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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여성과 사회주의 여성

1920년  이후 본격 으로 등장한 이른바 신여성에 해서는 상 으로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와 개념에 해서는 연

구자들 사이에 여 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여성의 개념과 련해서는 무

엇보다도 먼  신여성의 등장은 몇몇 선구  개인의 출 을 의미한다기 보다

는 하나의 시  상이자 새로운 사회 세력의 등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신여성은 고정 이고 단일한 집합체

라기보다는 이념의 차이나 세 의 구분에 따라 복합 인 양상을 띠고 나타나

는 범주라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시기 기 신여성들은 자신의 

통과 사회에 한 심에서 근 인 것을 수용하 지만, 식민 지배의 심화

에 따라 내부에서 분화가 일어나면서 다양한 경로를 밟아갔다. 다른 말로 하

자면 식민성과 근 성이 복합된 근  교육을 통하여 자기의식을 획득한 신여

성은 제국주의  지배와 민족주의  항이라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 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 

-005-A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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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으로 보자면 제국주의 지배에 하여 가시  형태로 가장 먼  출

한 것은 항의 양식이었다. 동화주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공식 정책에도 불

구하고 식민지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민족  차별과 아울러 근  일본과 

비되는 낙후된 식민지 실에 한 자각에서 민족에 한 애착과 열정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다. 비록 그 사이에는 민족에 한 막연한 감정에

서부터 주의로 일컬을 수 있는 정형화된 이념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족에 한 공감과 그 침탈에 한 항은 식민

지 실의 기 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에서 민족주의로 일컬을 수 있는 범주의 여성들이 가장 먼  근

의 무 에 등장하 다. 식민 지배의 미래가 불안정해 보 던 19세기 말부터 

그것의 차 인 해체기에 들어갔던 1930년  반기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통  인식의 타 를 한 계몽과 자기의식의 각성을 주조로 하 다는 에서 

자유주의 사조의 도사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1)

1)일제의 륙침략이 시작되

고 헤게모니가 공고해지는 듯이 보 던 1930년  ․ 반기 이후 차 자유

주의로부터 일탈하여 시즘에 동화해 나갔던 이들은 민족을 제국으로 내용

만 바꾼 상태에서 자신들의 존립 근거를 유지해 나갔다. 

자유주의와 어느 정도 겹치면서도 이와는 구분되는 신여성의 범주로는 이

른바 ‘ 진주의’로 명명할 수 있는 범주의 여성들을 들 수 있다. 김명순(金明

淳), 나혜석(羅蕙錫), 윤심덕(尹心悳)으로 표되는 이들 여성들은 자유연애나 

남녀평등,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같은 사 인 주제를 민족이나 

계 과 같은 공공의 쟁 보다 우선시했다는 에서, 민족에서 제국으로 이행

해갔던 자유주의 계열의 여성들이나 궁극 으로는 계 의 의에 민족의 쟁

을 해소시켜버렸던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사실은 

자유주의 계열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유학이나 기독교 등을 통한 서구

의 근  지식이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  후반에 이르러 이들

이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의 공공 역에서 왜 사라져

버렸던가를 설명해 다.

1) 그러나 후술하듯이 이들의 운동이 과연 서구에서 말하는 부르주아 여권 운동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인지에 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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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주의 여성들의 퇴장이 자신의 자발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면, 

진주의 여성들은 식민지 사회의 공공 역에서 강제 으로 추방되었다는 

에서 달랐다. 민족  심의 기조는 있었지만 식민지의 민족 , 정치  쟁

들에 상 으로 무 심하 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문학이나 미술, 음악과 

같이 비교  남성들과 경합하지 않는 부문을 자신의 활동 역으로 설정했던 

략에도 불구하고, 궁극 으로 이들이 공공 역의 삶을 부인당하고 개인

으로 비참한 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이유는, 이들이 남성 지배

의 식민지 사회에서 여성의 자기의식과 정체성의 문제를 아무런 매개 없이 

직 이고 지속 으로 제기한 데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식민 지배의 기에 민족

주의, 민족개량주의를 거쳐 속  친일의 길을 밟아 갔던 자유주의 계열의 

여성들과는 달리 일제에 한 항의 자세를 비교  일 되게 유지하 다. 자

유주의/ 진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부분 기독교나 일본 유학, 는 미국 유

학 등과 같이 외국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사회주의 여성들은 

소비에트의 모스크바공산 학에 유학하는 등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국내

에 머물 으며,
2)

2)기독교와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 다.
3)3)

1920년 와 1930년  반에 이들은 민족 문제와 계  문제, 그리고 여성 

문제의 동시  해결을 주장하면서 사회 운동과 여성 운동에 헌신하 다. 1930

년  후반 이후 시 체제에 력하면서 친일의 길을 걸어간 사례는 주류 자

2) 이러한 에서 일본 유학생들을 사회주의 진 으로 분류하는 경향은 재고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박지향, 1988 ｢일제하 여성고등교육의 사회  성격｣ 사회비평  
창간호, 287면 참조. 구체 인 분석은 이들 여성이 일본 유학의 배경을 갖는 경우

가 의외로 드물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컨  드문 외에 속하는 사례로는 동

경여자의학 문학교에서 수학한 유 (劉英俊), 이덕요(李德 )와 동경에서 노

동자로 일하면서 공부하 던 박원희(朴元熙), 일본의 고베신학교와 미국 유학의 

경험이 있었던 허정숙(許貞淑), 동경여자 학을 다녔던 이 경(李賢卿)(崔恩喜와 

黃信德도 같은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이보다 늦게 동경 어강습소와 동경여자

기 학교에 다녔던 정칠성(丁七星) 등이 있었다. 1900년 에 태어났던 김조이(金

助伊)와 주세죽(朱世竹)은 각각 유명한 공산주의자인 조 암(曺奉岩)과 박헌

(朴憲永)의 아내로 모스크바 공산 학에서 수학하 다. 이밖에도 공산 학에서 

수학한 여성으로는 고명자(高明子)를 들 수 있다.

3) 1910년  반에 한때 기독교 도 부인으로 생활하 던 정종명(鄭鍾鳴)을 제외

하고는 기독교의 향은 이들 사회주의 여성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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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의 계열의 여성들이나 향한 일부 남성 사회주의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소수의 외를 제외하고는4)
4)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에게서 이러한 경

향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시련의 시기에 이들 여성들의 부분은 해외로 나

가거나, 시골로 은둔, 잠 하는 생활을 선택함으로써, 서울을 심으로 한 식

민지의 공공 역에서 자취를 감추었다.5)5)

<표 1> 이념에 따른 신여성의 분류 

출생연도 자유주의/ 진주의 사회주의

1880 김미리사(1955)

1890 유 (?)

1896 나혜석(1948), 김명순(1951) 정종명(1947?)

1897 윤심덕(1926), 박인덕(1980)

1898 황신덕(1983), 박순천(1983)

1899 김활란(1970), 임 신(1977) 박원희(1928)

1900 이덕요(?)

1901 주세죽(1950년  엽)

1902 허정숙(1991), 이 경(?)

1904 최은희(1984), 이숙종(1985) 고명자(?), 김조이(1946?), 김필수

1905 송 선(1987) 강정희(?)

1906 배상명(1986) 조원숙(?), 박호진(1934) 

1908 정칠성(1957?)

1909 모윤숙(1990)

의 <표 1>은 19세기 말부터 1910년 에 걸쳐 태어나 1920-30년 에 여성

계의 견으로 활동한 근  여성들을 이념  성향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

표에는 모든 사례가 막라된것은 아니며, 한 이들 에는 어느 한편으로 분

4) <표 1>에서 황신덕과 최은희가 아마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들 경우는 사회주

의자인 이 경과 같은 학교를 다녔던 일본 유학의 향으로 1920년  후반기를 

후한 시기에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활동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다른 여성사회

주의자들과 같이 자신의 신념에서 이념에 한 헌신을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5) 김경일, 2004 여성의 근 , 근 의 여성 , 푸른역사, 69-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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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기에 애매한 경우가 있다. 컨  자유주의자로 분류된 황신덕과 최은희

는 1920년 에는 주로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과 함께 활동하 다. 이 의 

주된 상이 되는 1920년 에 사회주의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로 분

류해야 하겠지만, 1930년  이후 민족주의로 ‘ 향’하여 해방 이후에 이르기까

지 활동한 사실을 고려하여 자유주의로 분류하 다. 사회주의자로 분류된 유

 역시 엄 한 의미에서의 사회주의자라기보다는 사회주의에 공감하는 

도  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 을 논외로 한다면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시조는 정종명(鄭鍾鳴)이었

다. 1923년 후해 속하게 확산되던 사회주의에 합류한 그녀는 무산계  여

성의 해방을 강조하면서 1923년 6월 코민테른 자부 조선공산당을 조직하기 

하여 블라디보스톡에 설치된 코민테른 극동총국 산하 꼬르뷰로의 국내조직인 

꼬르뷰로 국내부의 공산청년회에 가입하면서6)
6)본격 인 사회주의 여성으로서

의 길을 걸었다. 당시 그녀는 유일한 여성 공산청년회 회원이었다. 출생연도 

불명으로 의 표에는 기재를 하지 못했지만 불교여자청년회를 기반으로 한 

우 운(禹鳳雲)이나 정종명과 마찬가지로 산 던 심은숙(沈恩淑)도 조선여

성동우회와 경성여자청년동맹, 근우회 등에서 활동한 여성운동가 다. 이 시기

에 활동한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으로는 김명시(金命時, 1907-?) 등도 있으나 

국내 여성운동에는 거의 여하지 않았다. 

이 은 이들 기 여성 사회주의자들을 주된 상으로 하여 이들에 의해 

제기된 여러 쟁 들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제2장과 3장의 두 장은 사회주의 

여성 운동과 련하여 계  문제와 여성 문제, 그리고 민족 문제에 한 이들

의 입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이들 사회주의 여성들이 근거하고 

있었던 이론  자원들과 쟁 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들이 어떠한 에서 근

 서구의 이론을 해석하고  그것을 식민지 조선의 사회 실에 용하

려 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여성들의 이론과 실천은 자유주의

나 진주의 여성들의 그것과 비교할 때 보다 분명한 형태로 부각되고 평가

6) 김 엽․김창순, 1986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자료편1), 11-3면. 자세한 이력에 

해서는 강만길․성 경 편, 1996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 , 창작과비평사, 440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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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에서 이 은 사회주의의 입장 만에 을 맞추는 것보다는 

이들 다른 입장과의 조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제시해 보고자 하 다.

2. 사회주의와 안  근 의 실천

일제 시기 민족의 독립과 발 에서 가장 안이 되었던 문제 의 하나는 

통  인습과 건  습을 극복하는 문제 다. 그리고 이는 마치 도시보다

도 농 이 그러했듯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더 박한 문제로 인식되었

다. 지식인 남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을 한 주체  역

량을 강조하 던 여성 당사자들에게 이 문제는 식민지 시기 내내 안이 되

었던 요한 문제 다. 

사회주의 조류가 식민지에 향을 미치기 이 인 어도 1923년 무렵 이

에 건  제도와 습의 문제는 으로 자유주의(민족주의) 운동의 주요한 

심 상이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의 개조와 신문화 건설을 한 

민족주의 운동의 흐름에서 여성 문제는 ‘개조’를 한 건  상으로 설정될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 사회의 개조를 해서는 가정을 개조해야 하고 가정

을 개조하기 해서는 가정의 주인인 여성을 먼  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여성을 개조하기 해서는 여성의 해방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7)7)

나아가서 여성의 해방은 남녀평등에 한 주장으로 이어졌다. 남녀평등은 

문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개된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양성운동의 논의 안에

서 문화주의, 민 주의, 노동본 주의 등과 함께 요한 쟁 이 되었다. 남녀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여성의 의식을 각성하는 것 역시 ‘사회 개조’의 일부분으

로 인식되었던 것이다.8)8)이에 따라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의 사례에서 

7) 1920년 9월에 창간된 신여자  창간사에서 “사회를 개조하려면 먼  사회의 원소

인 가정을 개조하여야 하고 가정을 개조하려면 먼  가정의 주인 될 여자를 해방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것에서 보듯이 사회개조의 기 로서 여자의 해방이 제시

되었다. 이지원, 1991 ｢1920년  여성운동의 이념과 활동｣ 한민족독립운동사9-

3․1운동 이후의 민족운동2 , 국사편찬 원회, 143면 참조. 

8) 상숙, 1987 ｢‘조선여성동우회’를 통해서 본 식민지 기 사회주의 여성지식인의 

여성해방론｣, 이화여  학원 정외과 석사학 논문, 37면  박찬승, 199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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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듯이 통  건사회의 모순을 타 하기 한 조혼 지와 문맹퇴치 운동 

등이 개되었다.9)9)운동의 주안 은 특별히 여성 교육에 주어졌다. 여성에 

한 교육 계몽에 집 된 기 여성운동에서의 남녀평등은 생과 육아 등에 

한 교육에 역 을 두고 합리 인 가정 경 에 필요한 과학  지식의 보

과 여성의 자각에 기 한 건  인습 타 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여성해

방이라는 말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되었다.10)
10)

사회주의의 등장은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의 개념을 새로이 해석하는 인식의 

틀을 제공하 다. 자유주의에서 추구한 여성의 근 상에 한 한계를 지 함

과 아울러 그에 한 비 을 근거로 사회주의는 안  근 의 모습을 제시

하고자 하 다. 그에 한 이론  자원으로서의 사회주의 이론에 근거한 여성

해방이론은 1923년 무렵부터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차 소개되기 시작하

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베벨(August Bebel)을 심으로 하는 서구 이론의 

향을 받으면서 여성 문제는 이제 건주의나 식민지와 련된 쟁 이라기보

다는 우선 으로 계  에 입각하여 이해되는 어떤 것으로 되었다. 사회

주의가 속히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 이후 국  차원에서 ‘여자

청년회’, ‘부인회’ 등의 이름으로 활발하게 결성되었던 여성단체들이 이 시기에 

들어와 침체 상태에 빠졌던 상황과도 련이 있었다.11)11)사회주의 여성운동은 

자유주의 운동의 한계와 무력화의 틈을 타서 속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

이다.

여성운동 단체에서도 컨  기에 상호부조를 주로 하 던 조선여자고

    근 정치사상사연구 , 역사비평사, 197-9면 참조.

 9) 천화숙, 1997 ｢일제하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의 여성운동｣ 실학사상연구  
제9집, 125-34면.

10) 송연옥, 1984 ｢1920년  조선여성운동과 그 사상 - 근우회를 심으로｣ 1930년

 민족해방운동 , 거름, 346-7면.

11) 주요한 이유는 여성 교육이나 교양, 지식 계발 등의 계몽 운동이 가지는 운동의 

목표가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데 있었다. 식민지에서 여성억압의 실과 그에 

한 망의 설정과 련하여 그것은 물산장려운동을 비롯한 이 시기 자유주의 

운동 일반이 가졌던 한계를 공유하 다.  다른 요인으로 鵑園生(｢조선여성운

동의 사  고찰｣, 동아일보 1928년 1월 6일자)은 “3․1운동 시에 진 으로 진

출하 던 운동은 민족운동 체의 정세와  여성들의 포로 인하여 미구

에 무력하게” 되었다고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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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조회는 1923년 후반부터 차츰 사회주의 색채를 띠기 시작하 다. 1923

년 7월부터 이들은 그룹을 나 어 각 지방을 순회하는 강연회를 국  차원

에서 조직하고 사회주의와 여성해방이론을 하면서 지방 여성운동에 활력

을 불어넣었다. 같은 시기인 1923년 7월 서울 동 문 바깥에서 일어난 고무공

장 여성노동자들의 업은12)12)미약하나마 식민지 조선에서도 “무산계  여성

의 사회  힘을 객 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보 다. 비록 여성 사회운동자

들이 이 업을 직  지도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정종명은 이 업 투쟁을 

지원하기 한 연설회의 연사로 활동하 다. 

1924년 5월 사회주의 이념을 기 로 하여 여성해방을 목표로 한 최 의 여

성단체로서 조선여성동우회가 출 하 던 것은
13)13)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성동우회는 여자고학생상조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여학생 등 여성 인

텔리 층이 주도하고 지방의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하여 조직한 것이었다. 

여성동우회의 이념  지향은 “사회진화법칙에 의하여 신사회의 건설과 여성

해방운동”을 꾀한다는 강령에 단 으로 나타난다.14)14)같은 해 10월 1일 앙청

년회 에서 여성동우회가 주최한 ‘남녀 연합 강연회’에서 정종명이 “우리 여

성을 해방함에는 무엇보다도 먼   경제 조직을 개 하려는 사회운동자

와 악수를 하여 가지고 무산계  해방운동에 노력하여야 된다”는 취지의 연

설을 하 던 것에서 보듯이,15)15)남성들이 주도하는 무산계  해방운동에 보조

를 함께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 던 것이다.

여성동우회가 조직된 이후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 운동자들은 사회주의 내

부의 분 와 성향에 따라 다양한 다른 여성 단체들을 이어서 조직하 다. 

1925년 1월 21일에는 주세죽(朱世竹), 허정숙(許貞淑(琡)) 등이 심이 되어 

12) 김경일, 2004 한국노동운동사 - 일제하의 노동운동 1920-1945 , 고려  노동문

제연구소, 113-4면.

13) 1923년 말부터 정종명, 丁七星, 吳壽德 등은 여성 사회운동 단체를 조직하려고 

노력하 으나 공명자가 어 오수덕은 주로 여학생계에서, 정종명, 정칠성은 일

반 부인을 상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조직 비를 진행하 다. 경기도 경찰부, 

1929 治安槪況 , 32면 ; 김 엽 김창순, 1972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고 아세

아문제연구소, 153면 참조. 

14) 김 엽 김창순, 의 책, 154면.

15) 그러나 정종명의 연설은 경 의 제지로 단되었다. 동아일보 1924년 10월 3일

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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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여자청년동맹을 창립하 다. 북풍․화요회 계열에서 주도한 인천철공조합, 

인천노총, 인천무산청년동맹 등 5개 단체가 축사를 한 것에서 보듯이16)16)이 단

체는 북풍․화요계가 주도한 것이었다. 이에 항하여 서울청년회 계열에서는 

한 달 후인 2월 21일에 박원희(朴元熙)와 김수 (金繡俊)이 주도하여 경성여

자청년회를 조직하 다.17)
17)

이에 앞서 경성여성청년동맹이 결성되기 불과 며칠 인 같은 해 1월 17일

에는 여성해방동맹의 발기식이 있었다. 김 제(金賢濟), 이정숙(李貞淑) 등이 

심이 된 이 조직의 성격에 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

다. 를 들면 김 엽․김창순은 조선여성동우회의 내부에 서울청년회와 신사

상연구회계의 립이 첨 화됨에 따라 도 인 김 제 등이 조직한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김 제가 친서울청년회 계열이라는 사실을 지 하면서도 양

의 쟁에서 벗어난 기본 으로 도 이고 립 인 조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18)18)그러나 이와는 달리 박용옥은 여성해방동맹의 결성 비 작업을 

“서울청년회 의 북풍회 에 한 공격”으로 이해한다.19)19)이와 비슷하게 박

혜란 역시 여성해방동맹은 “ 범 한 여성 의 견인”을 목표로 서울 에서 

조직한 것으로 악한다.
20)20)백순원도 여성해방동맹이 “화요-북풍회 계에 맞서

는 서울청년회계의 여성 단체로서 조직”된 것으로 보았다.21)
21)

여성해방동맹은 서울청년회 계열의 여성 단체로서 조직되었다는 주장이 

더 개연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 경 를 추론해 보면 여성동우회에서 

북풍․화요계열이 우세를 보이고 있던 상황에서 이에 맞서 서울계가 단

체로 조직하려고 시도한 것이 여성해방동맹이었다. 그러자 이에 하여 주류 

계열에서 일종의  성격을 갖는 여자 청년 단체
22)
로서22)경성여자청년동

16) 동아일보 1925년 1월 23일자.

17) 동아일보 1925년 2월 24일자.

18) 김 엽 김창순, 앞의 책, 155-6면.

19) 박용옥, 1986 한국여성 항일운동사 연구 , 지식산업사, 266-7면 참조. 그러나 이 

여성해방동맹이 로여성동맹으로 발 한 것으로 보는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

다. 이에 해서는 의 책, 같은 곳 참조.

20) 박혜란, 1993 ｢1920년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조직과 활동｣, 이화여  학원 사

학과 석사학 논문, 37-8면.

21) 백순원, 2003 ｢일제하 한국 여성단체와 여성운동｣, 연세 학교 교육 학원 석사

학 논문, 4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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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을 조직하고 나오자, 서울계에서는 단체의 조직을 일시 단하고 같은 

여자청년단체로서 경성여자청년회를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23)23)그러나 발기식

을 마친 여성해방동맹이 더 이상의 조직  진 을 보지 못하고 유야무야되었

던 것은 여성운동에서 서울청년회의 조직  열세를 반 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서울  내부에서 박원희와 김 제 등의 여성운동에 한 의견 차이를 

반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24)
24)

어 든 서울계에서 경성여자청년회에 활동의 역량을 집 하 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주도권은 조선공산당의 결성을 주도한 북풍․화요회 계

열의 경성여자청년동맹에서 가지고 있었다. “무산계 여자 청년의 투쟁  교

양과 조직  훈련을 기”하고 그 단결력과 조직력으로 “여성의 해방을 기하고 

22) 인 일반 여성 단체와 인 여성 청년 단체와 같은 이원  조직 방식

은 이 시기 노동운동에서도 일반 노동조합에 하여 노동 청년 단체들이 조직되

었던 사례를 통하여 찾아 볼 수 있다. 김경일, 앞의 책, 142-6면 참조.  

23) 여성동우회와 여성해방동맹이 단체이고 경성여자청년동맹과 경성여자청년회

가 일종의 단체라는 것은 당시 사회주의 운동 단체의 일반  조직방침을 반

한 것이었다. 단체로서의 성격이 가장 강했던 것은 경성여자청년동맹이었

다. 이 단체가 16세 이상 “만 26세 미만의 여자청년”으로 나이를 제한했던 것도 

이러한 조직의 성격을 반 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 단체들이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었던 것과 조 으로 회원의 연령 제한을 설정한 

여성청년단체의 경우는 의외로 드물었다. 방  언 한 경성여자청년동맹과 함북 

경성의 경성여성공조회(16-36세)의 사례를 제외하면 회원의 연령을 제한한 단체

는 찾을 수 없다(박혜란, 앞의 , 77면). 아마도 여성 회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던 실에서 연령을 제한한다면 실제로는 거의 회의 유지가 어려웠기 때문

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이유도 있었지만 경성여자청년회는 근  교육을 

받은 신여성만이 아니라 가정부인을 비롯한 구여성까지를 회원으로 포용하고자 

한 방침에 따라 나이 제한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여성동우회에 

해서는 김 엽 김창순(앞의 책, 158면)은 연령 제한이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만 18세 이상의 조선여성”이라는 제한 규정이 있었다(조선일보, 1925년 12월 

21일자). 통상 으로 청년회에서 나이 제한은 기성세 의 향력을 차단하기 

하여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반해, 여성동우회의 경우는 하한선을 두어 실제로는 

학생층의 일정 부분을 배제하려고 했던 이 주목된다.   

24) 양명이 사상단체를 비롯한 여성단체에서 화요계와 서울계의 양  진 을 심으

로 한 쟁양상을 지 하면서, “서울을 로 하면 일면에 여성동우회와 여자청

년동맹이 있고 반면에 경성여자청년회가 있다”고 하여 여성해방동맹을 언 하지 

않았던 것도 이 단체의 상을 보이는 것이었다. 양명, 1926 ｢여시아 ｣ 개벽  
65호(1월호),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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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의 이익을 하여 투쟁”한다는 강령에서 보듯이
25)25)경성여자청년동맹은 

노동계 을 심으로 한 매우 한정 이고 교조 인 계 주의  운동방침을 

고수하 다. 실제 활동 내용을 보더라도 공장 방문 를 조직하고 노동부인 

안음악회를 개최하고, 무산아동학원 설립을 계획하거나 혹은 국제무산부인데

이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계  색채를 분명히 하 다.26)
26)

경성여자청년동맹으로 표상되는 진  사회주의 여성 단체의 지향은 여성 

운동 반에서 사회주의 운동 내부의 미묘한, 그러나 때로는 치명 인 의견 

차이를 넘어서는 강력한 향력을 행사하 다. 마르크스- 닌주의를 비롯한 

서구 이론에 근거하여 이들은 자유주의 계열에서 말해 오던 남녀평등이나 여

성해방, 여성의 경제  자립의 개념에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

다. 여성의 자각과 실력의 양성에 의거하여 이해되던 남녀평등은 이제 여성의 

권리에 한 주장과 남성의 억압에 한 투쟁으로 바 었으며, 교육과 계몽을 

통한 여성의 지  향상으로 이해되던 여성해방은 무산계 의 단결과 지도에 

의한 투쟁으로 해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지  향상을 한 경제  독립

의 필요는27)27)이제 ‘남자의 노 ’ 상태와 ‘완롱물’로부터 벗어나서 ‘근본  해방’

을 하기 한 여성해방의 제로 이해되었다.
28)28)

이와 같이 기존의 “민족주의 여권사상”은 이제 “부르주아  자유평등 사상

에 기 한 여권론”으로 비 되었다.29)29) 건  유제가 여 히 생활 반에서 

25) 김 엽․김창순, 앞의 책, 157면.

26) 동아일보 1926년 3월 6일자  백순원, 앞의 , 42면.

27) 천화숙, 앞의 , 135-7면.

28) 秀嘉伊(허정숙), ｢여자해방은 경제  독립이 근본｣, 동아일보  1924년 11월 3

일자.

29) 鵑園生, ｢조선여성운동의 사  고찰｣ 동아일보, 1928년 1월 6일자. 그러나 남화

숙(1991 ｢1920년  여성운동에서의 동 선론과 근우회｣ 한국사론 25, 205-6

면)은 이 시기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운동이 부르주아 여권운동에도 미치지 못하

는 것이었다고 비 한다. 즉 “당시 소개되던 부르주아 여권론의 이들에 한 

향은 미미하며, 그 핵심이 되는 여성참정권 문제는 당시의 정치  상황으로 보

아 제기하기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연애, 결혼, 이혼의 자유에 한 주장이나 

재산권, 친권 등에서의 법  평등의 요구도 찾기 어려우며, 심지어 당시의 여성

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 주던 축첩 문제조차 별로 언 되지 않는 형편”으로, 

“단지 기성사회의 호응을 얻기 쉬운 문제들, 컨  미신 타 , 의복 개량, 조혼 

지, 인신 매매 지 등이 도덕 인 견지에서 온건하게 주장되는데 그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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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식민지의 실에서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건  도덕 념과 인습에 여 히 사로잡  있었던 여성 에게 미치는 자유

주의 여권운동의 반동  향력에 주목하고  향력을 확보하고자 하

다. 그 일환으로 이들은 이른바 ‘가정개량론’, ‘ 모양처주의’, ‘여성교육론’, 

‘참정권’ 등 체제 개량  여성운동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압복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임을 우선 으로 

강조하 던 것이다.
30)30)

이와 아울러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신여성론이 여성 에게 

미치는 의식  마비라는 측면에 주목하 다. 이들이 보기에 이른바 이들 ‘신여

성’들의 ‘공훈’은 무산계  여성들에게 허 의식을 심어주고 ‘기독교정신’으로 

“계 의식을 좌 ”시킨 에 있었다. 이와 같이 ‘신여성’에 한 비 을 바탕

으로 이들은 신여성에 한 새로운 개념 정의를 시도하 다. 그에 따르면 “부

르주아의 완구(玩具)되기를 망(絶望)하는 의식 없는 불구자”, “부르주아 도

덕을 옹호하는 신여성”은 진정한 신여성이 결코 될 수 없었다. “ 건사상에 

빠져 있는 ‘기원 (紀元前) 여성’”은 여성해방에 가장 반동 인 범주로 지목되

었다. 한 진정한 신여성이란 “구제도에 집착되어 남성  여성, 유산  무

산의 착취에 굴종하는 구여성”과는 정반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진정한 신여

성이란 “이 모든 불합리한 환경을 부인하는 강렬한 계 의식을 가진 무산여

성으로서 새로운 환경을 창조코자 하는 열정 있는 새 여성”이라고 주장되었

던 것이다.31)
31)

에서 이 시기의 운동을 ‘부르주아 여권운동’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

다. 문제의식은 다르지만 이지원(앞의 , 145면) 역시 1920년  반기의 여성

운동론이 “당시 소개되고 있던 서구의 부르주아 여권론의 향을  안 받았

다고 할 수 없으나 부르주아 여권론의 핵심이었던 참정권 문제는 물론 연애, 결

혼, 이혼의 자유, 재산권, 친권 등에서의 제반 법  평등의 요구를 거의 다루지 

않았다”는 에서 서구의 부르주아 여권론과는 그 실기반이 달랐다는 을 지

하고 있다.

30) 이춘수, ｢신년을 際하여 - 특히 무산부인에게｣, 조선일보 1926년 1월 4일자 참조.

31) 정칠성, ｢신여성이란 무엇인가 - 가치 폭락의 허물은 구에게｣, 조선일보  
1926년 1월 4일자. 한 박혜란 앞의  25면의 주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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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과 한국  특수성

그 다면 사회주의 여성들은 계 주의에만 사로 잡 서 건  제도와 

습의 문제에  심을 가지지 않았는가? 그 지는 않았다. 이 시기 근  

교육을 받은 이른바 신여성들은 서구의 여성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

는 식민지 여성의 실에 주목하 다. 이러한 인식은 최 의 사회주의 여성 

단체로 일컬어지는 여성동우회의 창립 선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여성동우

회의 창립 선언은 계 의식에 못지않게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받는 성 , 경제

 압박을 강조하 다. “횡포한 남성들이 여성에게 주는 보수는 교육을 거

하고 모성을 괴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여성은 “동양  도덕의 질곡”에서 

고통 받는 “비인간  생활에서 분기하여 결속”해야 한다는 것이다.32)32)여성동

우회의 활동 내용을 보더라도 노동부인이나 무산여성에만 심을 기울인 것

은 아니었다. 1926년 3월에 열린 정기총회의 결의사항에서 보듯이 가정부인이

나 지방여성, 농  여성과 같이 건  인습의 향이 특히 강하게 남아있는 

범주의 여성들에 주목하 으며, 그  해인 1925년 말에는 노동, 농민, 기타 

직업여성 이외에 학생과 가정주부들에 한 통계표 작성을 계획하기도 하

다.33)
33)

다른 여성단체들의 경우를 보면 특히 무산계  주의 교조 ․공식  입

장이 강했던 경성여자청년동맹과 달리 반 인 서울청년회 계열의 여성단체

들에서 여성문제에 하여 다른 인식을 보 던 것은 주목된다. 여성해방동맹

을 창립하려고 할 때의 설립 취지는 “종래의 우리 조선여성단체는 일반으로 

보아 신여성을 심으로 하여 편벽한 폐해가 지 않음으로 구식 가정여자의 

자각과 교양에 힘쓰자”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사업으로 “구식 여자의 

교육 기 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제안하 다.34)34)즉 근  교육을 받은 신여성 

심이 아니라 여 히 통  인습에 젖어 있는 ‘구식 가정 여자’를 상으로 

32) 조선일보 1924년 5월 24일자 ; 백순원, 앞의  33-4면 참조. 

33) 조선일보 1925년 12월 21일  동아일보 1926년 3월 6일자; 백순원 의 , 

36-7면 참조. 

34) 동아일보 1926년 1월 4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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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동을 강조한 것이다. 

북풍․화요 에 의한 경성여자청년동맹과는 구분되는 서울 의 이러한 입

장의 차이는 경성여자청년회의 강령에도 다른 형태로 반 되었다. 즉 “무산계

여자청년의 투쟁  교양과 조직  훈련”을 강조한 경성여자청년동맹과는 

달리, 경성여자청년회는 “부인의 독립자유를 확보하고 모성보호와 남녀평등권

인 사회제도의 실 을 기한다”는 것을 강령으로 내걸었던 것이다.35)35)여성의 

독립 자유, 모성보호, 남녀평등 등의 요구는 무산계 을 심으로 한 투쟁과는 

구분되는 이른바 ‘최소 강령’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36)있다.36)

활동 내용을 보더라도 노동여성과 공장부인을 시하 던 경성여자청년동맹

과 조 으로 경성여자청년회는 여성의 직업이나 연애, 자유결혼과 같이 여

성 일반에 해당되는 공통의 쟁 들에 심을 보 다.37)
37)

그러나 여성문제에 한 경성여자청년회의 제안들이 구체 으로 실행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우선 북풍․화요회 계열의 주류 여성 사회주의자

들과 비교할 때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주도권과 조직력, 그리고 그 향력이라

는 에서 서울청년회 계열의 여성 운동자들이 갖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아

울러 여성문제에 한 경성여자청년회의 근은 자유주의 여성운동에서 공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들을 내세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성된 

정세에서 명확한 원칙과 망의 부재 등을 반 하여 자유주의 여성운동과의 

제휴가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나아가서 건  인습과 제도의 틀에

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선의 일반 여성 , 특히 가정주부들을 바깥의 단체 

조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실 인 방침의 제시라는 에서도 한계가 있었

다.
38)38)이러한 이유들로 비록 실 될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주류 사회주의와는 

구분되는 서울청년회 계열의 여성운동에 한 상이한 근과 제안들은 단순

35) 동아일보 1925년 2월 24일자. 김 엽․김창순, 앞의 책, 159면.

36) 김 엽․김창순은 양 의 차이를 지 하면서 경성여자청년회가 “훨씬 보수 ”이

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경성여자청년동맹의 과격 인 ‘투쟁  교양’, ‘조직  훈

련’, ‘단결력과 조직에 의한 투쟁’ 노선에 불쾌와 오를 느끼는 일반 여성운동자

들의 총의를 규합하려는 데 아마도 목 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지 하고 있다. 

김 엽․김창순 의 책, 같은 곳 참조. 

37) 백순원, 앞의 , 42면.

38) 박혜란, 앞의 , 3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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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이나 벌 상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

는 의미 있는 차이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주류 사회주의 여성운동이 계 주의  편향으로 흘 다고는 하

더라도 근  문물의 세례를 받은 도시 거주 극소수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여성 인구의 다수가 여 히 건  인습에 사로 잡  있었던 실에서 여

성 사회주의자들은 차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조선의 여성이 

처한 고유의 특수성에 한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식민지 

상황과 여성이라는 조건에서 기인하는 억압  요소 이외에 미처 청산하지 못

한 건  유제가 가져오는 사회 , 문화 , 도덕  압박으로 인한 고통이 

층 으로 존재하는 식민지 실에 주목하 다. 

자유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건  인습의 타 에 으로 운동의 역량을 

기울 던 실에서 그것을 비 으로 바라보았던 사회주의 여성들은 차 

그것의 요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동

일한 표 을 사용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

다. 자유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건  인습만을 문제 삼고 그것의 근  변

형태들에는 거의 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과 조 으로 사회주의 여성들은 

통  인습과 ‘근 ’  모순이 하게 결합되어 있는 실에 주목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에서 자의 입장에서 건  인습은 근 의 도입을 통해서 

히 극복될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 반면 후자는 근  자체가 이미 건  

통에 의해 짙게 오염된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그것은 근  자체를 부정하

는 새로운 질서와 체제를 통해서만 타 될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 근  의

미의 모양처주의에 한 다음의 언 은 이러한 인식을 잘 보이는 것이었다. 

아내나 어머니라는 사회  역할의 구속과 규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사람으로서 인정받기를 주장하 다는 에서 비록 그것이 계  

목표나 의로 수렴되는 것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진주의  입장의 여성들의 

주장과 비슷하게 이상주의  지향을 보 다고도 할 수 있다. 

자! 보십시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처지와 지 가 어떠한가를!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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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없고 남편이나 아들이 있는 여자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을 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같은 시간의 노동을 하고도 같은 품삯

을 받지 못하거니와 특히 한번 아이를 배면 개는 일자리를 떼이게 됩니다. 교육

을 받을 기회도 남자보다 극히 거니와 설령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소  모

양처주의라 하여 남자에게 매여 살게 하는 교육밖에 시켜주지 않습니다. 남자는 

첩을 두셋씩 두고 기생집 색주가집을 다녀도 상 이 없지만 여자는 남편이 죽은 

뒤에라도 개가를 해서는 말썽이 됩니다. 특히 그의 가정생활이 어떠합니까? 빨래

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아이를 기르고 집일을 보살핌으로 아침부터 녁까지 징역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을 싫어하거나 

정조를 지키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상으로 보아서 여자가 정조를 

지켜야 한다면 남자도 정조를 지켜야 할 것이고 (이하 52자 검열에 의해 삭제) 남

자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기 에 우선 ‘사람’이 되고 사회의 한 분자가 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면 여자가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기 에 우선 그러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요?
39)39)

 

사회주의 여성들은 통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에서도 자유주의 계열의 여

성들과 의견을 달리하 다. 근 에 한 맹목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유주

의 여성들에게 통은 그 자체로서 배격되고 타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와 

조 으로 사회주의 여성들에게 인습의 타 는 계 과 민 이라는 의를 

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 통 자체에 하여 보다 유연하고 략

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 1920년  후반에 벌어졌던 단발을 둘러싼 논쟁

에서 보듯이,40)40)사회주의 여성들은 민 에 가까이 가는 운동을 해서 자신들

이 주장하던 단발을 버리고 기꺼이 다시 통 인 머리모양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여성들이 건  도덕 념을 미시 이고 고립 인 방

식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것과 조 으로, 사회주의 여성들은 그것을 보다 역

사  사회발 이라는 보다 폭넓은 거시  과정 안에서 악하 다. 허정숙이 

식민지의 특수한 실을 자본주의의 미발달이라는 사회경제  측면과 건  

도덕 념이라는 이념  측면으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39) 이 경, ｢여성과 단결｣, 근우회 리 리트 제1집, 1927년 8월, 최은희, 1972 조국

을 찾기까지(1905-1945 한국여성활동비화) (하), 탐구당, 131면.

40) 구체 인 내용에 해서는 김경일, 여성의 근 , 근 의 여성 , 앞의 책, 182-97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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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이 따로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조선은 자본주의가 완 히 발달하지 

못한 것도 한 가지 이유이며 따라서 조선의 여성이라는 것은 재래의 인습과 

도덕이라는 그물에 억매여 온갖 압박 구속을 받아 왔”기 때문에 “조선의 여성

은 반드시 남성보다 특수한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1)41)

이러한 에서 그녀는 “여성운동의 마지막은 사회운동과 같이 노 의 지

에서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착취와 압박을 당하는 무산계 의 해방운동과 일

치될 것”이라는 계 주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여성으로서는 계 의식의 

각성 그것보다는 “개성으로서의 참된 반성이 있은 후 반역이 있어야 할 것”이

라고 주장하 다. 즉 여성운동은 여성의 개성을 찾는 운동이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먼  “사상의 개 과 성  반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 

나아가서 그녀는 여성운동의 ‘선구’로는 “아직까지 조선에 있어서는 가정부인, 

신여성, 여학생을 요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여성운동의 주도층으로 노동

부인이나 무산여성보다는 가정부인이나 신여성 등을 지목한 것이다. 

1928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더욱 발

시켰다. 그에 다르면 ‘개성과 각성이나 작업상 우’ 등에서 남성과 별다른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구미 각국의 여성과는 달리, 조선 여성은 ‘고루한 습과 제

도의 희생’으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 으며, 사회와는 단 된 생활을 하

다. 한 그녀는 “경제  독립을 한 여성이 극소수가 되고 부분이 경제상으

로 무산계 에 속한 여성”인 실에서 자산가 여성이나 노동여성을 구분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농  부인도 소작농이 다수인 동시에 무

산계 에 처하게 된 도회지의 유산계   류계 의 여성이나 노동부인이

나 농 부인이나 직업부인 등이 다 같이 경제 으로 성 으로 2  3 의 노

계에 있다”는 에서 “ 체로 보아 조선여성은 경제 으로 무산계 에 속하

고 개성으로 보아 노 의 지 에 처하여 있다”는 것이다.42)
42)

나아가서 조선 여성이 여성 체로 당면한 이러한 사정은 여성 운동 단체

의 조직에도 반 되어야 한다고 그녀는 주장하 다. 서구와는 다른 조선에 고

41) 허정숙, ｢신년과 여성운동｣, 조선일보 1926년 1월 3일자(부록 3면). 

42) 허정숙, ｢부인운동과 부인문제 연구-조선여성지 는 특수｣(2), 동아일보 1928년 

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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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특수성의 원칙이 여성 운동 단체의 조직에 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농 러시아나 […] 일본 등지의 여성운동은 따로이 여성만을 주”하는 

여성단체가 존재하지 않고,43)
43)
“언제나 남성과 동일한 보조로” “노농단체라든

지 청년단체 기타 어떠한 단체이든지 남녀성의 구별이 없이 동일한 지 와 

략을 가지고 진행”되지만 조선 여성은 외 으로 남성에 해 독자 인 

분리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44)
44)

1920년  반 이후 여성운동에서 정립된 이른바 성별에 따른 분리 조직론

은 이러한 주장을 반 한 것이었다. 식민지 여성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단체로서 각 지역에서 조직되었던 청년 여성 단체에 한 조직 방침은 철

한 성별 분리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었다. 내외의 구별이 여 히 엄연히 존재

하고 여성에 한 편견과 아울러 여성의 사회 활동에 한 인식이 부족한 식

민지 실에서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것은 매

우 드물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45)45)1927년 5월 민족 동 선의 일환

으로 창립된 근우회 역시 이러한 논쟁의 연속선 에서 조직된 것이었다. 이

43) 그러나 이는 허정숙이 오해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것이다. 여성의 정치조직에 

거의 심이 없던 러시아에서도 1917년 당 내부에 여성조직의 설립을 계획하

다. 많은 볼쉐비키들은 여성조직의 존재가 계 투쟁을 약화시키고, 노동계 을 

계 투쟁으로부터 분리시킴과 동시에 부르주아 여성운동을 진한다고 생각하

다. 그러나 콜론타이(Alexandra Kollontai)를 비롯한 일부 운동가들은 여성은 미

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며, 동시에 여성들의 삶의 

변화가 통사회의 향력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사회문화  가치들을 만들어내

는데 요한 요소가 된다는 근거에서 여성조직 설립을 열렬히 지지했다. 이에 

따라 여성회의, 여성 원회, Zhenotdel(the Woman's Bureau, 당 앙 원회 서기

국의 여성부), 표자회의, 여성클럽과 같은 다양한 여성조직들이 만들어졌다. 

여성들에 한 당사업의 일환으로 조직된 제노뜨젤은 1930년에 해체되었다. 고

유경, 2003 ｢알 산드라 콜론타이의 여성 연구｣, 고려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28-30면, 58면 참조.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실천의 경험에 비추어 별

개의 일반  여성조직이 필요함을 꾸 히 제기했고(村田陽一 コミンテルン資料

集 4, 大月書店, 542-3면), 일본도 성별 조직을 반 하던 山川均이 몰락하고 福

本主義가 공인(1926년 12월)된 후 성별 조직으로서의 동부인동맹을 결성

(1927. 7. 3)했다가 원칙에 배된다 하여 다시 해체(1928년 3월)하는 곡 을 겪

었다(工位靜枝, 1973 ｢關東婦人同盟｣ 歷史評論 제280호). 남화숙, 앞의 , 218

면 참조. 

44) 허정숙, ｢신년과 여성운동｣, 조선일보 1926년 1월 3일자.

45) 박혜란, 앞의 ,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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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에서 허정숙은 근우회의 조직  성격을 “조선사회의 객  조건이나 

여성 주체  조건에서 여성운동이 성별  조직의 단계를 밟”아 온 것으로 요

약하 다. “ 하 조선 여성운동의 사회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여성의 성별 

조직 즉 성  차별 문제 등을 하여 투쟁하는 조직체를 통하지 않으면 결국 

여성의 사회의식의 각성과 그에 합당한 조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다.46)
46)

 다른 사회운동자는 동아일보에 기고한 을 통하여 “각 방면에서 여성

에는 특수가 있다하여 조직을 남자와 분리하는 경향”을 지 하면서, “조선여

성의 특수의 부를 조직한 근우회가 성립된 이상 기타의 모든 여성운동 특

수의 조직은 다 일반 운동 단체에 통일 조직되어야 할 것”을 구하 다. 나

아가서 그는 가까운 장래에 “근우회 자체도 민족  운동의 일부분으로서 

근본 으로 조직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지

하 다.
47)47)마지막의 이 주장은 1928년 근우회 국 회 토의안 에서 ｢민족

운동에 한 결의｣에서의 제안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외국

여성과도 다른 특이한 처지에 있”는 조선여성은 그 특수성, 즉 “일반  후진

성에 의하여 여성으로서의 특이한 조직체”를 갖는다. 그러나 “동일한 목표 하

에 단순히 약간의 사회  조건의 상이 때문에 분할 조직”되었다는 에서 근

우회는 ‘조선 여성의 최고기 ’으로서 신간회에 단체 으로 가입하여 신간회 

내에 여자부 설치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48)48)

그러나 근우회 결성 당시에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근우회의 조직과 련된 

이러한 논쟁들을 의식한 것 같지는 않다. 방향 환론을 근거로 신간회에 거 

46) 허정숙, 1929, ｢근우회 운동의 역사  지 와 당면 임무｣, 근우  창간호, 12면.

47) 鵑園生, ｢조선여성운동의 사  고찰｣, 동아일보 1928년 1월 6일자.

48) 김 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고 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79-80면. 

이 제안은 ｢민족운동에 한 결의｣의 제4항에 있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조항은  제3항에서 근우회의 여성은 “각각 그 속하는 계 층에 의하여” 신간회

에 참가한다는 제안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즉 여성이라는 성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계 의 일원으로 참가한다면 구태여 여성부를 설치할 필요

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우회와 같은 성별 조직의 틀을 

버리고 신간회의 여성부로 들어가 민족 동 선 에서 싸워야 한다는 주장은 

실 되지는 않았다. 신에 근우회가 해소된 이후 국 각지의 노동조합과 농민

조합의 여성부로 들어가 노농운동 선상에서 투쟁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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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남성 사회주의자들과 비슷하게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경제  자유를 

한 무산계  운동”으로부터 “ 건  구속에서 해방하려는 여자의 일반 자유

의 획득”을 한 투쟁으로 ‘방향 환’을 하 다는 에 당면한 의미를 부여하

던 것이다. “ 건  구속에 한 싸움은 계  해방운동을 한 일보 진

이요 계  운동은 여자의 완 한 해방을 한 최후 해결의 길”이라는 표

은 이들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것이었다.49)49)이러한 에서 다음의 ｢근우회 선

언｣은 도식 으로 보자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각각에 ‘구시 의 유물’, ‘

건  유물’과 ‘  고통’, ‘  모순’을 응시켜 가면서 읽어야 한다.

조선에 있어서는 여성의 지 가 일층 열하다. 미처 청산되지 못한 구시 의 

유물이 오히려 유력하게 남아있는 그 에,  고통이 겹겹이 가하여졌다. 그

런데 조선 여성을 불리하게 하는 각종의 불합리는 그 본질에 있어 조선 사회 체

를 괴롭게 하는 그것과 연결된 것이며, 일보를 진(進)하여는  세계의 불합리와 

의존․합류된 것이니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이에 서로 련되어 따로 성취할 수 없

게 되었다. […] 그러나 일반만을 고조하여 특수를 망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로 

우리는 조선 여성운동을 개함에 있어서 조선 여성의 모든 특수 을 고려하여 여

성 따로의 체  기 을 가지게 되었나니 여사(如斯)한 조직으로서만 능히 재

의 조선 여성을 유력하게 지도할 수 있는 것을 간 하 기 때문이다. […] 조선 

여성에 얽 져 있는 각종의 불합리는 그것은 일반 으로 요약하면 건  유물과 

 모순이니 이 양 시  불합리에 하여 투쟁함에 있어 조선 여성의 사이

에는 큰 불일치가 있을 리가 없다.
50)50)

선언에서 보듯이 근우회에 참가한 사회주의 여성들은 식민지에서 여성이 

당면한 문제가 건 , 근  성격이 복합된 층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을 인식하면서도 특히 조선 여성운동의 특수성으로 ‘구시 의 유물’로 상징

되는 바로서의 식민지 사회에 범 하게 잔존해 있었던 건  습과 유제

의 향력을 지목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1929년 발행된 근우  창간호에서 

허정숙은 농 을 심으로 한 ‘ 건의 잔재’가 “여 히 은연 에 여성을 가정

제도에서 사회  습에서 그 질곡에 신음”하게 한다고 주장하 다. 이어서 

그녀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 그 자신도 이 건  념에서 해방되지 못

49) ｢여자운동선에도 방향 환의 필요 - 성  해방에서 계 해방으로｣(1-2), 동아일

보 1927년 4월 20일  21일자 참조. 

50) 김 엽․김창순, 앞의 책, 7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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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과거의 무지가 여성의 사회  기능에 있어 일반운동에 미 (未

及)되어 있고 건  잔재에 여지없는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서술하 다51). 

이러한 인식은 1927년 5월 창립과 더불어 발표된 근우회의 행동강령을 통해서

도 살펴 볼 수 있다. 

1. 여성에 한 사회 , 법률  일체 차별 철폐

2. 일체 건  인습과 미신 타

3. 조혼폐지  결혼의 자유

4. 인신매매  공창의 폐지

5. 농 부인의 경제  이익 옹호

6. 부인노동의 임 차별 철폐  산 산후 임  지불

7. 부인  소년공의 험노동  야업 지
52)52)

체 7개 항목에 이르는 행동강령에서 1항부터 4항에 이르는 사항은 여성 

일반에 한 것이고 나머지 5-7항의 3개 항목이 노동자․농민에 련된 것이

다. 계 이라기보다는 여성 일반에 한 행동 강령이 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제1항에서 4항에 이르는 4개 항목에서 2항

의 건  인습과 미신 타 , 3항의 조혼 폐지  결혼의 자유가 특히 조선 

여성의 특수성과 련된 항목이었다. 1929년의 제2회 국 회에서는 수정된 

신행동강령이 발표되었는데, 반 으로 보면 그것은 계  색채를 상 으

로 보다 강화한 것이었다.53)
53)

51) 허정숙, 앞의 , 11-2면.

52) 김 엽․김창순, 앞의 책, 73-4면. 

53) 그 내용은 자료에 따라 다소의 상 가 있다. 경성지법검사국의 ｢思想ニ關スル調

査書類｣를 바탕으로 한 김 엽․김창순( 의 책, 93-4면)에 따르면 의 7개 항

목에 더하여 (1) 교육의 성  차별 철폐  여자의 보통교육 확장, (2)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의 2개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원래의 2항이 “여성에 한 

건 , 사회 , 법률  일체 차별의 철폐”으로 바 어 ‘ 건 ’ 차별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4항에 이혼의 자유가 추가되었으며, 7항의 산 산후 임 지불은 ‘산 산

후 2주간의 휴양과 임  지불’로 보완되었다. 그러나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한 백

순원(앞의 , 47면)에 따르면 의 2개 항목에 더하여 (3) 노동자 농민 의료기

  탁아소 제정의 1개 항이 더 추가되었으며, 원안 1항이 “여성에 한 사회

 법률  정치  일체 차별 철폐”로 바 었다고 하여, ‘ 건 ’ 차별 신에 ‘정

치 ’ 차별을 제시하고 있다. 한 원안 7항 역시 ‘2주간의 휴양’이 아니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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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근우회 내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장악해 나간 것과 

련이 있었다. 이후 1931년도에 들어와 사실상 해소 상태로 들어가기 까지 

근우회 내에서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주도권을 둘러쌓고 반 을 거

듭하 다. 근우회의 조직 이후 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조직된 지회들을 통하

여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근우회의 주도권을 차 장악함으로써 운동의 내용

이나 지향에도 일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열릴 수는 

없었지만 1928년 5월의 근우회 국 회 토의안은 ｢조직문제에 한 결의｣에

서 조직사업에서 가장 을 두어야 하는 것이 노동부인 이어야 한다고 

제시하 다. “노동부인 농민부인의 조직이 가장 필요한 문제”이며, “이 범한 

층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선여성운동은 유력하게 개할 수 없고  투쟁  

능률을 발휘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16개 항목에 이르는 

노동부인 동원 슬로건을 발표하 다.54)54)이에 앞서 제3차 조선공산당의 근우회 

야체이카원인 강정희(姜貞熙)가 여성운동의 주체로서 ‘무산부인’의 조직화를 

강조하 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시된 것이었다.55)55)

이러한 주장은 조직에도 반 되었다. 1929년에 들어와 근우회는 부서에 노

농부를 설치하 으며,
56)56)이듬해인 1930년 1월 5, 6일의 양일에 걸쳐 열린 근우

회 앙집행 원회는 ‘노농부인 조직의 건’을 논의하 다.57)57)더 이상의 자료가 

4주간, 산후 6주간의 휴양과 그 임  지불”로 확  강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근우회 행동강령의 원안에서 1항과 6항은 1925년 4월 창건된 조선공산당의 여성 

정책을 반 한 것이었다. 즉 여성 문제와 련하여 조선공산당은 ‘여성의 정치

, 경제  사회  일  권리의 평등’과 ‘여성노동자의 산  산후 휴식과 임  

지불’을 당면 슬로건으로 제시하 던 것이다. ｢朝鮮共産黨のスロカン｣, 思想月

報 1권 4호, 1931 참조.

54) 구체 인 내용은 김 엽․김창순, 앞의 책, 80-81면 참조. 표 은 ‘노동부인’이지

만 6항의 경작권 확립이나 13항의 ‘공장  농장’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농

민 여성을 포함한 것이었다. 

55) 그녀가 말하는 무산부인은 노동부인과 농 의 빈농여성을 포함한 것이었다. 강

정희, ｢선구여성들의 신년 신기염｣, 동아일보 1928년 1월 1일자. 남화숙, 앞의 

, 217면의 주31 참조. 

56) 1929년 8월 1일 제1회 앙상무 원회에서 부서 확충의 일환으로 노농부 책임으

로 한덕희(韓德熙), 김정원(金貞媛)이 선출되었다. 동아일보 1929년 8월 6일자, 

박용옥, 1987 ｢근우회의 여성운동과 민족운동｣, 역사학회 편, 한국근 민족주의

운동사연구 , 일조각, 216-8면 참조. 

57) 동아일보 1930년 1월 4일자; 송연옥, 앞의 , 3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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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기 힘들지만 단체인 근우회에서 노농부인의 조

직화에 직  나서는 것에 해서는 자유주의자들의 반발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방의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일정한 비 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의 1월 순의 앙집행 원회 결정에 하여 “근우회의 사업권 밖이라는 항

의가 순천노동연합회, 순천농민조합으로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이다.58)
58)

륙침략을 한 시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일제의 탄압이 가 되고 사회

주의자들이 비합법 역에서 노동, 농민 운동으로 운동의 역량을 집 하여 갔

던 정세를 배경으로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체포와 투옥, 도주, 잠 을 거듭하는 

가운데 근우회 조직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930년 12월에 개최된 확 집행

원회에서 원장으로 정종명, 정칠성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자들에 신하여 

조신성(趙信聖)이 선출되었다. 근우회 지회 에서 경성지회보다 많은 최 의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었던(다음의 <표 2> 참조) 평양지회를 표하는 조신성 

체제에서 근우회는 기존의 사회주의  운동 방향을 비 하는 신 자유주의

 성향을 강화하 다. 근우회는 운동의 목표를 민족 단일의 여성운동으로 재

설정하고 근우회가 일제의 탄압을 받은 원인이 계 투쟁을 목표로 하 기 때

문이라고 보고 운동의 수 도 계몽 활동에 한정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농

 부인의 강좌와 야학을 장려하고 기존의 노동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 다.59)59)

1928년 근우회 국 회 토의의 ｢민족운동에 한 결의｣에서 “조선 여성의 

최고기 으로서 신간회에 단체 으로 가입하여 신간회 내에 여자부 설치를 

주장해야 한다”는 제안은 신간회의 해소와 더불어 미처 시도되지도 못하고 

사라져 버렸다. 특히 운동의 세는 비합법의 노동조합․농민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되었으며, 국 각지의 지회를 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회주의 여성

들은 이에 매진함으로써 근우회를 실질 으로 방기하 다. 이와 맞물려서 다

른 한편으로 서울을 근거지로 활동한 자유주의 여성들이 이미 근우회를 외면

해 버린 뒤편에 남아 근우회를 떠안았던 자유주의 여성들의 활동은 가 되는 

58) 송연옥( 의 , 366면)은 동아일보 1930년 1월 12일자에 근거하여 이를 제시하

는데, 실제 기사는 있지 않다. 아마도 다른 신문의 착오일 것이다.

59) 조선일보 1930년 12월 20일자. 이지원, 앞의 , 193면  이소 , 1992 ｢1920년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이념  성격에 한 연구｣, 연세 학교 학원 정치학

과 석사학 논문, 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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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탄압에 의해 무력화되어 갔다. 근우회는 조직으로서의 생명을 잃고 형

해화되어 갔다. 근우회가 표방하 던 노동부인에서의 활동은 비합법 역에서

의 노동자, 농민 운동으로 계승된 반면에 조선 여성에 고유한 특수성에 한 

인식은 역사의 편으로 사라져 버렸다. 

돌이켜 보면 사회주의 여성들이 당면한 식민지 여성의 실은 암담한 것이

었다. 건  인습이 잔존하면서 사회 반을 지배하는 가운데 여성들은 스스

로를 조직화하기 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애를 먹었다. 를 들면 조선

여성동우회의 창립총회는 주 자를 제외하고는 일반 여성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들 여성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의 남성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

행되었다.
60)60)이러한 사정은 근우회의 경우에 조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기본

으로 변하지 않았다. 근우회는 1927년의 창립총회는 물론이고 1929년의 제2

회 국 회에서도 여성보다도 방청객으로 참석한 남자의 수가 더61)많았다.61) 

1928년 3월 24일에 정되었던 근우회 경성지회 창립 회는 개회 정시간에

서 20-30분이 지나도록 300명 회원  겨우 50여 명밖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유회되는 곡 을 겪었다.62)
62)

 기반의 취약성은 이들 여성 단체들의 회원 분포를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여성동우회의 경우 1925년 12월 재 체 회원 73인의 부분은 

학생층이었으며, 그밖에 교원, 간호부, 기자, 가정주부 등을 포함하 다.63)63)다

60) 발회식에 참석한 80여 명  남자 방청객이 50여 명이었고, 감시 경찰  10 여

명을 제외하면 여성의 수는 13-4 명밖에 안되었다. 이들 모두는 주최자여서 신

여성 지는 이를 두고 “여성동우회가 아니라 남성동우회 같다”고 평하 다. ｢여

성동우회 발회식에 갔다가｣, 신여성  1924년 6월호, 10면  상숙, 앞의 , 

53면. 

61) 근우회 창립총회의 참가 인원수에 하여 동아일보는 회원 200명과 다수한 방청

객, 조선일보는 회원 150명에 방청인이 1,000명이라고 하 다. 황신덕은 회원 

190명이라고 하 다. 방청객의 부분이 남자 으므로 남자의 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동아  조선일보, 1927년 5월 29일자. 황신덕, ｢조선부인운동

은 어떻게 지내왔나｣, 신가정  1933년 4월호. 박용옥, 앞의 , 193면 참조. 제2

회 회의 경우 회 비 원회에서 체 500매의 방청권을 각각 남자 300매와 

여자 200매로 배정하고 있다. 김 엽․김창순, 앞의 책, 87면 참조. 

62) 정족수 미달로 연기된 경성지회 설립 회는 1주일 후인 3월 31일 100여 회원이 

참석하여 설립되었다. 동아일보 1928년 3월 26일자  근우  창간호, 1929, 91

면, 박용옥, 의 , 30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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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가정부인 노동부인 농민 학생 직업부인 무직 계

부산   72   9   6  20  24  131(127)

하동   30 10   5  11   56

담양   33   38

김천   61   5   1   5   67

천   67   3   70

김해   69   2  28   99

동래   85  31  116

하양    7   1   8   16

함흥   27   3   8   38

구   60  9   7  10   9   95

청진   29   7   5   41

군산   15  50   5   70

강릉   15   4   6   2   27

신고산   24   1  10   35(40)

진남포   40   3   7   50

춘천   26   2   3   31

원산   25   4  15   44

웅기   65   3   3   71

음의 <표 2>에서 보듯이 근우회 회원의 직업 분포에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

하 던 것은 가정부인으로 반이 넘는 58.8%의 비 을 보 으며, 다음이 직

업부인으로 16% 정도의 비 을 차지하 다. 이와 조 으로 노동부인은 

6.1%, 농민은 불과 1.6%에 지나지 않아 노동자․농민을 합해도 8%에 미치지 

못하는 미약한 비 을 보 다.64)
64)

     

<표 2> 근우회 25개 지회 회원의 직업 분포 

63) 학생 에는 러시아, 일본, 국 등지에서의 유학생이 상당히 많은 비 을 차지

하 다고 한다. 조선일보, 1925년 12월 21일자; 상숙, 앞의 , 46면 ; 박혜란, 

앞의 , 29면.

64) 이는 신간회의 경우와 조를 이룬다. 신간회는 회원 총수 39,410명  농업 

21,514명, 노동자 6,041명(각기 54.6%와 15.3%)으로 노동자․농민을 합한 비율

은 무려 70% 정도에 이르 다. 조선일보 1931년 5월 18일자 ; 박용옥, 앞의 , 

218면. 



274 韓 國 文 化 36 ․

나남    5  18 15   3  17   58(50)

용정   62  72  12  146(110)

평양  290  30  12 100  432(452)

신의주   24   3   7   6   40

단천   12   1   3  10   26

동경   32  15  55  12  114(105)

경성   81   1  19  81  42  224

계
1256

(58.8%)

131

(6.1%)

34

(1.6%)

194

(9.1%)

339

(15.9%)

181

(8.5%)

2135(2103)

(100.0%)

자료) 조사부, ｢槿友 況一覽｣, 근우 , 창간호, 1929, pp. 82-92에서 작성.

주1) 군 (45), 흥(30), 명천(42), 양(80), 진주(70), 주(36), 성진(83), 마산(51), 경도(45), 

목포(140), 홍원(63), 주(20)의 12개 지회는 회원수( 호의 수치)만 있음.

주2) 의주, 해주, 기장의 3개 지회는 지회명만 있고 회원수와 직업은 락되어 있음.

주3) 칸의 합계에서 호 안의 수치는 원표의 수치로 계산이 잘못되어 바로잡았음.    

주4) 의 합계에서 호 안의 수치는 직업별 비율임. 

이와 같이 근우회의 회원이 가정부인과 직업부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었다 하더라도 이들 부분은 도시에 거주하는 지식인 여성이었다. 근우회 지

회의 조직 분포도를 분석한 박용옥은 지회 설립지의 부분이 지방의 요 

도시로서 거의 모두가 철도의 통과지 는 근  연변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었다. 이는 근우회 운동이 극히 도시 심  운동이었음을 말하는 것이

며, 아울러 근우회 운동은 어쩔 수 없이 소부르주아 운동으로서 일부의 비난

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65)
65)

여성의 교양을 한 강좌나 연설에서도 주요 부분은 사회주의 남성에 의존

해야 했으며66)66)지식인 여성은 여성에 련된 몇몇의 주제들을 맡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에서 언 한 1928년 근우회 국 회 토의안을 보면 근우회

65) 박용옥 의 , 242-3면.

66) 반 으로 사회주의 남성들의 여성문제에 한 인식은 매우 낮은 정도에 머물

러 있었다. 1929년 12월 모스크바공산 학 조선․일본반 합동회의에 참가한 김

필수(金必壽)는 회의에 참가한 40여 명의 운동자들 에서 여성문제에 한 발

언은 매우 었다는 사실을 지 하면서, “올바른 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덧붙 다. 김필수, ｢동방노력자공산 학 조선․일본반 합동회의 속기록｣, 

1929. 12. 13 - 19.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 소 (이정박헌 집편집 원회, 

2004 박헌 집 4, 역사비평사), 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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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 사업에 한 결의｣에서 과거의 선 사업이 이 아니었다고 자기

비 하면서, “각종 선  사업에서 제일 먼  열어야 하는 시각의 방향은 여성

의 층이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지식계 의 여성만을 상 로 하던 종

래의 경향은 극복되어야” 하며, “순국문의 평이한 출 물, 농 ․공장의 순회, 

평이한 담화회, 연구회 등의 조직이 로 필요”하다고 지 되었던67)것이다.67)

도시 심의 이들 지식인 여성들은 여 히 건 유제가 강인하게 자리 잡

고 있는 식민지의 실에 직수입 상태의 이념을 그 로 용하고자 하 으며, 

미조직 여성 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에 해 효과 인 방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과학 상의 교의’를 천명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68)68)도시 심의 근  역에서 생활하던 이들 지식인 여

성들은 서구의 명  이론이 동향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 으며, 이러한 

에서 비록 의식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통  인습과 식민지 여성의 특수성

이 생활상의 실한 문제로 체화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4. 근  서구 이론과 여성운동

이미 언 했듯이 이 시기 사회주의 계열 여성들의 사상의 형성과 운동 논

리는 서구의 마르크스- 닌주의의 이론  향을 받았다. 남성 사회주의자들

도 그러했지만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여성의 억압과 성  불평등, 그리고 여성 

해방에 한 마르크스(Karl Marx)와 엥겔스(Friedrich Engels), 그리고 베벨

(August Bebel) 등으로부터의 이론  자원에 의거하여 실을 설명하고자 하

다. 특히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 과 베벨의 여성해

방과 사회주의 는
69)69)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여성 문제를 분석하고 안을 모색

67) 김 엽․김창순, 앞의 책, 82면.

68) 남화숙, 앞의 , 208면.

69) 최혜실은 “일본에서는 베벨의 책이 번역되었고 많은 이론가들이 그의 이론을 받

아 들 으나 한국에서 직  향 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 으나(최혜실, 

2000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 생각의 나무, 155면), 이는 사실과 다르

다. 베벨의 책은 1925년 배성룡에 의해 부인해방과 실생활 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지 사에서 번역 출 되었다. 동아일보 1925년 11월 9일자 3면의 ｢신간 소

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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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요한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 다. 

그러나 서구의 진  페미니즘 이론의 향은 이 시기 사회주의자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들 서구 이론은 이념  지형을 넘나들면서 일종의 

지  유행으로 통속화된 상태에서 리 통용되었다. 를 들면 경성의학 문

학교 교수인 유상규(劉相奎)는 신여성 에 기고한 ｢조선여성과 산아제한｣이라

는 에서 자유로운 모성과 여성의 산아 제한을 논하면서 베벨의 논의를 인

용하 다. 그는 부인의 과거 재  장래 란 책의 서문에서 “부인문제의 완

한 해결은 노동문제와 마찬가지로 존해 있는 사회   정치  제도 하

에서는 지어 보기가 어렵다”는 베벨의 주장을 소개한다.70)70)민 운동을 하는 

사회운동자들이 하층 빈민 여성들의 산아제한을 계몽해야 한다는 논거로 그

는 이 베벨을 인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반 인 그의 논지에 비추어 볼 때, 

베벨보다는 차라리 모성애에 한 엘  이(Ellen Key)의 논의를 인용하는 

것이 보다 합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념  성향에 계없이 자신의 논지를 입증하기 하여 서구 이론을 무차

별 으로 동원하는 경우도 지는 않았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분리가 아

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 이기는 하지만 1922년 사회의 개조와 여성문제, 그리

고 여성의 경제  독립을 주장하는 에서 이 는 베벨에서 시작하여 칸트

(Immanuel Kant)나 스펜서(Herbert Spencer), 아담 스미스(Adam Smith)와 

같은 자유주의 계열의 사상가와 아울러 엘리어트(George Eliot)과 같은 문학

가에 걸치는 인물들을 두루 거론하고 있다.71)71)반 의 경우도 있었다. 이 경

은 1927년 평론 에 여성의 경제  지 에 한 을 기고하 다. 여성 

사회주의자로서 경제  해방을 한 여성 노동 운동과 같이 반 으로 마르

크스주의  논지로 일 된 이 에서 그녀는 스펜서의 사회학 (2권)이나 버

크(Edmund Burke)의 국문명사 와 같은 국의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이

론가의 작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개하고 있다.
72)72)

70) 유상규, ｢조선여성과 산아제한｣ 신여성  1932년 3월호, 9면. 

71) 그의 사상  입장은 기독교에 입각한 민족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다. 李大偉, ｢여

자의 경제  독립｣ 청년  1922년 10호, 6-10면 참조.

72) 이는 그녀가 동경여자 학 사회과에서 수학한 경력을 반 한 것이었다. 李賢卿, 

｢경제상태의 변천과 여성의 지 ｣(1)-(5) 평론  1927년 1호-5호 참조. 



․ 1920-30년 한국의 신여성과 사회주의 277

서구 이론의 수용과 해석에서 보이는 이러한 혼란과 불일치를 감안하더라

도 반 으로 보면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에 한 논의에서 서구 마르크스주

의 이론의 향은 압도 이고  비교  일 된 방식으로 해석되고 용되었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 닌주의자로서 여성운동과 명운동에 

참여하 던 서구 여성들, 컨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ourg), 클라라 

제트킨(Clara Zetkin), 알 산드라 콜론타이(Alexandra Kollantai), 크루 스카

야(N. K. Krupskaya, 닌의 부인) 등에 한 소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73)73)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의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은 남성 사회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논자들이 다룬 주제 다. 유철수는 사랑에 의거해서 남녀의 

평등 문제를 제기하 다. 먼  그는 일반 인 의미에서의 연애와 엥겔스가 말

한 성애(sex love)를 구분한다. 자가 부르주아의 남녀애라 한다면 후자는 

롤 타리아의 그것이라는 에서 근본 으로 의미가 다르다는 제에서 그는 

출발한다. 그는 근 의 자유연애 사상은 “ 건  억압에 한 자유의 규, 무

리한 성의 강제 결합에 한 사랑의 해방”이라는 에서 진보  의미를 인정

할 수 있지만, “부르주아 개인주의 사상에 근원한 이기 ․독  사랑”이라

는 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에서 “착취와 억압이 있는 부르주

아 사회에서는 양성의 평등한 사랑과 경제와 (부르주아) 도덕에 억매이지 않

는 순수한 사랑은 있을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따라서 “순수한 사랑, 남자

가 여자를 압박하지 않는 양성의 평등한 사랑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잔재

가 없어진 롤 타리아트”의 성애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

의 시 에서 ‘성  방탕과 성  기’가  심화하여 간다고 진단한 그는 미

래 사회의 성  계는 “돈과 권력에 억매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사랑이 결혼

의 유일한 요소가 되고 도덕률이” 되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일부일부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성애를 통해서 결혼하는 일부일처제의 수립만

이 건 한 성  자유와 혼란한 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녀의 평

등한 사랑은 여자의 해방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여자의 해방은 여자를 압박하

73) 컨  ｢문제의 부인, 때의 여성 - 투사 쿠라라 체토킹 여사｣ 신여성  1925년 10

월호, 45면, 김해성, ｢독일의 로-자 룩센부륵크｣ 신여성  1931년 11월호, 28-30

면, 김하성, ｢독일의 클라라 쳇트킨｣, ｢러시아의 알 산더 코론타이부인｣, ｢러시

아의 크르푸쓰카야｣ 신여성  1931년 12월호, 48-51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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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경제  근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에서 여자의 해방은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에서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

었다.74)74)

30년  들어와 자유연애와 남녀평등에 한 이상이 속히 세속화, 타락화

되어 갔던 사실을 배경으로, 사회주의  입장에서 여성문제를 보는 논의들은 

특히 성과 연애의 문제에 을 맞추었다. 윤형식은 식민지의 실을 “ 건

주의  의식과 근  자본주의  의식과 신흥계 의 계  의식이 교체되면

서” “연애 는 혼인 문제 등을 2  3 의 허 와 가장 속에 묶어 놓고 성생

활의 참인(慘忍)한 비희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상황에

서 성의 문제를 “청춘 남녀의 풍기 문제로만 취 하여 일종의 악습이나 발생

되는 것처럼 논평”하는 이외에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계  입장에서 연애론

다운 연애론을 제시한 경우는 없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사회에

서 연애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 다. 즉 (1) 일정한 갈피를 찾지 못하고 

통  건사상에 의한 노  념 그 로를 사수하고 있는 경우, (2) 부르주

아 개인주의  자유사상에 의한 연애지상주의에 기울어진 경우, (3) 콜론타이

즘에 물들어가지고 무원칙 이고 조 없는 성  방종에 흐르는 경우가 그것

이다. 이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연애문제에서 가장 요한 것은 경제 계라

고 그는 주장하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애지상주의를 부르짖고 성생활에 

개인주의  방종을 극하는” 경우는 물질생활에 장애를 받지 않는 유한계  

만에 해당하며, 롤 타리아는 “한 끼의 밥과 함께 성에 까지 주림을 받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부르주아 자유주의자 등이 “연애의 자유”와 “성의 해

방”을 부르짖음으로써 강고한 건  인습에 도 하는 것의 의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롤 타리아의 근본  이해와는 아무런 련이 없으며, 따

라서 성 문제의 “구체  해결책은 그 근본조건인 경제  계에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75)75)다른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문제

74) 유철수, ｢성애해방론 - 건 한 성  자유의 획득｣ 동 24호, 1931년 8월호, 84- 

91면 참조.

75) 尹亨植 ｢푸로 타리아연애론｣ 삼천리  1932년 4월호, 56-8면. 이와 비슷한 논지

의 로는 宇海天, ｢연애의 계 성｣ 신여성  1931년 10월호, 洪曉民 ｢ 여성

의 부동성 - 소  “모더니즘”의 편린｣ 신동아  1931년 12월호  ｢처녀와 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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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본 인 해결책을 경제  근거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에 설정하 던 것

이다.

성과 연애의 문제와 련하여 이 시기에 가장 많은 향력을 미친 서구 이

론가로는 단연 콜론타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의 한 여성지는 콜론타

이를 “정객으로 계 운동의 투사로 는 문인으로” “세계에서 최첨단의 여성”

이라고 표 하 다. 나아가서 이 기사는 그녀가 쓴 소설 연(赤 ) 의 여주

인공인 바실리사(Vasilisa)를 “부르주아  선과 싸우면서 선량한 도덕  양

심을 잃지 않고 인류 체에 한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부인 커뮤니스트”로 

소개하고 있다. 연 을 비롯하여 콜론타이가 쓴 일련의 소설들76)은76)“부르주

아 문사의 최고의 표  그것보다도 훨씬 나은 힘 있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생을 찰하는 착안과 모든 이데올로기가 커뮤니스트 이어서 참다운 인

간미와 여성다운 정열”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이 기사의 필자는 “세상 여성

이 모두 연 에 나오는 바실리사같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고 었다.
77)77)

여기서 보듯이 콜론타이의 이론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은 향을 미

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세상 모든 여성이 바실리사같이 되어 주었

으면 한다”는 남성 지식인들에 못지않게, “나는 바실리사가 되겠”다는
78)78)신여

성도 지 않게 나타났다. 최혜실도 콜론타이의 사상은 “1920년  한국 신여

성의 성의식에 큰 향을 끼쳤고, 신여성은 자신의 해방의 방향을 성의 자유, 

성의 해방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두드러졌다”고 하면서, 그 사례로 허정숙의 

연애 경력을 소개하고 있다.79)
79)

성의 붕괴 - 속 여성의 부동성｣ 신동아  1932년 2월호 등 참조.

76) 콜론타이는 자신의 자서  소설인 일벌의 사랑 을 1923년 러시아에서 출 하

다. 이 안에는 ｢바실리사 말리기나｣, ｢삼 의 사랑｣, ｢세 자매｣ 등의 단편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실리사 말리기나｣는 1925년에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재간

행되었는데, 미국과 한국에서는 ｢ 연(붉은 사랑)｣으로 번역되었다. 김제헌 옮김, 

1988 붉은 사랑  도서출  공동체  석미주 옮김, 1991 홀로된 사랑 이별 , 

푸른산, 김은실, 2004 ｢소비에트 사회에서의 여성해방론 실험: 콜론타이의 여성

해방론을 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 숙명여  아시아여성연구소, 43권 2호, 

187-91면 참조.   

77) 김하성, ｢세계여류운동자 로필｣ 신여성  1931년 12월호, 50면. 

78) 閔丙徽, ｢애욕문제로 동지에게｣ 삼천리  1931년 10월호, 89면.

79) 최혜실, 앞의 책, 14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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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콜론타이의 이론이 반드시 정 으로 

평가된 것만은 아니었다.80)80)오히려 그것이  향력을 미치는 만큼이나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이 이론의 한계에 한 물음과 아울러 식민지 실에 

한 합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 다. 삼천리  1931년 7월호에 동경에서 기

고한 진상주(陳尙珠)의 은 아마도 이들 에서 가장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근한 사례가 될 것이다.81)81) 자는 먼  ‘연애지상주의’를 부르주아  허 의 

소산이라고 비 하면서, 자유연애론은 부르주아 사회의 산물이라고 지 하는 

데서 출발한다. 진실된 자유와 평등을 찾을 수 없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연애 

한 계 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부르주아 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

한 연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진상주는 자유주의 연애가 가지는 한계에 못지않게 사회주의자들

도 잘못된 연애론에 빠지기 쉬운데 그 단 인 가 바로 콜론타이 류의 연애

론이라고 주장한다. 콜론타이의 3代의 연애 는 “새로운 명  연애 의 

술  표 으로 우리 동반들 사이에도 찬독(贊讀)하는 자가 많”지만, “연애의 

신비주의를 말”하고 “연애는 계 을 월하 다는 반동사상의 선 ”이라는 

에서, 결코 “ 명  부인의 연애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간

층에 속하면서 부분 으로 콜론타이 자신의 자아상을 변하는 올가(Olga)에 

해서82)82) 자는 “투사라고 할지언정 소부르주아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

이며 무산계 의 연애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는 도 히 할 수 없”다고 비

한다. “연애의 상을 항상 일정한 남성에 국한하지 않고” 다수의 남성과 “성

 계를 맺으며 심지어 자기 모친의 은 연인까지와도 서로 계”하는 올

가의 딸 게니아(Zhenya)은 더욱 혹독한 비 을 받았다. 러시아 명 이후 이 

소설에 등장하는 게니아 류의 남녀 계가 한때 성행한 사실을 지 하면서, 

80) 이는 당시 조선 사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러시아와 서구에서는 오랜 동

안 콜론타이가 러시아에서 성  명의 오용과 도덕  무정부 상태에 책임이 있

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Richard Stites, 1978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in Russia: Feminism, Nihilism, and Bolshevism, 1860-193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 358 참조. 

81) 이하의 내용은 진상주, ｢ 로 타리아 연애의 고조 - 연애에 한 계 성｣ 삼

천리  1931년 7월, 33-38면, 74-75면 참조.

82) Richard Stites, op. cit., pp. 356-7.



․ 1920-30년 한국의 신여성과 사회주의 281

자는 “난혼생활은 어디까지든지 퇴폐 이며 정력의 낭비이며 명과는 아

무 인연 없는 것”이고, “연애를 통하여  계  업무에 충실하게 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 로 계  규율을 문란”하게 한다는 닌의 견해

를 빌어,
83)83)콜론타이의 연애 은 본질 으로 무정부주의이며 소부르주아  반

동  연애 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사회주

의자들 사이에서는 “콜론타이의 연애 이 계 으로 새로운 것인  알고 

그 로 실행하려고 하는 자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자는 여성의 완 한 해방은 자본주의 사회의 철폐로부터 

온다는 에서 “우리 무산 계  여성은 연애와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제일 먼  부인해방운동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피압박부인은 노동계  

해방운동에 무조건으로 극 참여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도외시

하고 연애문제를 심리, 태도 에서 해결하려는 것은 소부르조아  몽상밖에

는 안된다고 하면서, 자는 의 논자들과 마찬가지로 “성애 계의 정당한 

해결을 해서는 먼  물질  조건의 철 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롤 타리아는 원래부터 욕주의자가 아니며 연애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

니”지만, 무산계 은 “ 한 계  사명과 계  규율”이 있으며, 이 “계  

규율만이 오직 무산계 의 도덕이 된다”고 그는 주장하 다. “연애는 로 

계  규율 하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에서, “무산계  연애는 비장한 것

이며 계  도덕은 그 게 그들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마치 러시아에서 콜론타이 자신이 닌이나 크루 스카야와 같은 볼쉐비키

들로부터 비 받았던 양상과 비슷하게, 식민지에서도 ‘무산계 ’의 입장에서 

콜론타이에 한 신랄한 비 이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병휘는 콜론타

이의 사상은 식민지의 사회주의 운동에는 어떠한 향도 주지 못한다고 단언

하 다. “一動一靜을 계 을 하여 행”해야 하는 형성기의 식민지 사회주의

83) 이미 언 한 유철수 역시 “성  생활의 방사(放肆)는 부르조아 이고 붕괴 타락

 상”이라는 닌과 클라라 제트킨의 견해를 빌려가면서 콜론타이를 비 하

다.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3 의 연애 의 바실리사에 해서는 어느 정

도 수 하면서도, “게니아같이 태연한 종류의 연애”에 해서는 상 으로 비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도기  일 상에 불과”한 게니아의 성  계

에서 “그 과도기  상을 그 로 승인하고 그것을 정당시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유철수, 앞의 , 9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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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 명 후의 러시아의 성  행동과 연애행동을 보고서 그 로 행”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연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쟁력을 말살시

키고 운동자들의 진 을 문란하게 한다는 에서 “계  운동자에게 연애라

는 정서  행동은 물”이라고 그는 단언한다. 왜냐하면 연애 문제는 빵과 같

이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본능  조건”이라기보다는 그것의 ‘부차  산

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84)84)결국 그 역시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

로 연애는 감정 , 정서  차원의 문제로서 그것은 경제  문제에 부수 으로 

의존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콜론타이의 이론에 해서는 그것을 으로 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분 인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부정  향을 지 하는 논의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옥엽은 “콜론

타이즘은 여러 가지로 비난을 받고 있으나, 재에 있는 자유연애론 에서는 

사회 체의 진보에 제1의의 문제로 련하여 있는 이상 가장 합리 이요 진

보 인 연애론”이라고 하면서도, “일시  육체의 결합이 합리화하여 이것이 

실행되는 것은 롤 타리아 계 에 하여 아무런 좋은 결과”를 미치지 않

을 것이라고 언 하 다.
85)85)안회남 역시 “콜론타이주의의 조종인 연 의 주

인공 왓시릿사에게 있어서는 그 사회정세와 계 투쟁의 합리를 수 하나 그

것을 맹신하고 연애를 오로지 완롱물 취 하는 오늘날 일군의 부색(否塞)한 

청년들을 우리는 물리치는 바이다”라고 하여,
86)86)일정한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미치는 부정  향에 주의를 구하고 있다. 

콜론타이의 이론에 한 비 에서 에 띠는  다른 사실들 의 하나는 

여성보다는 남성 지식인들이 이 논쟁에 더 주도 으로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87)87) 삼천리  지상에서 이 잡지의 기자와 정칠성의 담 형식으로 마련한 

은 바로 이와 같이 “콜론타이 여사의 소설 연  기타 여러 가지 양성(兩

性) 계의 신도덕문제에 하여 조선의 여류사상가들은 무도 안타깝게 침

84) 閔丙徽, ｢애욕문제로 동지에게｣ 삼천리  1931년 10월호, 88-9면.

85) 김옥엽, ｢청산할 연애론｣ 신여성 , 1931년 11월, 10면.

86) 안회남, ｢청춘과 연애｣ 신여성  1933년 5월호, 83면.

87) 에서 소개한 내용을 보더라도 상주와 김옥엽은 여자로 추정되지만, 윤형식, 

김하성, 유철수, 민병휘, 안회남 등은 모두 남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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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견 여류 사회주의자의 비 을 소개한 에 의

미가 있는 것이었다.88)88)먼  기자는 콜론타이가 연애와 성욕을 분리하여 연애

를 부정하는 신에 사회운동과 공부와 투쟁에 바쁜 운동자들이 “생리  충

동을 하여 성욕의 만족을 잠깐 잠깐 얻을 길을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고 주장한 을 소개하면서, 그에 한 정칠성의 의견을 구하 다. 이에 하

여 그녀는 “ 실을 잘 본 말”이라고 답한다. 성욕과 연애는 구분해야 하며, 

“결혼의 자유, 이혼의 자유가 아주 완 하게 없는 곳에서는 그리 밖에 더 어

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것은 여자의 정조 념, 즉 순결성을 무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녀는 다소 유보 으로 반응하면서도, 

“ 무 정조를 과  평가할 필요까지야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다.
89)89)성욕과 정

조에 한 그녀의 이러한 입장은 정조의 엄격성을 강조했던 부분의 자유주

의자들과는 조되는 것이지만, 나혜석의 진주의와는 동일한 입장에 선 것

이었다고 할 수 있다.
90)90)아울러 그녀는 “만일 결혼생활을 하다가 연애가 사라

88) 이하의 내용은 丁七星 ｢‘赤 ’비  - 콜론타이의 성도덕에 하여｣, 삼천리  1929년 

10월호, 5-8면 참조. 

89) 연 의 첫머리에 주인공 바실리사가 자신은 처녀가 아니라고 애인의 사랑을 

물리치는데 사내는 그 가 옛날 애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나간 과거의 일이

라고 하고 결혼한다는 목을 언 하면서, 우리의 경우에도 순결성을 문제로 삼

아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하여 정칠성은 “ 답하기 조  거북”하다는 말

로 답변을 회피하 다. “말을 한 야 아직 우리 조선사회가 용납하여 주지 않

을” 것이라는 것이다. 아내가 된 바실리사가 별거하다가 몇 달 만에 돌아오니 

남편이 간호부와 성  계를 가졌는데도 바실리사가 이를 용서하는 것에 한 

의견을 구하는 목에서도 그녀는 역시 “조선사회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답변을 신하 다. 즉 실제로는 그에 수 하면서도 일반의 여론을 의식하

여 공개 인 의견 표명을 유보한 것이다. 

90) 1934년 삼천리  8월호  9월호에 발표한 유명한 ｢이혼고백장｣에서 나혜석은 

리에서 최린과의 계를 두고 “ 심되는 본부(本夫)나 본처(本妻)를 어  않

는 범  내의 행동은 죄도 아니요, 실수도 아니라 가장 진보된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1년 후인 1935년 2월 삼천리 에 발표한 ｢신

생활에 들면서｣라는 에서 그녀는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니요, 오직 취미”

라는 주장으로 문을 일으켰다.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떡 먹고 싶을 때 떡 

먹는 거와 같이 임의용지(任意用志)로 할 것이요, 결코 마음의 구속을 받을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해 같은 잡지 10월호에 발표한 ｢독신 여성의 정조론｣

에서 그녀는 “정조 념을 지키기 하여 신경쇠약에 들어 히스테리가 되는 것보

다 돈을 주고 성욕을 풀고 명랑한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인의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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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때에는 단연히 헤어져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하여 당연히 헤어져

야 한다고 답한다. “사상도 다르고 사랑도 없는 허 와 기만의 생활은 깨뜨

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의 이혼은 독신주의를 한 것이냐는 기

자의 질문에 그녀는 아니라고 답한다. 독신 여성을 새로운 여성상으로 제시

한 콜론타이와는 달리 정칠성에게 이혼은 “새로운 결혼 생활에 들어간 비”

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만, 남편이 값비싼 비단 옷감을 아내에게 사주는 것을 

바실리사가 우리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그것보다 무명옷이 더 좋다고 받지 않

는 구 에 한 의견을 묻는 기자에게, 정칠성은 단연코 그래야 한다고 응답

하 다. “사치는 인종지말들이나 하는 것”이고 “ 롤 타리아의 세계에는 사

치라는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사치를 부정 으로 보는 이러한 언 은 검약

과 제를 강조했던 자유주의자들의 입장과는 통하는 것이지만, 나혜석의 

진주의  입장과는 조되는 것이었다.
91)91)그러면서 그녀는 여성의 경제  독

립의 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남성 심의 가족제도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의 경제  독립이 매우 곤란하다는 에서 “무산자의 해방이 없이는 부

인의 해방이 없다”는 믿음을 피력한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인형의 집 의 노

라는 자신의 개성에 한 개인주의  자각에서 가출했지만, 경제  해방을 염

상으로도 필요”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상의 자료는 각각 이상경 편, 2000 나혜

석 집 , 태학사, 406면, 432면, 473면 참조. 당시 사회의 인식에 비추어 격

인 이러한 주장들은 선 이고 퇴폐 인 남성주도의 가부장 인 실에 한 

비  의식이라는 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91) 나혜석은 의복의 질박(質朴)을 강조하는 식민지 사회에서 “사람을 비평하는, 더

구나 여자 즉 여학생을 비평하는 표 이 극히 단순하고, 극히 애매하고, 극히 유

치하다”는 을 지 한다. 사치가 개인과 국가에 해를 끼쳐 왔다는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그녀는 “개인과 국가의 노동률이 그만치 증진한” 문명국가에서는 “개

인과 국가가 극단껏 사치하는 동시에 개인과 국가는 흥하고 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을 여행한 그녀의 경험을 반 한 것이지만, 이러

한 에서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 으로 검박과 제를 강조하는 것에 하

여 비 이었다. 검박설은 개인 수신론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크게 서

는 인류, 게는 “반도 2천만인 하등의 계 을 불문하고 검박하라 제한하는 것

은 무리의 청구요,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진화  본능을 무시하는 바”라는 것이다. 

나혜석, ｢김원주 형의 의견에 하여 - 부인의복 개량문제-｣, 동아일보  1921년 

10월 1일자, 이상경 편, 의 책, 21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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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에 두지 않았다는 에서 한계를 가진 것이었다고 비 한다. 따라서 “공상

 여성이 아니면 해방이 조 도 되지 못한” 노라에 비해  “모든 것에 철 하

게도 자유스럽게” 될 수 있었던 바실리사의 경우에서 보듯이, 노라의 해방과 

바실리사의 해방은 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독신 생활을 제외하고는 반 으로 콜론타이의 주장에 정을 

표시하면서도, 정칠성은 콜론타이가 주장한 이른바 연애사사(私事)설에 해

서는
92)92)반 의 입장을 표명한다. “연애 그 물건은 개인 계의 일 일른지 모

르지만 연애라는 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에 향을 끼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우회의 를 들면서, 그녀는 “일 잘하는 투사가 한번 결

혼하여 가정에 들어가 버린 뒤는 여성운동이 그만 뒷 이 되어 버”리는 사례

에서 보듯이, “순 히 개인의 연애생활이 계 투쟁력을 미약하게” 만들 수 있

다고 주장한다. “가정  의무에 려 사회  의무를 그만 등한시” 한다는 

에서 개인의 연애는 결코 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록 독신 생활과 연애사사설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성

의 해방과 결혼  이혼의 자유, 정조와 순결성에 한 부정, 그리고 여성의 

경제  독립과 같은 쟁 들을 통해 나타난 콜론타이의 주장에 하여 정칠성

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93)93)그리고 이는 에서 살펴본 다른 사회주의자들의 

의견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이었다. 그러나 성의 평등과 자유라는 쟁 에

서 정칠성이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미묘한 의견의 차이를 보 던 사실은 흥미

롭다. 즉 성애를 통한 새로운 의미에서의 일부일처제를 주장한 유철수나 혹은 

여성으로 추정되는 진상주조차도 성의 자유에 앞서 계  규율을94)강조94)하

92) 흔히 성 인 계의 개인주의(the privacy of sexual relations)로 요약되는 연애

사사설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콜론타이의 주장으로 알려져 왔지만, 사실은 

베벨의 여성과 사회주의 에서 따온 것이었다. 베벨은 “성 인 요구의 만족은 

인간 유기체의 다른 어떠한 자연  요구의 만족과 같이 사 (private)이고 개인

(personal)”이라고 주장하 다. Richard Stites, op. cit., p. 264  p. 354 참조. 

93) 이밖에도 그녀는 모성애와 련하여 공동의 육아원을 설치․운 하는 콜론타이

의 ‘신시  모성애’를 언 하고 있다. 

94) 안 호(安光浩)는 신여성  1932년 11월호에 기고한 ｢애욕생활과 주의생활｣(8- 

10면)이란 에서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 다. 이 은 일본의 야마다 와가(山田

わか)가 쓴 같은 제목의 소논문을 반박하는 것인데, 야마다는 자신의 에서 콜

론타이의 연 , 3 의 연애  등을 인용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애욕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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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과 조 으로 그녀는 콜론타이가 말하는 자연  본능으로서의 성욕에 

일정 정도의 공감을 표명하 던 것이다.95)95) 반 으로 보면 콜론타이의 이론

은 러시아에서와 비슷하게 볼쉐비즘 입장에서의 비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통속화된 형태로 선택 으로 수용․해석되고 실에 

용되었다.96)
96)

주가 되고 주의생활이 종이 된다”는 주장과 아울러 “당원 한 사람이 다수의 여

성을, 그리고 다수의 남성이 하나의 여성을 상 하는” 등의 무정부주의  경향

이 이들의 연애 이며 정조 이라고 설 하 다. 안 호는 이러한 경향이 “일시

의 과도  상”으로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러시아 명 이후 모든 

것이 갑자기 자유롭게 되는데 따라 성  생활 방면에도 순 이 자유가 허락되는 

때 일부의 여성들은 그것을 성  생활의 무정부주의  자유로 오인하여 은 여

성들이 무원칙  자유의 성  생활을 부르짖은 때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그 시 는 벌써 먼 과거에 속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에

게는 “언제나 주의 생활이 주가 되고 애욕 생활은 순 히 일부분  생활에 불

과”한 것이며 그들의 정조 은 “결코 일부다처의 무정부주의  견해가 아니고 

건실한 새로운 견해에 나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95) 닌을 포함한 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미래의 성  계의 형식으로 상정

한 것은 일련의 정사들(a series of love affairs)이라기보다는 ‘결혼’, 혹은 그와 

비슷한 종류의 성  결합(love union)이었다. 비록 부르주아와 롤 타리아의 

성의 자유를 구별하기는 하 지만, 이 에서 콜론타이는 다른 많은 마르크스주

의자들의 비 의 표 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Richard Stites, op. cit., p. 259 

이하, 한 Barbara Evans Clements, 1979 Bolshevik Feminist - The Life of 

Aleksandra Kollontai, Bloomington and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의 제

3장, “Socialist Feminist"  B. 스워드, 신민우 역, 1986 알 산드라 콜론타

이 , 풀빛 참조.

96) 콜론타이의 신여성에 한 논의, 새로운 성도덕의 문제, 공동 역에 한 여성의 

참여, 그를 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사회화, 모성애와 사회주의 건설의 문

제, 남녀애를 뛰어넘는 동지애와 자매애, 정치 인 일과 사랑의 결합 등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고유경, 앞의 . 김은실, 앞의   경옥 외, 2004 ｢실천하

는 여성해방론자 알 산드라 미하일로 나 콜론타이｣, 세계여성리더 , 숙명여  

출 부 참조. 이밖에도 G. Fraisse and M. Perrot (eds.). A History of Women 

in the West. vol. IV.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권기돈 정나원 역. 

1998 여성의 역사 (제4권 하). 새물결, 742-3면)  최혜실, 앞의 책, 139-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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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식민지 시기 근  교육과 더불어 출 한 신여성들은 자신의 통과 사회에 

한 심에서 근 인 것을 수용하고 식민지 실의 장을 통하여 실천하고

자 하 다. 식민성과 근 성이 복합된 근  교육을 통하여 자기의식을 획득한 

신여성은 가부장  지배와 근  형태의 여성에 한 억압, 제국주의  지배

와 민족주의  항이 착종된 복합  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 다. 

사회주의 여성들은 자유주의 여성들의 근 에 한 추구가 지니는 한계를 비

하고 안  근 에 한 망을 설정하 다. 서구의 마르크스주의는 이들

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이론  자원을 제공하 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자유주의 계열에서 주장하던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 다. 여성의 자각과 실력의 양성에 의거하여 이해되

던 남녀평등은 이제 여성의 권리에 한 주장과 남성의 억압에 한 투쟁으

로 바 었으며, 교육과 계몽을 통한 여성의 지  향상으로 이해되던 여성해방

은 무산계 의 단결과 지도에 의한 투쟁으로 해석되었다. 여성의 경제  독립

은 이제 모성의 범 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에 한 

격려나 여성의 지  향상에 한 추상 이고 모호한 헌사에 그치지 않는 진

정한 여성해방의 제로 이해되었다. 

비록 여성문제를 둘러싼 내부의 다양한 의견차가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이 

시기 사회주의 여성들에게 진정한 여성해방은 안  근 로서 ‘신사회’를 건

설하는 과제로 수렴되는 어떤 것이었다. 비록 자신의 고유한 통에 한 고

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류 사회주의 여성들의 교조 이고 애한 계 주

의 헤게모니는 통의 창조  계승이라는 과제에 한 집단  노력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 다. 공식주의 이고 추상 인 슬로건의 나열과 그것의 산발 인 

일회  실천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여성들의 입장이 기에는 다소 경직되고 

기계  성향을 띠었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자유주의에서 

설정한 근 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신조에 한 추종과 마찬가지로 사회

주의  근 에 한 맹목  믿음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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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여성들이 통  구속과 인습이 여 히 강하

게 잔존하 던 식민지 실을 비껴갈 수는 없었다. 이 시기의 사회주의 여성

들은 식민지 실에서 통의 인습과 그로 인해 여성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

을 식민지 특수성의 차원에서 인식하 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여성에 고유

한 특수성의 인식과 그 안을 둘러싸고 사회주의 여성들 내부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비록 미미한 향력밖에 행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무산계

을 심으로 한 투쟁과 스스로의 운동을 동일시하 던 주류 여성 사회주의자

들과는 달리 소수의 사회주의 여성들은 구식 여성까지를 포함하는 여성 일반

의 독립과 자유, 모성 보호 등을 주장하면서, 여성의 직업이나 연애, 자유결혼

과 같이 여성 공통의 쟁 들에 보다 많은 심을 기울이고자 하 다.   

반 으로 보면 사회주의 여성들은 자유주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통  

인습의 타 가 지니는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몇 가지 에서 이들과는 다른 

인식과 략을 구사하 다. 자유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건  인습만을 문제 

삼고 그것의 근  변형태들에는 거의 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과 조 으

로 사회주의 여성들은 통  인습과 ‘근 ’  모순이 하게 결합되어 있는 

실에 주목하 다.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통  인습은 근 의 도입을 통

해서 히 극복될 수 있는 어떤 것이었다. 반면 사회주의자들은 근  자체

가 이미 건  통에 의해 짙게 오염된 것으로 악하 으며 따라서 그것

은 근  자체를 부정하는 새로운 질서와 체제를 통해서만 타 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통을 둘러싼 인식에서도 이들은 자유주의 계열의 여성들과 다

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근 에 한 맹목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유주

의 여성들에게 통은 그 자체로서 배격되고 타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와 

조 으로 인습의 타 를 계 과 민 을 한 수단으로 이해하 던 사회주

의 여성들은 통 자체에 하여 보다 유연하고 략 인 근을 시도하 다. 

한 통  도덕 념을 미시 이고 고립 인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자

유주의 여성들과는 달리 사회주의 여성들은 역사  사회발 이라는 보다 폭

넓은 거시  과정 안에서 그것을 악하고자 하 다.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이러한 인식과 략은 1920년  후반 근우회의 성립

과 활동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경제  자유를 한 무산계  운동”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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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구속에서 해방하려는 여자의 일반 자유의 획득”을 한 투쟁으로 ‘방

향 환’을 한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구시 의 건  유물과 아울러 근  자

본주의의 고통과 모순을 비 하고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근우회의 

각 지방 지회에서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것을 배경으로 ‘

건  유물에 한 싸움은 근 의 극복을 한 일보 진’이라는 인식보다는 

‘계  운동은 여성 해방을 한 궁극  길’이라는 주장이 차 우세하게 되어

갔다. 이에 따라 계  해방의 과제는 비합법 역에서의 노동자, 농민 운동으로 

계승되었지만, 식민지 여성에 고유한 특수성의 문제는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

었다.

(필자: 한국학 앙연구원 사회학 교수)

주제어 : 신여성, 페미니즘, 사회주의, 식민주의, 근 성, 사회이론

투고일(2005.11.10), 심사시작일(2005.11.14), 심사종료일(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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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men and Socialism in 1920-30s Colonial Korea

Kim, Keong-il *

97)

Diverse trends of thoughts such as the liberalism, the radicalism, the 

socialism and the communism affected the formation of the New Women in 

Colonial Korea. Based upon cases of socialist and communist New Women, 

this article focuses on their views and questions on class, nation, and 

women. Socialist and communist New Women of this perio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organization of feminist movements and the education of 

colonial Korea. They introduced Marxist-Leninist theories on women, and 

interpreted and applied them accordingly in view of the colonial reality of 

the day. Socialist and communist New Women criticized on the limitation of 

the modernization project proposed by liberalist women and instead set their 

own alternative modernity. Though there were a wide range of differences 

of opinions on the strategy of achieving modernization, these women placed 

serious importance on the role of tradition in achieving modernization.

Key Words : New Women, Feminism, Socialism, Colonialism, Modernity, 

Socia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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