명

이 넘은 민중과 접촉했다. 이는 난징, 화북, 화남, 서북 등 지역에서의 

애국운동의 전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점차 전국을 휩쓰는 애국구국

운동이 되었다. 

1936년 10월, 만주사변 5주년 시위대에서 국민당 무장 군경에 의해 

중상을 입은 사량이 퇴원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사회장으로 치른 

루쉰(鲁迅)의 장례식에 참석해 구국회 구성원들을 비롯한 만여 명 

추모객과 같이 자발적으로 ‘타도일본제국주의’ 등 애국 구호를 고창하고 

국민정부의 소극적인 항전 태도에 대한 불만을 공공연하게 표출했다. 

중국 최초의 ‘민중장’인 루쉰의 장례식은 실제로 구국회가 설립된 후 

규모가 가장 큰 애국시위가 되었다. 당시 구국회의 구성원이 이미 

수십만 명에 이르렀고 애국구국운동이 전국에 퍼져 중국인들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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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식과 구국운동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다.38  

구국회의 활동을 지켜보는 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의 시각 차이는 

극명했다. 공산당은 항일을 위해 전국 각계각층 각 당파들이 단결해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국회와의 주장이 똑같았다고 

보았다. 반면에, 국민당 정부는 구국회를 심각한 반국가 반정부 

불법조직으로 보았고 상해를 점령하고 있던 일본 측에서 총영사를 통해 

국민당 상해정부에게 ‘심균유, 추도분, 장내기, 이공박, 왕조시, 사천리, 

그리고 사량 구국회 지도자 7명을 체포하라’와 ‘구국회 해산시켜라’ 등 

입김을 강하게 넣은 적도 있었다.  

장개석(蔣介石)은 일본의 압력에 겁을 먹고 또 구국회의 

‘통일항일전선’ 또는 ‘구국전선’을 공산당의 ‘인민전선’과 같은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더불어 당시 민중들이 날로 격렬해지는 항일정서에 우려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11월 22일 국민당은 ‘내전을 중단하고 공산당과 

연합하고 단결해 일치항일’을 주장하고 있던 심균유, 추도분, 장내기, 

이공박, 왕조시, 사천리, 그리고 사량 구국회 지도자 7명을 ‘중화민국을 

해치는 범죄행위’로 기소하고 수감했다. 이른바 ‘칠군자(七君子) 

사건’이었다. 사량은 칠군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다.  

사량은 7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구국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법정을 강연장으로 삼아 항일애국주의 사상을 그때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한편, 감옥에서도 변호사와 여성운동가의 

사명감을 갖고 여범인들의 변호사로 되어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변호, 

권리보호 그리고 항소 등에 관한 방법도 알려주었다.  

사실 사량 등 칠군자가 투옥된 이후, 전국 각지의 애국 단체와 언론 

그리고 지식인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 애국지사들뿐 아니라 싱가포로화교, 

유일중국학생항일회 등을 비롯한 해외애국단체와 교포들 그리고 미국 

교육하자 존 듀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등을 포함한 국제 사회에서 

유명한 16 인까지 칠군자를 즉각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당시 군벌 장학양(張學良)과 국민당 고위급 인사인 풍옥상(馮玉祥) 등 

 
38 卞晉平. 2014. 『史良回憶錄』. 中國文史出版社.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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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칠군자 사건에 대해 불만을 제시하며 칠군재에게 동정과 지지를 

표했다. 특히, 송경령이 칠군자 석방을 위해 첫 번째로 움직임을 

시작했고 항상 일선에 활약했다. 송경령이 주도한 ‘나도 잡아 가둬라’는 

‘구국투옥’운동은 국민당 당국에게 막대한 정치적 압력을 주었고 사량 

등 감옥에 갇힌 칠군자에게 큰 힘과 격려를 보냈다.  

그 후, 칠군자를 지지하기 위한 학생 시위와 전국적인 민중 시위가 

벌였으며 국민당의 민중 지지를 무너뜨렸다. 국민당에 강력한 항의와 

비난이 이렇게 쏟아져도 국민당이 칠군자를 석방할 생각이 여전히 

없었다. 1937년 7.7사변(七七事變)이 발발했고 일군이 전면적인 중국 

침공이 본격화하고 나서야 국민당의 항일정책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제2차 국공합작 정식으로 선포된 지 2주 후인 7월 31일, 국민당이 

드디어 칠군자 7인을 보석 조치했다. 8월 1일, 상해로 돌아온 7인은 

구국회와 다른 애국단체 관계자들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환영회에서 

소감을 발표했다. 사량은 중국여성(부녀)계도 총출동해 열혈로 적의 

머리와 맞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39. 2년 후인 1939년 연초, 사량 등 

7인은 마침내 기소 취하 결정을 고대했다.  

다시 자유를 얻은 사량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바로 항일구국사업에 몸

을 던졌으며 특히 여성계의 항일구국운동에 참여를 발전시키는 데 대단

히 큰 힘을 발휘했다. 항일투쟁을 본격화된 1937년으로 다시 돌아가 보

면 브뤼셀회의40  열리기 직전인 1937년 10월 말 상해여성(부녀)단체들

이 국제반점에서 당시 상해이 있던 각국의 여성 지도자들을 접대했다. 

사량이 그 자리에서 연설을 했고 각국 여성 지도자들에게 ‘진정하고 호

혜적이며 평등한 평화(真正的、互惠的、平等的和平)’
41를 이룩하기 위해 

결코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전했다. 그 후, 사량은 하향응

(何香凝)이 상해여성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일제를 대항하기 위해 

 
39 沙千里 외. 1937. 『救國無罪』. 時代文獻社. p.90 
40 1937년 11월 3일부터 24일까지 벨기 브루쉘에서 열린 국제회의. 또 ‘구국공

약’이라고 부름. 당시 국민정부는 국제사회의 힘으로 일본의 침략을 막아 중국

이 위기를 모면하는 데 크게 기대함. 
41 「各國僑滬婦女界領袖招待會」.『婦女生活』5권 4호. 1937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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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한 중국부녀항적후훤회(中國婦女抗敵後援會)에서 모든 대내외 업무

를 처리하는 총무팀의 일을 맡게 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송미령(宋美齡)이 난징에서 중국부녀위로자위항

전장사총회(中國婦女慰勞自衛抗戰將士總會)를 조직해 전국 각 지역의 여

성계도 신속히 지회를 결성하고 총회와 연락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단결

해서 일치항일과 항일민족통일전선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부녀항적후훤

회도 부녀위로총회에 속하게 되어 중국부녀위로항전장사회상해분회(中國

婦女慰勞抗戰將士會上海分會)로 개명되었다.  

상해지회는 간호훈련반, 봉제봉사단, 부상병위문대, 항전기금모금팀 등

을 설치했으며 사량은 직접 전선에 나가 상해항일전사들에게 위문품을 

나누어 준 적도 있었다. 이 외에, 사량은 상해시각계항적후원회설계위원

회(上海市各界抗敵後援會設計委員會)에서 위원으로 ‘구국공채 모금과 항

일 후원 업무의 수요와 공급 조정 및 현재의 교육 유지’
42등 일을 담당

했다. 또한, 상해전시벽보작업봉사단(上海戰時壁報工作服務團)을 조직하

여 매일의 전쟁 소식과 항일 지식 그리고 후방 민중들이 해야할 의무 등

을 벽보를 통해 시민과 다른 단체에 알려주었다.  

중국 총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2억 2500만 명의 여성들이 항일에 

참가하지 않으면 항일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량은 중국 

여성들을 동원해 항전에 동참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왔다.  

사량은 「婦女生活(부녀생활)」에서 발표된 글에는 여성 동원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법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나라와 민족이 

전쟁의 늪에 빠져들 당시, 여전히 적지 않은 여성들이 항일투쟁과 자신 

간의 관계와 국민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항일투쟁의 중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으며 이 것은 오로지 남자들의 

일이라고 잘못 생각했다.  

또한, 당시의 여성(부녀)동원은 상층부 여성에게 집중하는 편향성을 

보이고 여성운동과 여성항일운동의 주력인 보통(대중) 여성(부녀), 노동 

 
42 「各界抗敵後援會設計委員會首次會」. 『申報』. 1937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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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녀) 그리고 농촌 여성(부녀)을 비롯한 중하층 여성을 소홀히 

했다. 따라서 지식층 여성들이 대부분 여성의 힘을 동원해 그들에게 

항일에 동참시킨다는 것은 자신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임무라는 

것을 인식해야 했다. 지식층 여성들은 종일 위문, 간호 그리고 모금 등 

일에만 몰두하면 안 되고 각층 여성들을 일깨워주어야 하고 교육시켜야 

하고 또한 훈련시켜야 하여 모든 여성들을 항일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해야 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당국이 여성의 힘을 등한히 했다. 사량이 ‘수천 년 

동안 남성들이 정권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도맡아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의 머리 속에서 당연한 일이 되었다.’고 하며 ‘여성들이 여러 번 

노력으로 남녀평등을 민법으로 인정받았지만 남성들의 인습적인 

통치때문에 남녀 지위의 격차는 변한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정부기관에는 극소수의 여성이 업무를 맡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종속적인 역할만 했다. 민족 총인구의 반에 달하는 여성들의 역량은 

전면적인 항일투쟁에서 만만치 않은 부분이며 ‘여성들에게 그들의 힘을 

보태하게 하려면 적어도 항일 사업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사량이 밝혔다.  

세번째 문제는 각계각층의 여성 서로 간, 각 여성단체 간의 연계와 

연대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여성단체 간의 소통이 부족하며 전반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이 결여되었다. 단체들이 긴밀한 연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항일운동의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또한, 상층부 여성들과 중하층 여성들 사이의 관계도 이상적이지 

않았다. 상층부 여성들은 유아독존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하층 

여성을 업신여기고 또 그들과의 소통과 연계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하층 여성들은 호강하고 있던 여성들이 보통 대중과 함께 

매우 힘든 구국 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들의 

항일 참여는 상당히 비체계적이고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사량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지식과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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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가진 여성을 간부로 양성하고 그들을 ‘여성 동원의 견인차’역할

을 발휘하게 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통(대중)여성, 노동 여성 그리

고 농촌 여성을 동원해야 했다. 정부기관은 더 많은 여성을 업무에 참여

하게 해야 했으며 각 계층의 의견을 귀기울여 항일운동사업을 원활하게 

전개하도록 해야 했다. 그리고 각 여성단체는 서로 간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야 했다. 계급과 같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발맞춰야 

했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했으며 같은 목표를 위한 분업과 협력

을 이루어야 했다. 이래야 여성 동원과 항일투쟁사업을 신속하게 각 측

면에서 전개할 수 있었다43. 

민족 해방과 여성 해방의 관계에 있어, 사량은 이번 항전이 식민지의 

억압받는 민족이 민족 해방을 쟁취한 혁명운동이라는 것을 강조했으며 

‘소위 민족해방이란 당연히 남녀 해방을 포함한다. 남자만 해방되고 여

자는 해방되지 않으면 민족 전체가 해방된다고 말할 수 없다. 남녀가 동

등하게 해방을 받아야 민족 전체의 해방을 이룩할 수 있으며 민족의 해

방만이 여성 해방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44)’ 라고 했다.  

또한, 사량은 여성들이 전쟁 후방의 일과 전쟁 전방의 일이 모두 중요

하다고 했으며 여성들이 항일투쟁사업에서 담당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도 언급한 적이 있었다. 여성들은 전방에서는 부상병 간호·여성과 

아동 구호·군대 잡무·위문·운송 등 일을 도맡아 해야 하며 후방에서

는 주로 생산·치안·교통·간호·모금·위문·구제 등을 책임져야 했다. 

그러나 당시 국민당 정부와 군대는 대일 작전에 있어 이전보다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있었지만 항일 이전에 펴져왔던 ‘여성(부녀)귀가론’을 고수

하고 여성들을 차별하는 전통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민중 항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량의 여상과 항일, 여성 

해방과 민족 해방에 관한 주장과 제안은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43 史良. 1938. 「婦女動員中的一點意見」.『婦女生活』. 5권 8호. 2월 15일 
44 “所謂民族解放，當然包括男女解放在內。如果僅是男子解放，女子不得解放，整

個民族就談不上解放。男女同樣得到解放，才能完成整個民族的解放，也只有民族

的解放，才足以保證婦女解放的實現。”『新華日報』. 1938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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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년 국민당 정부는 상해가 함락되면서 충칭으로 수도를 옮겼고 국

민당군사위원회와 기타 많은 정당 기관들은 난징이 함락된 후 우한(武

漢)으로 이전했다. 사량도 우한으로 갔다. 3월, 전시아동보육회(戰時兒童

保育會)가 우한에서 결성되었다. 사량은 보육회의 이사로 유명한 여류 

지사들과 함께 전쟁피해아동을 구조하는 일에 동참했다. 사량은 보육회

의 업무에 열중하고 피해아동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항일투쟁에 

뛰어들어 가족들을 위해 복수를 하도록 격려했다. 보육회의 결성은 5월 

루산(廬山)에서 열릴 여성담화회의 기초를 다졌다. 루산여성담화회에서

는 전국 여성들 사이에서 총괄적인 조직기구인 ‘신생활운동촉진회 부녀

지도위원회(新生活運動促進會婦女指導委員會)’를 발족하고 전국여성통일

전선을 구축해 여성들의 단견을 강화하고 전국여성들이 구국운동에 참가

하는 것을 동원하고 지도했다. 송미령은 부녀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

으며 사량은 부녀지도위원회 산하의 연락위원회에서 주임위원을 맡았다. 

사량은 우한의 각 여성 단체와 전국 각지의 여성청년회, 63 개 위로지회, 

17개 아동보육지회 그리고 기타 43개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락한 뒤 나

중에 충칭에서 전국 280여 개 여성 단체와 업무 연계를 맺었다.45  

같은 해 ‘보위대무한(保衛大武漢)’ 과정에서 사량이 현재 가장 절실하

고 여성과 가장 적합한 일은 바로 구호와 관련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리하여 사량은 지식층 여성·노동 여성·농촌 여성을 모두 동원해 부녀

구호훈련반(婦女救護訓練班)과 우한부녀유동구호훈련대(武漢婦女流動救

護訓練隊) 등을 조직하고 전투와 공습으로 부상당한 병사와 민중을 구호

했다. 아울러, 사량은 아동보행단(兒童步行團)을 설립하여 교통수단 부

족하고도 소개가 시급한 어린이를 구조하는 동시에 우한난민부녀복무대

(武漢難民婦女服務隊)를 조직해 빨래와 구호 등 업무를 수행했다. 한 마

디로, 사량은 각 계층의 여성을 동원하는 데 많이 노력해왔으며 각 여성

단체 간의 연대와 우호적인 협력에도 큰 역할을 하면서 민족의 해방을 

끊임없이 추진했다.  

1938년 10월 27일, 우한이 완전히 함락되었다. 사량은 우한이 

 
45 「目前的婦女救亡工作—史良女士訪問記」. 『新華日報』. 1938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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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당하기 며칠 전에 충칭으로 옮겼고 거기서 계속 항일에 지원했으며 

여성들을 이끌어 모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여성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여 항일구국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항일 승리의 근본적인 

보장이라고 시종일관 여기는 사량은 하층 여성의 항일운동 참여에 관한 

문제를 강조하고 여성들에게 돈이 있으면 돈을 보태고 힘이 있으면 힘을 

보태도록 했다. 사량은 36개 신생활여성작업대을 조직해 주로 

모금·위문·항일 인사의 가족 도움·전쟁피해아동 구제·문맹 퇴치 등 

일을 수행했다. 1939년 사령은 충칭 각계 인사들이 항전을 지원하기 

위한 헌금 활동에 동참했는데 사량의 지도 아래 여성 헌금 활동이 8일 

간 총 1,396,089 원에 달했고 각계에서 이 전 7일 간 실행한 

헌금활동의 총액보다 높았다는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정부와 

각계의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사량은 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들 

위해 전국 여성들을 동원해 50만 벌의 방한복을 모집하고 전선으로 

보냈다. 

사량은 몇 안 되는 여성 참정원(參政員)으로서 46  간신히 얻은 민주 

권리를 소중히 여기며 전국 여성의 목소리를 참정회의에 전달하는 데 

힘썼으며 여성을 동원하여 항일건국으로 동참시키는 것에 관한 많은 

제안을 제출했다 47 . 그 후, 사량은 헌정기성회(憲政期成會)의 유일한 

여성 참정원으로 헌정 운동에 온몸을 던졌다. 1939년 11월, 

부녀지도위원화 주도로 충칭여성계에서 첫 여성헌정회가 열려 1940년 

3월까지 총 7차례 열렸다. 국민대회대표 가운데 여성대표 정원 문제는 

여성헌정회에서 주요 토론한 의제로 열띤 논쟁을 야기했다. 

 
46 1938년 6월, 국방참의회(國防參議會)가 끝난 후 1기 국민참정원(國民參政員) 

200명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여성 참정원이 10명이 있었다. 사량은 그 10명 

중의 하나였다. 
47 구체적인 내용: ‘여성단체를 도와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여성에게 항일건국

사업에 동참하는 것을 동원하고 조직한다. 여성 간부를 훈련시킨다. 전시 여성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향상시킨다. 전시 교육을 실시한다. 식자운동을 보급하여 

문맹을 퇴치한다. 여성에게 직업·기술·군사 등 상식 훈련을 시킨다. ’ 『新華日

報』. 1938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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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헌초(五五憲草) 48 에서 제시한 소선거구제인 국민대회대표 선출 

방법에 따르면 여성들이 당선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량은 

여성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20%-30%의 여성대표를 

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중국은 아직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할 수 없으니 형식적인 남녀평등을 요구하지 않을지언정 

확실하고 적절하며 실행가능한 여성대표의 정원을 요구한다.’라고 

사량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덧붙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국민대회여성선거회를 조직하고 단체마다 대표 한 

명을 지정해서 참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사량은 이런 식으로 선출한 

대표는 각계각층의 여성 그리고 전국 여성을 대표할 수 없기에 극히 

반대했다. 이를테면 여성 선거 참여 문제에 관해 심한 의견 대립을 통해 

당시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갖는 여성들이 부녀지도위원회에서 일을 

수행했을 때 크고 작은 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여성통일전선 내부에서 투쟁과 갈등이 존재했다. 여성의 지위는 여성 

자신들이 쟁취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는 사랑은 제2차 헌정운동에서 

여성대표 정원 문제와 여성 지위 문제에 대해 거듭 천명하고 2가지 

제안을 제출했으나 당시 정부의 부작위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과 결과를 

이룩하지 못했다. 여성 참정과 헌정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사량은 명실상부한 중국헌정운동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할 수 있다. 

1940년 사량은 연인인 육전동(陸殿棟)과 결혼식을 치렀다. 

하버드에서 국제법을 전공했던 육전동은 프랑스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 프랑스 조계지 경찰서에서 통역을 맡았다. 

사량은 정치범을 구하는 일에 몸을 던지는 그때 육전동과 만났다. 두 

사람은 업무상의 소식을 서로 전하는 과정에서 정이 나날이 깊어졌다. 

1937년, 사량이 체포될 당시, 육전동은 어디 떠나지도 않았고 사량을 

여러 측면에서 지지하고 사령을 감옥에서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두 사람은 결혼한 후, 친자식이 없지만 사량 동생 사공재(史公載)의 

1남 1녀 2명을 입양했다. 사량은 나중에 결혼에 관한 생각에 있어, 

 
48 1936년 5월 5일 국민정부가 제정한 중화민국헌법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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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독신주의를 주장해 본 적이 없지만 직장생활의 걸림돌(출산과 

집안일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결혼은 사적인 행복이라도 이를 

희생하고 일을 많이 해야한다며 자신이 자신의 일을 우선시해야 해서 

자신의 행복을 희생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49  

1942년 사량은 다른 구국회 지도자들과 함께 중국민주정단동맹(中國

民主政團同盟)에 가입했다. 1944년 중국민주정단동맹은 중국민주동맹으

로 개편되었으며 사랑은 민맹충칭시위원회 위원 겸 조직부 부장으로 당

선되었다. 1945년 7월 15일, 중국부녀친목회(中國婦女聯誼會)가 공식적

으로 결성되었으며 사랑은 친목회의 상무이사를 맡았다. 그 후 곧 항일

전쟁의 승리를 맞이했으며 친목회는 충칭, 쿤밍(昆明), 상해, 청두(成都), 

난징, 북경 등 지역에서 지회를 설립하고 각계각층의 애국 여성들을 단

결시켜 정치적 민주와 여성해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사량은 항전 

끝난 후 여전히 중국의 완전한 해방과 여성 해방에 몸을 던져 분주했다. 

신중국 건립된 후 사량은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 초임부장으로 활약하면

서 여성의 권익과 결혼 자유 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혼임

법」을 제정하는 사업을 주관하여 중국의 사법 발전과 여성해방운동을 

이끌고 크게 기여했다. 

 

 

 
49 韜奮. 2017.『經歷』. 三聯書店.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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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 및 논의 
 

제2장에서 나라와 민족의 해방 그리고 여성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해 

온몸을 헌신하는 김순애와 사량의 생애와 활동 양상에 대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았는데 이 장에서는 사량과 김순애 여성 항일 구국 

운동가로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출신과 교육 배경, 활동 지역과 활동 

내용 그리고 활동 사상 등에 대해 비교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 여성이 항일구국운동에 전반적인 참여 양상을 정리하여 

도출하며 여성들의 활동에서 드러내 보이는 다중적 교차성과 원인을 

탐구하면서 여성 해방과 민족해방 간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1. 비교 분석 

 

1889년 황해도 장연군에서 태어난 김순애는 만석꾼의 대지주인 기독

교 집안에서 성장하여 일찍이 신문물과 기독교 사상을 접촉하며 가족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분주하는 모습을 보고 영향을 많이 받아 일찍이 

민족정기를 갖게 되었다. 또한, 정신여학교에 입학한 후 신여성으로서 

교육과 민족 해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중국으로 망명하고 특히 김규식

과 결혼한 후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몸담기 시작했다. 김순애는 상해대

한애국부인회의 영도자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적십자

회, 의용단, 한인거류민단, 임정경제후원회, 한인여성청년동맹 그리고 재

건한국애국부인회 등 다양한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 

남편 김규식의 독립운동 활동을 내조하고 지지함으로써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한민족의 해방을 위해 30여 년간 온몸을 이바지했다.  

한편, 사량은 1900년에 중국 장쑤성 창저우의 한 몰락한 사대부 

집안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아버지에 따라 근대 교육을 접해 

여권신장 의식과 민족의식을 마음 깊은 속에서 심어주었으면서 학창 

시절에 애국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해 왔고 1927년 법대를 졸업한 

후 여성 관련 단체 및 정부기관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제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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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큰 힘을 경주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발발한 이후 사량은 

변호사의 신분으로 본격적으로 항일구국운동에 동참했고 후일에 

상해부녀구국회의 주석으로 또는 ‘칠군자’의 일원으로 다양한 조직의 

지도자로 항일투쟁에서 남다른 리더십을 제시한다.  

두 사람의 생애와 활동 내용에 대한 비교는 다음과 같다. 

 

<표 1> 사량과 김순애의 여성항일구국운동 비교 

    성명 

항목 
김순애 사량 

일    생 1889.05.12-1976.05.17 1900.03.27-1985.09.06 

출 신 지 
한국(현 북한) 황해도 장연군 

양반명문가  만석꾼의 대지주 

중국 장쑤성 창저우 

몰락한 사대부 집안 

출신학교 
정신여학교(연동여학교), 

명덕여자학원(明德女子學院) 

창저우여자사범학교 

(常州女子師範學校)， 

상해법정대학(上海法政大學) 

종    교 기독교 / 

배 우 자 
김규식 

1919년 결혼함 

육전동(陸殿棟) 

1940년 결혼함 

자    녀 

의붓아들 진동 

장녀 한애(1923), 차녀 

만애(1924), 삼녀 우애(1925), 

아들 진세(1928) 

동생 사공재(史公載)의 1남 1녀 

2명을 입양함 

대표 관직 

상해대한애국부인회 대표 

재건한국애국부인회 회장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 

상해부녀계구국회 조직자/이사 

중국 초임 사법부 부장 

주요활동지역 
치치하얼, 난징, 상해, 한국 국내, 

텐진, 충칭 등 
상해, 난징, 우한, 충칭 등 

중심활동 • 신한청년당 입당, 국내으로 • 중국혁명호제회에 가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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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입 (1919.02) 

• 상해대한애국부인회 

조직함(1919.04) 

• 대한적십자회 재건(1919.07) 

• 대한독립의용단 조직. 유일한 

여성발기인(1920.01) 

• 상해 각 남녀학교에서 

연설함(1920.03-04) 

• 높은 득표수로 대한인거류민단 

의원으로 선출됨(1920.09) 

• 국민대표회기성회 위원으로 

선출됨(1922.04) 

• 국민대표회에 참가함 

(1923.01-05) 

• 대한민국임시정부 경제후원회 

유일한 여성위원으로 

맡음(1926.07) 

• 한국독립당 산하 

한인여자청년동맹 

집행위원으로 맡음(1934) 

• 조선민족혁병당 중앙위원, 

감찰위원으로 맡음(1941) 

• 충칭에서 한국애국부인회를 

재건하고 주석을 

맡음(1943.01) 

• 한국애국부인회 대표로 재중국 

자유한국인대회에 참가함. 

대한민국임시정부 생계부 

생활위원을 맡음(1943.05) 

변호사로서 정치범을 구하는 

일에 동참함(1931) 

• 상해각계부녀기념회에서 

여성의 책임에 대해 

발언(1932.03) 

• 상해부녀계구국회 조직하고 

이사로 맡음(1935.12) 

• 상해각계구국연합회 결성하고 

집행위원으로 맡음(1936.01) 

• 전국각계구국연합회 결성하고 

집행위원, 상무위원으로 

맡음(1936.05) 

• 심균유, 장내기, 사천리 그리고 

팽문응(彭文應)과 함께 

대표단을 구성하여 난징으로 

가서 ‘내전 중지, 일치항일’에 

대해 청원함(1936.07) 

• 루쉰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대규모 애국시위를 

조직함(1936.10) 

• ‘칠군자 사건’, 국민당에 

체포됨(1936.11) 

• 심균유 등과 함께 석방되고 

국민정부의 초정으로 난징으로 

가서 구국운동에 대해 의견 

발표함(1937.08) 

• 중국부녀항적후원회 총무팀 

팀장과 

상해각계항적후원회설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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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 회계 검사원 

조리원을 맡음(1944) 

•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귀국함(1945.11) 

위원으로 맡음(1937.08) 

• 우한에서 전시아동보육회 

결성하고 이사로 

선출됨(1938.02) 

• 루산여성담화회에 출석하고 

부녀지도위원회 산하의 

연락위원회에서 주임위원을 

맡음(1938.05-07) 

• 국민참정회 참정원으로 

선정됨(1938.06) 

• 충칭에서 헌금 활동과 방한복 

모집 활동을 적극 주도함 

(1939) 

• 헌정기성회의 유일한 여성 

참정원으로 선출됨(1939.09) 

• 총 7 차례의 여성헌정회를 

주최하고 국민대회대회 

여성대표 비례 문제에 대해 

경력하게 주장함(1939.11-

1940.04) 

• 다른 구국회 지도자들과 함께 

중국민주정단동맹에 

가입함(1942) 

• 충칭에서 제2차 헌정운동에 

적극 참여함. 민맹충칭시위원회 

위원 겸 조직부 부장으로 

당선됨(1944) 

• 중국부녀친목회를 결성하고 

상무이사로 맡음(1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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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활동 

•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여성 교육사업에서 

활약함  

• 통일 정부 수립, 좌우합작 등 

남편 김규식의 정치활동을 

내조하고 지지함 

• 한반도 통일을 위해 

정치활동을 펼침 

• 신중국 사법부 초임부장으로 

활약하고「중화인민공화국혼임

법」제정사업 주관함 

• 부녀연합회 부주석으로 

중국부녀대표단을 인솔하여 

해외로 나가 기타 국가를 

방문하고 현지 여성들과의 

교류를 많이 추진함 

역사적 평가 

/ 보훈 상훈  
건국훈장 독립장 (1977) 

• 여중호걸 (모택동 毛澤東) 

• 중국공산당의 오랜 친구, 

영광스러운 애국민주전사, 

중국의 걸출한 여성 혁명가 

(등영초 鄧穎超) 

‘60년 중국 영향력 여성’
50 

 

1) 공통점 

 

<표 1>에서 보듯이 두 명의 여성독립운동가의 공통점은 집안 환경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을 떠나 개방적인 사상을 갖는 집안에서 태어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신식 교육을 받게 되었다. 김순애의 집안은 

김필순, 김필례, 김마리아, 서병호 등을 비롯해 한국의 근대화와 독립에 

기여한 인물을 많이 배출했으며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피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지지하고 힘이 되었다.  

한편, 박식하고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량의 아버지 사강이 봉건주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혁명 단체 동맹회(同盟會)에 가입했고 

 
50 신중국 건립 60주년 기념 활동에서 ‘60년 중국 영향력 여성(60年中國影響力

女性)’으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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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량이 입학하기 전에 집에서 글씨와 많은 역사 이야기를 

가르쳐줬으면서 초보적인 민족의식과 애국 사상이 싹트게 되었다. 

사량의 큰 언니 사백수가 여성 교원으로 애국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사량에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가정 분위기 아래 

김순애와 사량은 일찍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마음속에서 진보적인 민족의식을 일깨워주었다. 그 후, 두 사람은 모두 

여자학교에서 근대교육을 받는 동시에 민족 정신에 관한 교육도 철저히 

받게 되었으며 여성 의식도 함양하게 되어 전통적인 여성과 다른 면모를 

갖는 진취적인 신여성의 길로 가기로 다짐했다. 이 외에, 후일에 두 

사람은 모두 항일구국 여정에서의 동지이자 동반자와 결혼했다.  

또한, 두 사람의 활동 지역과 활동 내용에 있어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김순애는 중국에서 망명생활을 시작한 후 오빠 김필순이 살고 

있는 치치하얼을 떠나 언니 김구례와 형부 서병호가 살고 있던 난징으로 

옮겨 명덕여자학원(明德女子學院)을 다녔고 1919년 난징에서 김규식과 

부부가 되었다. 김순애는 김규식과 결혼한 후 곧바로 상해로 이주했고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는 것을 위해 준비했으면서 독립운동의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사량은 1927년 상해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변호사로 취직하기 

힘드는 바람에 일단 난징에 위치한 정부기관에서 일했다가 부녀협회로 

이임하여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누리겠다는 권리를 위해 

활약했으며 1931년 다시 상해로 돌아가 변호사로 안건을 처리하면서 

중국공산당 외곽 조직인 ‘중국혁명호제회(中國革命互濟會)’에 가입해 

변호사의 신분으로 정치범을 구하는 일에 동참했다.  

제2차 청일(중일)전쟁이 전면적으로 발발한 1937년 이전에 김순애와 

사량은 주로 상해를 중심으로 항일구국활동을 전개했다. 1937년 제2차 

상해사변(상해전투)의 실패에 따라 1938년 중국국민정부가 충칭으로 

수도를 옮겼고 사량도 같은 해 10월에 충칭에 도착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항일에 힘을 보탰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국국민정부의 도움으로 1939년 경 충칭에 도착하여 정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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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 남편 김규식이 쓰촨대학(四川大學) 교수로 취직하게 된 까닭에 

이미 쓰촨 청두(成都)로 이사해온 김순애는 1943년 1월에 충칭으로 

옮겨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지원해 왔다. 즉, 사량과 김순애의 

항일구국활동은 난징으로 시작해 상해에서 본격적으로 펼쳤으며 시국에 

따라 활동지역을 충칭으로 이전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활동 내용에 있어서는 김순애는 상해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임시정부와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여성들이 특유한 역량을 발휘하여 

임시정부와 그의 독립 활동을 다방면적으로 지원했다. 한편, 사량도 

초기에 여성계 관련 인사와 단체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 특히 

상해부녀계구국회의 조직자와 영도자로서의 여성단체활동을 시작으로 

여성들이 항일운동의 참여를 동원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여성단체에서 일정한 활동 경험을 쌓아온 후, 두 사람은 남성들과 함께 

투쟁하고 국권회복의 중책을 나란히 짊어졌다. 김순애는 유일한 여성 

발기인과 단원으로 손정도·김철·김구·김림·윤현진 등과 함께 

무장단체인 대한독립의용단을 조직했고 또 임시정부의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임정경제후원회의 9 명 위원 가운데 유일한 여성으로 

임정의 재정지원활동에 온갖 노력을 경주했다. 유사하게도 사량은 

상해각계구국연합회와 전국각계구국연합회의 결성을 이끌었고 구국회의 

집행위원으로 국민정부에게 ‘내전 중지, 일치 항일’을 호소했으나 

‘칠군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으로 온갖 시련을 겪었으며 충칭시기에 

헌정기성회(憲政期成會)의 유일한 여성 참정원으로 헌정 운동에 온몸을 

던졌고 여성의 참정권, 교육권 등 남성과 동등하게 누리겠다는 기본 

권리의 획득과 보장을 위해 분주했다.  

또한, 두 사람은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고수하는 데 유사점이 있다. 

김순애는 자신이 대표하는 애국부인회의 공론과 달라도 독립운동의 

효과적으로 개전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를 재창출하자는 창조론을 

견지했으며 사량도 역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을 중지하고 

일체단결하여 항일하고 통일항일전선을 만들자는 생각을 단 한번도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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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두 사람은 일제의 억압과 가부장제의 차별에 

대해 불복종 정신을 가지고 여성으로서 각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리더십을 철저히 발휘하면서 민족 해방과 여성 해방을 위해 

공적영역에서 적극 활동했다. 

그러나 복잡한 시국에 또 여성으로서 민족 해방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부장제 정부 아래 벌어진 활동의 제한과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와 정파의 의결 이익 충돌로 인해 갈등이 나

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순애와 사량이 항일구

국활동에서 직면했던 어려움도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

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김순애는 겪었던 힘듦이 더욱 다양하고 남성이 

주도하는 독립운동 특히 주로 임시정부에 부속한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

이 많은 제한을 가져왔으며 대부분 여성들이 보조적인 역할밖에 수행할 

수 없었다. 또한, 애국부인회는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을 위주로 조직

한 단체이라는 점을 착안해 보면, 김순애를 비롯한 여학생 출신인 신여

성과 정정화를 비롯한 현모양처 출신인 구여성 사이의 긴장과 대립도 없

지는 않았다.  

사량에게는 많은 내부적 차이가 존재하는 지식인 여성, 노동 여성 그

리고 농촌 여성들을 어떻게 서로 이해시켜 손을 잡아 항일운동에 참여하

는 것은 동원하는 것은 우선적인 임무였다. 비록 루산여성담화회에서는 

발족된 전국 여성들 사이에서 총괄적인 조직기구 ‘신생활운동촉진회 부

녀지도위원회(新生活運動促進會婦女指導委員會)’는 전국여성통일전선을 

구축해 여성들의 단견을 강화하고 전국여성들이 구국운동에 참가하는 것

을 동원하는 것을 목적에 두었지만 다양한 여성단체와 다양한 정파에서 

나온 부녀지도위원회 회원들이 지도위원회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다른 입장과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국민대

회대표 선출에 있어 여성 대표의 비례와 관련된 논쟁을 통해 이 점을 충

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 전면항전시기에 특히 ‘완남사변(皖南事

變)’ 이후 국민정부는 반공정책을 다시 적극 추진했고 여성항일통일전선

을 분열시키려는 것을 시도하면서 보수적이고 시국에 부합하지 않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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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귀가론’을 다시 공식적으로 꺼내 기관지에서 관련 언론을 발표했고 국

통구(국민 정부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 여성들의 헌금 활동을 중단

시켜 공적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성들을 해고하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강요했다. 이러한 여성들을 차별하는 전통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남성 중심으로 주도하는 분위기 아래 사량이 여상과 항일, 여성 해

방과 민족 해방에 관한 주장과 제안은 적극적으로 제시해도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따라서 남성 중심의 조직 아래 펼쳐진 이 두 사람의 여성항일운동은 

어찌 보면 가부장제의 억압과 차별과 여성 내부에서 나타나는 차이성으

로 어려움을 겪는 데에 공통한 점이 있다. 

두 사람의 적극적인 항일구국운동을 지탱하는 신념과 의식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성과 국가, 민족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에 

있어도 유사한 점을 가진다.  

우선, 두 사람은 나라와 민족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나라를 

되찾는 데 여성은 남성과 다를 것이 없는 것에 일치한 인식을 갖고 있다. 

김순애를 중심으로 조직한 대한애국부인회는 ‘우리는 남자의 부속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이다. 여성국민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자득하며 

결사조직을 한 것이다.’는 내용을 밝힌 적이 있었고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독자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1943년 한국애국부인회가 

재건된 후 채택한 ‘7개 항의 강령’에서도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기술했다. 이와 아울러, 사량은 여성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임무는 나라를 구하는 데에 있으며 완전한 해방을 위해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나란히 투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후일 

그를 중심으로 조직한 상해부녀계구국회는 비숫한 내용을 담은 

「여성에게 고한다 (告婦女書, 고부녀서)」를 발표하여 여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위업에 동참하도록 호소하고 동원했다.  

둘째로, 여성들의 진정한 해방은 민족의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순애는 여성이 대한의 국민으로 남성과 함께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해 투쟁에 들어가야 하고 이러한 기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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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와 지위를 누리겠다는 견해는 ‘7개 항의 

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편 사량은 ‘소위 민족해방이란 당연히 

남녀 해방을 포함한다. 남자만 해방되고 여자는 해방되지 않으면 민족 

전체가 해방된다고 말할 수 없다. 남녀가 동등하게 해방을 받아야 민족 

전체의 해방을 이룩할 수 있으며 민족의 해방만이 여성 해방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51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순애와 사량은 여성 내부의 연대에도 매우 강조했다. 

사량은 지식인 여성을 비롯한 상층부 여성이 여성운동과 여성항일운동의 

주력인 보통(대중) 여성(부녀), 노동 여성(부녀) 그리고 농촌 

여성(부녀)을 비롯한 중하층 여성과 협력하여 항일에 동참해야 한다며 

각 단체들도 역시 긴밀한 연대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항일운동의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부녀지도위원회 산하의 연락위원회에서 주임위원을 맡은 동안 전국 

각지의 여성단체들과 우호적인 업무 연계를 적극적으로 맺었다. 

김순애도 마찬가지로 국내외 각지의 부인회와의 연대와 협조가 

중요시하고 상해애국부인회 결성 초기에 각 부인회에 연대와 협조를 

요청하는 공한을 보냈다. 즉 두 사람은 여성들의 역량을 통합해서 

여성항일구국운동을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와 사량은 민족이 해방된 이후 나라의 발전과 

여성의 지위를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여해 왔다. 김순애는 광복 이후 남편 김규식과 함께 귀국했고 

김규식의 좌우합작, 통일정부 수립 등 정치활동을 적극 내조하고 

동참하는 동시에 교육자로서 모교인 정신여자중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으로 활약하고 여성 교육과 여성 인재의 배출에 기여했다.  

한편, 사량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 이후 중국사법부 초임부장으로 

중국의 법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여성 권리의 획득과 보장에도 
 

51 “所謂民族解放，當然包括男女解放在內。如果僅是男子解放，女子不得解放，整

個民族就談不上解放。男女同樣得到解放，才能完成整個民族的解放，也只有民族

的解放，才足以保證婦女解放的實現。” 新華日報 1938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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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기여했다. 특히 1950년 5월 1일 신중국이 건립된 후 첫번째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中華人民共和國婚姻法)」이 정식으로 

시행되었고 ‘이는 모든 남녀의 이해관계에 관한 법률이며 헌법 다음으로 

보편적인 법률이다’는 평가를 향유하는 새로운 혼인법은 수많은 억압을 

받는 여성들이 자유와 신생을 얻게 되었다. 새로운 혼인법 시행의 

이면에는 사량의 꾸준한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량은 

부녀연합회(婦女聯合會) 부주석으로 중국부녀대표단을 인솔하여 해외로 

나가 기타 국가를 방문하고 현지 여성들과의 교류를 많이 추진했다.  

그러나 사량과 김순애는 자신의 기여한 만큼 조명과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는 사량이 문화대혁명에서 박해를 당한 사건과 김순애의 

납북사건 등 정치적 원인과 여성항일운동가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돌릴 수 있다.  

 

2) 차이점 

 

김순애와 사량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공통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바로 종교, 결혼 및 자녀 양육, 

각자 민족 해방의 특수성이다.  

나라를 잃고 무력함에 빠진 애국 지사에게 기독교 신앙은 마치 

희망이고 원동력이었다. 한국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독교 

인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외곽 조직의 

결성과 운영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당시 여성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고 주도한 세력들도 대부분 기독교 여성들이었다. 무신론자인 

사량과 달리 김순애는 한국 기독교의 발상지인 송천리에서 태어나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여 확고한 기독교 정신을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았고 또 후일에 기독교 학교인 연동여학교(정신여학교)에 입학해 

근대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 정신도 더욱 깊이 있게 배웠다.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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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생활을 시작하고 독립운동에 동참하는 김순애는 여성독립운동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서 기독교 신앙으로 나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은 많은 어려움을 견뎌나갔다. 

또한, 결혼·출산·자녀양육에 있는 차이점은 김순애와 사량의 

항일구국활동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남성 중심으로 전개한 독립운동의 

분위기 아래 김순애는 여성계와 정치계에서 나름대로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중심 인물인 남편 김규식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적 영역에서 뒷받침해주었다. 김순애는 김규식이 파리로 출발할 

때까지 낮에는 신한청년당의 일을 처리했고 밤에는 김규식의 의복의 

바느질 등을 생활상의 준비로 매일 밤을 새워 바쁘게 지냈다. 또한, 

남편을 독립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김순애는 가계를 유지하는 중임을 

감당했다. 독립운동자들의 옷 세탁과 삯바느질을 맡았고 하숙을 치고 

가르치기도 했으며 집에서 와이셔츠 공장도 차려 주문을 많이 받아 

가계를 보탰다. 남편을 대신하여 가장의 책임을 짊어진 김순애는 만성 

위장병과 소화불량증, 간질병이 있는 남편을 위해 매일 하루 세 번씩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세심한 아내의 역할을 철저히 다했다. 이 외에, 

김순애는 여성을 보는 전통적인 시각이 가장 중요시하는 여성의 출산과 

자녀 양육 역할도 제대로 수행했다. 김규식이 1919년 2월 초에 상해를 

떠나 해외에서 대한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분주했고 1921년 1월 

18일에 다시 상해로 돌아올 때까지 김규식과 전부인 사이의 아들 

진동을 데리고 같이 지냈다. 김순애는 양복을 직접 만들어 진동에게 

입힌 것과 같이 진동에게 어머니로서의 진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어 둘이 

매우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 후, 김순애는 김규식과의 사이에 

1923년 장녀 한애, 1924년 차녀 만애, 1925년 삼녀 우애 그리고 

1928년 아들 진세를 출산했다. 특히 남편이 베이양대학(北洋大學) 

교수로 부임함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톈진 이주했고 독립운동을 잠시 

중단하는 동안 육아와 가정을 꾸리는 데 집중했다. 즉, 전통적인 

부부생활의 양상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사량은 정치범을 구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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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지 경찰서에서 통역을 맡은 육전동과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정이 

들어 1940년에 충칭에서 결혼을 했다. 김순애 ·김규식 부부와의 

상황은 달리 남편 육전동은 오히려 아내 사량의 공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더 많이 후원해주고 뒷바라지했다. 두 사람 사이에 친자식이 

없었고 사량 동생 사공재(史公載)의 1남 1녀 2명을 입양했다. 사량은 

출산과 집안일 등을 직장생활의 걸림돌로 여기고 이러한 곤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 결혼과 같은 사적인 행복이라도 이를 희생하고 자신의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실제로도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매우 바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못했다. 따라서 여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의 시각에서 보면, 

사량과 김순애는 적지 않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순애는 

사량보다 사적 영역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을 더 많이 수행했고 이는 

어찌 보면 김순애의 여성항일구국운동에 일정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나 

그의 사적 영역에서의 희생과 기여는 또 역으로 남편 김규식이 독립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뒷바라지이자 원동력이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더불어, 독립운동을 해외에서 펼치는 과정에서 

국내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데에 한인여성들이 임정 요원의 안살림 뒷바라지와 

한인 2세대의 돌봄과 교육 등 재생산 기능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많이 감당해야 했다. 또한, 해외(중국)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그리고 중국에서 

독립운동 지지하는 세력을 키우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 비록 

김순애와 사량은 모두 여성 내부의 연대를 중요시하나 당시의 

정세때문에 김순애는 중국 청년과의 연대를 비롯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도 매우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순애는 상해에서 순회강연회를 

주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중국 청년여성들의 공감을 자아냈고 또 다른 

활동을 통해 중국의 다양한 단체 조직들과의 연대를 이룩하기 위해 

애썼다. 그 외에, 김순애는 무장투쟁의 성격을 갖는 투쟁적인 단체 

의용단에 가입하는 것은 사량의 항일활동양상과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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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김순애와 사량은 확고한 민족정기를 갖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일찍이 

근대 교육과 여성 교육을 받아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과 여성 의식을 

형성했으며 이 두 사람의 민족의식은 또한 여성문제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후 두 사람은 여성계의 활동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지역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연대 

의식을 발휘하여 여성항일단체에서 활약하는 동시에 몇 안 되는 또는 

유일한 여성으로 남성 운동가와 함께 나란히 구국 활동을 추진해 왔다. 

또한, 항일투쟁의 동지인 자와 결혼하고 갖고 있던 혈연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했다는 데에서도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외독립운동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김순애는 해외에 나가는 한인여성으로 

독립운동을 참여하고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데 더 많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또한 자녀 출산·양육과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인 남편 김규식의 활동과 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일을 잠깐 중단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집중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비교해 보면, 남편에 비해 더욱 중심 지위에 서 있고 출산을 

하지 않은 사량은 자신의 일에 더 집중했으며 김순애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 여성항일구국운동으로 본 여성 해방과 민족 해방 

 

앞 부분에서 고찰해 본 맥락으로 여성 교육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의 수행 그리고 연대 의식은 여성항일활동의 효과적인 전개 더 

나아가 여성 해방과 민족 해방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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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3 가지 요인을 여성의 항일활동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중층적 교차성이 존재하는지 또 

이들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 다음 여성 해방과 

민족해방 간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한다. 

 

1) 한중 여성이 항일구국운동에 전반적인 참여 양상 

 

김순애와 사량을 비롯한 상층부 지식층 여성의 항일구국활동을 그 

당시 모든 한중 여성의 항일구국운동의 참여양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지만 두 사람의 활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 특히 두 사람이 여성계에서 

여성들을 동원하는 사업 추진 양상을 통해 당시 양국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중국 여성과 재중 한인 여성들의 전반적인 

항일구국활동은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항전 시작한 후 대부분 남성들이 정규군으로 혹은 게릴라로 전선에 

나갔기 때문에 후방 전선에 있는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책임지게 되면서 농업과 공업 등 생산 영역으로 진입해 후방의 민중과 

전선에 있는 남성들이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지원하게 되었다. 경제적 

생산적 동원 외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남성의 수가 부족할 경우 

여성들이 총을 들고 전선 군대나 게릴라로 나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다. 물론, 여성들이 출산·돌봄·교육 등 전통적인 성 

역할도 계속 어깨에 짊어졌다. 전선에서 부상자를 간호하고 항일 선전 

임무를 도맡았으며 후방에서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르는 것과 가사노동 등 

재생산 임무도 수행하고 사회에 나가 모금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여성들이 항일구국운동에 다양한 형태의 참여에 따라 여성해방운동도 

민족해방운동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당시 중국여성들의 참여 양상을 보면, 사량 등 여성단체 선두자들의 



 

 67 

무한한 노력으로 지식인 여성과 노동 여성 그리고 농촌 여성을 연결하여 

여성 내부에는 계층과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여성들은 

민족해방전쟁에 참여하자는 동원을 받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민족해방에 투신했다. 국가와 정당들이 민족 해방과 여성 해방을 위해 

산출해낸 프로그램을 여성들이 순조롭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개인과 

지역을 초월한 전국적인 여성 단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해부녀구국회（上海婦女救國會）등을 비롯한 각 지역의 여성단체가 

결성하는 동시에 「婦女生活(부녀생활)」과 같은 여성 간행물도 많이 

발간했다. 이므로 전국부녀(여성)항일민족통일전선이 결성하게 되었으며 

더 큰 규모의 운동을 시작하게 했다. 중국여성들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경우도 많았으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모성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족해방에 기여할 경우는 더 보편적이었다. 간행물과 노래 

그리고 소설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민족적 정서를 표현하고 항일 

선전과 여성들이 민족의 처지와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 

당시에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이 단지 남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족해방에 중요성이 

더 두드러진 여성들의 기여는 후방 지원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여성들은 모금, 간호, 운반, 빨래, 바느질 등 성별분업을 두드러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했다. 특히 당시 매우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여성들은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매어 돈과 물자를 

기부하고 모집하는 데 큰 기여를 주었다. 농업과 경공업 생산에 

진입하는 동시에 여성들은 자식의 돌봄과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집도 

절도 없는 고아들의 돌봄과 교육에 책임을 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국가와 정당에 필요에 따라 여성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여성 의원들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한 제안서도 많이 제출했다. 이런 사상과 실천 두 가지 

측면에서의 노력을 통해 중국여성들이 자신들의 포지션과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되고 새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의해 

여성들은 항일운동에 투신과 가족 양립의 딜레마를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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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한인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참여 양상을 보면, 중국 여성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상해 한인 여성들의 활동은 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대한애국부인회의 산하에서 전개했다. 한인여성들은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임정 남성의 인력 

부족으로 여성들도 공적 영역에 들어가 임정의 운영을 도맡았다. 그들은 

한국 국내와 다른 해외 독립 세력과 부인회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아울러 실천했으며 중국의 여러 정치 단체, 여성 단체와도 연락을 

유지하고 교류하면서 예배당, 학교 등 장소에서 계속해서 연설 등 

활동을 통해 선전하게 했다. 중국 여성과 같이 광복군에 가입해 

직접적으로 해방 전쟁에 참전한 여성들과 부상자들을 간호해준 여성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김순애, 김 마리아 등 이는 몇 안 되는 또는 

유일한 여성으로 남성 중심의 정치적 단체에서 남성들과 함께 나란히 

활동을 펼치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에 비해 당시 한국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드물었지만 당시 김마리아가 여성으로서 의정원 

의원에 선임되는 최초의 선례가 되었다는 것이 여성들에게 큰 고무를 

주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해외에 운영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해외 

한인 여성들은 보다 더 많은 전통적인 여성 역할을 감당했다. 또한, 

재중 한인 여성들이 대부분 임시정부의 부속 조직 아래 독립 활동을 

쳤기 때문에 독자적인 활동의 전개는 매우 어려웠으며 보조적인 역할을 

더 많이 맡게 될 수 없었다. 여성들이 임정 남성들이 하기 어려운 

임정의 온갖 뒷바라지를 도맡아 했으며 독립운동가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돌보기는 물론이고 어린이들의 한국어 교육과 

독립운동을 대비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교육에도 책임을 졌다. 정정화와 

같은 가족의 독립운동에 참여에 따라 해외로 건너온 여성들이 처음에 

사적 영역에서 가사노동과 돌봄과 같은 전통적인 성별 분업만 했으나 

나중에 가족들과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들과 함께 포괄적인 독립운동을 

넘어 민족해방에 직접적으로 투신한 경우가 많았다. 가족을 따라 상해로 

건너온 구여성이든 근대 교육을 받아 스스로 독립운동에 투신한 

신여성이든 모든 해외 한인 여성들은 임시정부와 해외 독립운동이 



 

 69 

지속될 수 있었던 원동력과 구심점으로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주체성을 

발휘하여 민족해방에 이바지했다. 

 

2) 젠더와 민족의 교차성 

 

항일구국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대부분 남성들이 전선에 나가 

나라를 되찾는 데 투신했으며 후방에서 남성의 부재는 여성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민족해방의 책임을 도맡아 하게 되면서 젠더 측면에서 과거에 

받았던 차별대우가 어찌 보면 희석되어 남성들이 주도하는 세계 즉 

공적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 사회가 

여성들에게 부여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은 민족해방운동까지 

확장되었다. 

 

 

여성 교육과 공적영역으로 진출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국민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지적, 경제적, 정신적 실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설력론이 있었다. 여성 해방에 있어서는 ‘女子 解放 問題의 本質은 그 

精神的 生命을 充分히 發揮케 하야써 圓滿한 人格을 養成케 함이니 그 

第一方法은 教育의 振興이라’고 하니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52 

항일투쟁 당시 중국국민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처 

 
52 「女子解放의 問題」. 『東亞日報』. 1920년 6월 2일. ‘여자 해방 문제의 본

질은 그 정신적 생명을 충분히 발휘케 하야써 원만한 인격을 양성케 함이니 그 

제일방법은 교육의 진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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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도  여성 교육을 아낌없이 추진했다. 여성들은 근대교육을 받으면서 

문화 지식을 배우는 것 이외에 부상병 간호·구호하는 법 등도 함께 

배웠다.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여성이 국민 의식과 민족적 책임감을 

갖게 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여성을 민족 해방에 동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신여성과 여성 간부들을 배출해 여성의 고유한 

역량을 응용하여 더욱 많은 여성들의 항일 참여와 생산 참여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공적 영역으로 나가서 자아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또한, 근대 교육을 받으면서 여성 

문제의식과 민족의식을 수용하는 여성들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의 각종 

지배와 차별에 대해 각성하게 되면서 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억압의 

축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했고 자신의 권리를 위해 반항했다. 당시 

한중 양국 정부가 여성 교육을 중요시하는 것은 II장에서 김순애와 

사량의 활동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다. 김순애는 

상해순회강영회에서 ‘국적을 대함은 군기재정만 아니오 교육에 

있다’라는 주체로 연설을 발표했으며 상해대한부인회 시기에 인성학교로 

교사를 파견했고 또 재건애국부인회 시기에 채택한 ‘7개 항’에서 여성의 

교육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다. 한편, 사량은  각층 여성들을 

각성하도록 교육시켜야 하며 모든 여성들을 항일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해야 한다고 했으며 몇 안 되는 여성 참정원(參政員)으로서 참정회에 

여성에게 지적 교육, 전시 교육, 생산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많은 제안을 제출했다.  

교육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민족 해방의 계기로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여 경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집안에서 자신의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었다. 물론, 

자발적으로 생산활동을 종사하는 여성도 있고 경제난으로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도 있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항일 투쟁을 계기로 후방에서 남성의 부재로 인해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남성과 함께 

민족해방의 책임을 도맡아 하게 되면서 남성주도하는 공적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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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태까지 여성으로서 경험해 온 억압과 

차별이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희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레닌이 모든 해방운동의 경험을 볼 때 혁명의 승패는 여성이 

해방운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듯이 정부는 여성 

교육을 아낌없이 추진하는 것 뒤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현모양처’를 주장하는 것에서 ‘여국민’, ‘신여성’ 등 새로운 개념까지 

이러한 시대에 맞는 이상적 여성상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국가의 이익의 

수요에 따라 변화하고 이루어진 것이었다.  

민족의 해방을 맞은 후 여성의 해방은 과연 이루어졌는가? 민족의 

문제가 해결된 후 여성의 문제는 또다시 잊혀지는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탐구와 사고는 여성 해방과 민족 해방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불가결한 것이다. 

제3세계에서 여성들의 해방은 항상 민족해방, 독립국가 구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해방 운동들은 주로 남성들이 특히 

남성정치엘리트들이 선도하고 주도한다. 그들은 자신만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여성들을 대신하여 말하는데 이는 사실상 여성들의 권리를 

추구하는 데에 갖는 주체성과 능동성을 제한한다. 또한, 제3세계의 

여성들을 독립적인 권력의 주체로 간주하지 않으며 민족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자원으로 본다. 따라서 남성들은 여성들이 민족 

해방과 정치에 전반적으로 개입과 참여를 거부하지만, 양자간의 이익이 

일치할 경우, 여성들을 동원해 민족 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요구한다. 즉, 여성의 권익과 민족적 이익이 충돌하면 여성은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응해야 한다. 여성들의 민족해방 참여 실태를 

보면, 국가나 정당은 여성 해방이 민족 해방과 똑같은 이익을 갖는 것만 

강조하며 여성들의 진정한 필요와 요구를 늘 간과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여성들이 해야할 의무만 강조하고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는 

무시한다.  

태평양전쟁 발발한 후 임시정부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임정의 일손이 

모자랐기 때문에 임정요인들의 딸과 부인들도 임정의 업무를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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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요인이 작용하여 여성들이 임정기구와 의정원 

그리고 광복군 편성에 비교적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53  

 

<표 2> 충칭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서 내 여직원 명단 

성명 기관별 직명 선임 년월일 

민영주 내무부 부원 1942.1 

민영주 법무부 부원 1942 

민영주 비서처 서기 1944.7.4 

민영주 主席辦公室 서기 1945.1.9 

김순애 회계검사원 검사위원, 검사관 1945.3.12 

안봉순 내무부 총무과원 1943 

민영숙 법무부 부원 1942.2 

민영숙 법무부 총무과원 1944.4 

민영숙 외무부 정보과원 1944.6.1 

민영숙 회계검사원 助理員 1944.7.4 

조계림 외무부 과원 1943.4.2 

조계림 외무부 총무과원 1944.6.27 

조계림 외무부 과장 
1945(12월 

재직) 

최형록 외무부 총무과원 1944.12.4 

이복영 외무부 총무과원 1944.12.11 

이복영 외무부 외사과원 1944.6.1 

이복영 선전부 자료과원 1944.6.1 

이복영 서전부 선전과원 1945.3.12 

이복영 회계검사원 助理員 1945.4.3 

 
53김성은. 2008.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성들의 독립운동:1932-1945」. 

『역사와 경제』(68).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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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호 외무부 정보과원 1945.1.8 

방순희 선전부 선전과원 1944.6.1 

김정숙 교통부 비서 1942.4 

김정숙 의정원 비서 1943 

김정숙 법무부 비서 1944.5.31 

김정숙 법무부 총무과장 1944.6.19 

김정숙 한국회계검사  1945 

이국영 생계부 부원 1944.3 

김정자 서무국 과원 
1945(12월 

재직) 

장희수 문화부 과원 
1945(12월 

재직) 

자료: 김성은. 2008.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여성들의 독립운동:1932-

1945」. 『역사와 경제』(68): 227-263.  

 

자건애국부인회의 ‘7개 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나란히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만 남성과 같은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줄 것이었다. 중국 국민정부와 공산당은 이에 대해 임정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여성들에게 현처양모식의 특성을 사적 영역 

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같이 발휘하여 항일 투쟁에 이바지하는 것을 

요구했으나 민족 해방과 정치에 가일층의 개입과 핵심적인 참여를 

거부했다. 사량을 비롯한 몇 안 되는 정치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여성들은 여성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여성들이 전면적으로 민족 해방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지만 이는 남성주도의 정부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기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는 과거에 남성들이 

여성들이 교육을 받는 것에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 

위치한다. 여성들이 남성주도의 영역에서 활약해지면 여성들의 자의식 

제고와 독립적으로 움직임의 경향도 불가피한 것이며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규합하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행동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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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남성중심의 정치·경제·사회구조를 틀림없이 동요시키고 남성의 

기존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여성들도 자신의 권리 투쟁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았으며 

여성으로서의 필요와 요구보다 민족의 필요와 요구에 먼저 받아들인다. 

또한, 공적 영역에서 여성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회의도 종종 있다. 

여성들이 보조적이고 종속적인 역할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안창호가 상해애국부인회에 주어진 12가지 과업을 보면 여성들이 

항일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인식이 다소 보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중심의 항일운동은 여성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오로지 여성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사적 영역에서 수행한 성 역할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 영역에서 기여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공적 영역으로 진입해서 주체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민족적 억압과 가부장적 젠더적 차별이 서로 얽히면서 여성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준다.  

중국 여성과 한국 여성 그리고 다른 가부장제 중심의 제3세계 

여성들이 원대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거듭 

요구받았으며 자신의 욕구와 권익을 항상 뒤로 미루게 되었다. 민족 

위기와 정치적 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더 이상 여성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위기가 지나가고 나라가 재건될 즈음에 그들은 다시 

비교적으로 전통적인 아내 또는 어머니의 역할로 복귀하고 질서의 

재창출에 힘을 합쳤다. 즉 제3세계의 여성들은 젠더·계급·민족적 

다층적이고 교차하는 억압과 차별의 축을 갖는 현실의 장에서 착종하게 

얽혀 있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힘들게 움직이며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매우 

곤혹스럽다.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이 봉건주의나 제국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할 

때 여성이 민족의 이익과 목적에 있어서는 모두 일치한다. 그러나 

민족이 새로운 질서에 안착하고 그 질서가 또 가부장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되면 여성은 배척당하고 차별당하는 대상이 된다(Meng and 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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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국민으로서의 여성에게 요구하는 책임감과 민족의식 등은 여성 

개인의 목소리 위에 위치하며 이는 보다 더 거창한 민족적 서술과 

융합되어 있는 바이다. 

 

 

항일구국활동 – 가정 양립의 딜레마와 내재적 차이성 

 

또다른 문제는 사적 영역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강조는 또 

다시 공적 영역에서 경험한 억압과 차별들이 교차하면서 여성들의 

구국운동 참여를 제한하게 하고 여성들에게 다중적인 부담을 안긴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에 

조금만 소홀히 하면 바로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자리로 발령한 

사례(강등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해방 운동으로 자식들을 

돌보지 못 해서 다른 가정으로 보낸 일도 많았다. 이런 딜레마와 

위험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한다. 즉, 여성들 중에서도 제각기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차이에 

대해 아직까지 잘 살펴봐 주지 못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량과 김순애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통적인 성 역할의 감당에 달려 있다. 김순애는 출산, 자녀 

양육과 가사경영 등 재생산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여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한 동안 독립운동 활동을 중단하는 반면 사량은 뒤늦게 

결혼하고 출산을 하지 않았고 개인의 행복보다 민족과 여성의 해방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힘을 경주했으며 후일 자식을 입양해도 일의 

바쁨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비교적으로 소홀했다. 두 사람은 

여성항일운동가가 항일 활동과 가정 양립의 딜레마를 직면할 때 두 가지 

다른 선택을 보여주었다. 이 두 가지 선택은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공적 영역에서 남성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과 사적 영역에서 소위 ‘밥상차림 정치’를 실행하는 것이 

항일구국에 있어 모두 중요하고 불가결한 것이었다. 특히 오늘날 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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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을 평가할 때 항전 당시 여성들이 사적 영역에서 창출한 재생산의 

가치를 항상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다. 결혼, 출산, 가정생활 등 재생산 

가치의 창출은 어찌 보면 항일운동 특히 해외에서 전개한 독립운동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여를 떠나서는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항일 운동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여성들과 그들이 창출한 

남성의 독립운동과 색다른 가치는 재조명을 받아야 할 것이며 여성 

가운데 존재하는 차이성은 존중을 받아야 할 것이다.  

중국 국민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각자의 민법과 임시헌장에 

‘남녀평등’을 천명했으나 현실의 장에서는 실제로 전통 사회가 

여성들에게 부여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은 공적영역까지 확장되었다. 

나라를 되찾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여성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여성이 국가에서 주어진 

시대적 임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를 영광스럽게 여기게 한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성의 자아성과 주체성은 도대체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희생과 자신을 위한 권리 투쟁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또 그런 시대적 배경 아래 여성들이 과연 선택할 자유가 

있을까? 민족국가의 프레임을 떠나는 여성해방이 가능할까? 답안은 

부정적인 것 같다. 민족이 독립을 추구하고 강대한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진정한 요구와 바람 그리고 여성 해방 운동은 늘 

국가에 의해 재구성되었다. 서로 교차하는 민족적 젠더적 억압의 축은 

여성들을 공적·사적 영역에서 다중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며 

자신의 권리보다 항상 민족과 가족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주체성과 능동성 그리고 자신을 해방하려는 

주체성과 능동성을 약화시킨다. 즉, 여성들이 민족과 젠더 두개의 종속 

집단에 위치해 있으며 이 두 종속 집단이 서로 상충하는 정치적 면이 

나타날 때 여성들 개인의 정치적 에너지의 분할을 요구함으로 

역설적으로 여성들을 다시 주변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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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나라를 되찾는 데 일종의 도구가 되며 여성을 동원하는 것은 

당시에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 해방에 동참해 손에 총을 

든 여성은 더 이상 남성의 억압과 착취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여성해방운동에도 큰 기여로 

이어질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해방 투쟁 기간 동안에 

나타난 전체 민족의 심리적 역사적 동일성을 사라지고 국가와 정당이 

공공선을 대표하게 된 후, 즉 민족 해방의 위업이 이루어진 후, 

여성들은 또 다시 역사에서 밀려났다. 민족 해방에 모든 것을 바친 

여성들이 위대한 민족운동가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누군가의 딸, 

아내, 어머니로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다. 오늘날, 여성들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 제고는 여전히 불충분하고 여성의 해방도 갈 길이 멀다. 

서로 얽히고 설킨 민족적·젠더적 억압은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여성들에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물론, 당시 상황을 겪어본 후 민족해방 사업에 합류한 구여성들이 

존재했다는 동시에 근대 교육을 받아 스스로 민족해방 사업을 위해 

투쟁한 신여성들도 있었다. 여성 주체의식이 각성한 그들에게는 먼저 

여성주의 담론에서 출발하여 민족해방을 여성해방의 전제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여성의 완전 해방을 위해 민족해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러나, 남성들이 주도해 왔던 집단에서 여성들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제안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여성들의 어떤 조그마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은 남성들이 요청한 다른 것에 응해야 시행할 

수 있을 경우가 많았다.  

 

 

연대와 시사점 

 

1919년 상해대한애국부인회가 결성될 당시 여학생 출신인 20대 

지식층 신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1943년 재건된 

한국애국부인회는 신여성과 구여성을 가리지 않고 여성들이 손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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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임시정부에 따라 상해시기부터 충칭시기까지 

신여성과 구여성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으나 나라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향한 같은 길에서 서로간의 차이를 잠시 내려놓고 동일한 

목표를 위해 연대하여 함께 노력해 나갔다. 중국 여성도 마찬가지로 

상층부 여성, 노동 여성 그리고 농촌 여성 사이에 있는 가치와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항일의 역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여성항일통일전선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민족 해방과 

여성 해방이라는 목표를 향해 다양한 정체성을 갖는 여성은 자신의 

상황과 역량에 부합한 방식을 통해 다차원적으로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차이성에 대해 존중해야 하며 이 모든 공헌은 항일운동이 

성공하는 데 불가결한 일부이며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민족 

내에 여성들 끼리의 연대 이외에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의 억압과 차별을 

당하는 다른 민족의 여성과의 연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인여성들이 

중국에서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 여성 단체 또는 해외에 

있는 여성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맺었고 또 상해에서 순회강연회를 통해 

중국청년여성과의 연대를 형성했다. 중국여성계도 같은 마음으로 

국제반점에서 당시 상해에 있던 각국의 여성 지도자들을 접대했다. 또한, 

여성과 남성 사이의 연대도 주목을 받아야 한다. 비록 이러한 연대는 

국가의 전반적이 이익을 위해 남성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는 

양성의 갈등과 대립 또는 정파의 이념 차이를 초월한다는 긍정적 의의는 

부인할 수는 없다. 

오늘날 가부장제 또는 젠더를 묻지 않는 민족주의적 담론과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면서 내재적 차이성도 나타나는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종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며 여성들을 다시 소외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차적인 시각으로 과거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또, 역사에서 주변화된 

여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경험한 서로 교차하고 상호작용한 고통과 

민족을 위해 이바지한 기여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주의 문제의식이 소수자의 경험을 억압하는 

경우도 있다. 역사학자와 차세대 여성들이 당사자들을 대신에 경험을 



 

 79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간과할 위험 그리고 

차세대로서 과거에 대한 성찰과 오늘날의 가치관이 기록에 지나치게 

들어가 단순한 사실 서사보다 객관성이 떨어질 위험도 있기에 현장 

연구나 구술사 등 연구법을 사용해 그 당시를 직접적으로 겪어본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고통을 세상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중 양국에서 제도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경험적으로 생각해볼 때 중국 여성의 지위 특히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한국 여성보다 높은 것 같지만 정치 권한 부여 측면의 

양성평등이 중국이 오히려 낮은 수준을 보이며 일-가정 양립 문제도 

더욱 심하다. 또한, 중국에서 펼쳐진 페미니즘운동이 한국에 비해 더 먼 

길을 가야 한다. 이러한 한중 여성 지위와 페미니즘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은 현대 여성의 자아 각성과 ‘생존자 편향(survivorship bias)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다. 역사의 맥락에서 볼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성이 다수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들이었으며 여성들의 

해방운동이 국가와 민족의 수요에 따라 움직이며 부속적인 성향을 많이 

띠었다. 항일투쟁 당시 중국 여성의 정치 참여는 한국 여성보다 비교적 

활발했으나 해방 이후 항상 고취하는 중국 여성이 다른 동아시아 

여성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갖는다는 공론이 중국 여성들의 자아 각성을 

약화시킨 것 같다. 과거와 비슷하게도 현재 여전히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자아 각성이 부족한 분위기 아래 공론장에서 제시한 목소리는 상대적 

평등한 대우를 받는 여성에게서 나오며 대부분이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내재적 차이성을 간과하여 자신과 다른 처지에 있고 자신의 억울과 

요구를 말할 기회가 없는 여성 대신 발언하지는 않다. 이와 더불어, 

양성평등정책이 주로 국가주도식으로 제정하고 추진하는 것을 보니 

이른바 ‘생존자 편향’은 중국 여성들이 자신이 여전히 처해 있는 다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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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교차하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 것 같다. 이로부터 미루어 

보면, 여성이 자발적인 방법으로 양성평등을 쟁취하는 것이 국가주도의 

양성평등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확산되면서 개인들은 기업가적 자아로 빠르게 

개별화 되던 오늘날, 여성들은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불평등한 젠더 

관계에서 일-가족 양립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분화되어 갔다. 이는 과거에 여성항일운동가들이 직면했던 

딜레마와 유사하다. 즉 현재 여성들이 여전히 젠더적 민족적인 다중적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비자발적 개인화의 결과인 결혼과 출산 

기피가 확산되어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중 양국 여성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 또는 사회가 여성들에게 주는 부담, 여전히 존재하는 

가부장제, 직장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같은 이데올로기와 상관없는 

여러 문제에서 경험한 수많은 억압과 차별로부터 과거 여성들이 

반제국주의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합력해 

투쟁했듯이 공감대와 연대를 형성하여 같은 목표로 향하는 공동체에서 

대안을 함께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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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나라를 되찾는 데 남녀가 따로 없었으며 항일구국운동이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결단코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족 해방을 이룩한 과정에서 

여성이 이루어낸 공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여성들이 

기여한 만큼 대우받지 못한다. 뒤돌아보면 제국주의에 항쟁할 당시 한중 

양국 여성이 남성과 함께 전선에 나가 나란히 투쟁하거나 후방 정치계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나선 것도 있었으며 아내와 어머니와 같은 여성의 

전통적인 고유 역할을 감당할 경우가 대수였다. 여성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남성과 다른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여성 내부에서의 차이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여성들이 민족 해방에 기여를 평가할 때는 남성과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며 여성 내에 존재하는 내재적 차이성과 다양한 활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 

한중 양국의 항일구국운동에 관한 기록과 연구는 남성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성항일운동가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남성중심적인 역사 서술의 틀을 벗어나 여성사와 

교차성의 관점에서 김순애와 사량이 상해와 충칭을 비롯한 

중국관내지역에서 전개한 항일구국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두 사람의 활동상과 기여에 있는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찾아냈다. 두 사람은 확고한 민족정기를 갖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일찍이 근대 교육과 여성 교육을 받았으며 이로써 형성된 

민족의식은 여성문제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사량과 김순애는 비숫한 

지역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연대 의식을 발휘하여 여성계의 항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후일 몇 안 되는 또는 유일한 여성으로 

남성 항일운동가와 함께 핵심 역량으로 구국 활동에서 활약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항일투쟁의 동지인 자와 결혼하고 갖고 있던 

혈연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했다는 데에서도 유사한 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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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해외독립운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김순애는 국제적인 연대를 

추구하는 데 공들였으며 해외에 나가는 한인여성으로 독립운동을 

참여하고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데 더 많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 외에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인 남편 김규식의 활동과 

안살림을 뒷바라지하고 또 자녀 출산·양육이라는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일을 잠깐 중단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 집중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볼 때, 남편에 비해 더욱 중심 지위에 서 있고 출산을 하지 

않은 사량은 자신의 일에 더 집중했으며 김순애와 다른 양상을 드러냈다. 

본 연구는 사량과 김순애의 활동상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중 양국 

여성 항일구국운동에 전반적인 참여 양상을 도출했다. 재중 한인 여성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대 임정 요원 

안살림 뒷바라지하며 독립운동의 미래인 한인2세대를 출산하고 

교육하는 것을 비롯하여 중국여성보다 더 많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양국 여성은 항일구국운동에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통해 공통성과 다양성을 보이며 이에 따라 

여성해방운동도 민족해방운동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어서 본 연구는 ‘여성 교육과 공적 영역으로 진출’, ‘항일구국활동-

가정 양립의 딜레마와 내재적 차이성’ 그리고 ‘연대와 시사점’ 이 3가지 

측면에서 여성들이 항일구국활동에서 경험한 다중적 교차성과 그 원인에 

대해 분석했으며 여성 해방과 민족 해방 간의 관계를 밝혀냈다. 

항일구국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대부분 남성들이 전선에 나가 

나라를 되찾는 데 투신했으며 후방에서 남성의 부재는 여성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민족해방의 책임을 도맡아 하게 되면서 젠더 측면에서 과거에 

받았던 차별대우가 어찌 보면 희석되어 남성들이 주도하는 세계인 

공적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 사회가 

여성들에게 부여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은 민족해방운동까지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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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특히 남성정치엘리트들이 선도하고 주도하는 민족 해방운동에서 

여성들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제한하는 동시에 여성을 항상 민족국가를 

구축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자원으로 본다. 따라서 남성들은 여성들이 

민족 해방과 정치에 전반적으로 개입과 참여를 거부하지만, 양자간의 

이익이 일치할 경우, 여성들을 동원해 민족 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여성들이 해야할 의무만 강조하고 

여성들이 진정한 요구와 누려야 할 권리는 무시한다. 이와 아울러, 

사실상 여성들도 자신의 권리 투쟁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았으며 

여성으로서의 필요와 요구보다 민족의 필요와 요구에 먼저 받아들인다. 

제3세계의 여성들은 인종·젠더·계급·민족적 다층적이고 교차하는 

억압과 차별의 축을 갖는 현실의 장에서 착종하게 얽혀 있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힘들게 움직이며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매우 곤혹스럽다. 

또한, 사적 영역에서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강조는 다시 공적 

영역에서 경험한 억압과 차별들이 교차하면서 여성들의 구국운동 참여를 

제한하게 하고 여성들에게 다중적인 부담을 안긴다. 즉, 여성들이 

항일운동에 투신과 가족 양립의 딜레마를 직면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자신의 의지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택하며 이러한 내재적 

차이에 대해 특히 사적 영역에서 창출한 재생산의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재조명해야 한다.  

요컨대, 서로 교차하는 민족적 젠더적 억압의 축은 여성들을 

공적·사적 영역에서 다중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며 자신의 

권리보다 항상 민족과 가족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주체성과 능동성 그리고 자신을 해방하려는 주체성과 

능동성을 약화시킨다. 남성들이 주도해 왔던 집단에서 여성들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제안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여성들의 어떤 조그마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은 남성들이 요청한 다른 것에 응해야 

시행할 수 있을 경우가 많았다. 즉, 여성들이 민족과 젠더 두개의 종속 

집단에 위치해 있으며 이 두 종속 집단이 서로 상충하는 정치적 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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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날 때 여성들 개인의 정치적 에너지의 분할을 요구함으로 

역설적으로 여성들을 다시 주변화 시킨다. 민족 해방이 이루어지고 

민족이 새로운 질서에 안착한 후, 여성들은 또 다시 역사에서 밀려나고 

또 다시 배척당하고 차별당하는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역사의 내면에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여성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조국을 되찾는 데 여성의 헌신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항일 구국여성운동 정신의 계승 즉 이는 오늘날 현대여성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밝혔다. 

오늘날 한중 양국에서 제도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해방 이후 여성들은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불평등한 젠더 관계에서 

일-가족 양립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분화되어 갔다. 이는 과거에 여성항일운동가들이 직면했던 딜레마와 

유사하다. 즉 현재 여성들이 여전히 젠더적 민족적인 다중적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 전 지구 페미니즘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억압 간의 연결성을 매우 강조한다. 또한, 

여성이 자발적인 방법으로 양성평등을 쟁취하는 것이 국가주도의 

양성평등정책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과거 한중 양국 여성들이 

반제국주의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 서로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합력해 

투쟁했듯이 오늘날 한중 양국 여성들 역시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 

또는 사회가 여성들에게 주는 부담, 여전히 존재하는 가부장제, 

직장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같은 이데올로기와 상관없는 여러 문제에서 

경험한 수많은 억압과 차별로부터 공감대와 연대를 형성하여 자발적으로 

대안을 함께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김순애와 사량을 여성항일활동 사례로 살펴본 다음 한중 

양국 여성 전반적인 항일활동상을 도출한 후 여성 해방과 민족 해방 

간의 관계 그리고 현대 여성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 한중 양국 여성이 항일구국운동에 나타난 

전반적인 활동상을 일반화하는 데 다소 한계성이 있다. 특히 일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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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교육을 많은 신여성과 다른 방식으로 민족 해방과 여성 해방에 

기여한 구여성의 역할과 가치에 더 많은 재조명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주의 문제의식이 소수자의 경험을 억압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차세대 여성으로 당사자들을 대신에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간과할 위험 그리고 차세대로서 과거에 대한 

성찰과 오늘날의 가치관이 기록에 지나치게 들어가 단순한 사실 

서사보다 객관성이 떨어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현장 연구나 구술사 등 

연구법을 사용해 그 당시를 직접적으로 겪어본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고통을 세상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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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 L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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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nations were in their hour of peril, women as well as men fought for their 

countries and liberation. Women entered the public fields dominated by men and 

continued to play their traditional roles in private areas. They shouldered their 

responsibilities as a part of their nation and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anti-

Japanese movement that was once considered an exclusive arena for men in a 

variety of ways, show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female’s anti-Japanese 

movement which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male’s as well as the internal 

differences within female. Hence, there should be no distinction and difference 

when praising women’s contribution to their nation’s liberation especially paying 

attention to the value of women’s reproduction. In recent years, scholars have shed 

new light on Korean female’s participation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Chinese female’s participation in China’s Anti-Japanese Movement as the wave of 

feminism keeps growing in East Asia. However, studies on this topic have mostly 

been examines from a male-centered perspective leading to the lack of correct 

awareness of women’s contributions in the process of achieving national liberation. 

Therefore, this paper took a different perspective by comparing two 

representative figures in the anti-Japanese movement – Kim Sun-ae(김순애)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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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Shi Liang(史良) from China – to unfold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Chinese women and Korean women’s participation and devotion when fighting 

against Japanese aggression from a feminist perspective and women’s history 

perspective through exploring how Kim participat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China at both Shanghai KPG and Chongqing KPG period and how 

Shi participated in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China(both Shanghai and 

Chongqing).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milarities between Kim and Shi in 

terms of educated, family atmosphere, blood-ties network, regions and contents 

they participated in, and the awaren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liberation and national liberation while there were differences regarding their 

religion, marriage, fertility, and the unique nature of overseas Korean independence 

activities. In addition to this, this paper also revealed the relationships amo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women’s liberation 

movement, and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Although women participated in the 

anti-Japanese movement actively and entered the public domain which was 

dominated by men, their activities were still subject to men and patriarchy’s needs. 

Also, women had to endure the double burden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domains since their traditional role as a mother and a wife assigned by the society 

had expanded to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Women had suffered endless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under the axis of intersected inequality from gender 

and nation during the period fighting for their nations. 

The reason why we must shed new light on female’s roles and their historical 

status that haven’t been disclosed thoroughly not only lies in our praise and 

appreciation for those women’s devotion in regaining our countries but also in 

inheriting the spirit of women’s anti-Japanese movement – to see how it had 

impacts on today’s feminism movement and women’s status in both Korea and 

China, and to reveal messages that it sent to today’s modern women. This paper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women’s self-awareness of their identity and 

subjectivity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well as the usefulness of internal 

solidarity among women and external solidarity with different parties. Chinese 

and Korean females can band together to deal with the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from the similar situation nowadays including stress from the nation 

and society regarding the low fertility issue, double burden, and discrimin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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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place, etc. 

 

Keywords : Female Anti-Japanese Movement,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n and Chinese Female, Intersectionality, Women’s Liberation Movement and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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