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 전후 러시아 성매매 정책의 변화:
질병담론에서 노동담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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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본고는 1917년 혁명 전후 러시아에서 일어난 성매매 정책의 변화가 질병
담론에서 노동담론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라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기존 연구
는 성매매 정책의 변화를 체제의 성격 변화를 통해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성매매 문제의 복잡한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성매매 정책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성매매 정책의 골자인 공공보건의 증진은
의사들로부터, 규제폐지주의는 제국 말 여성주의자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설
명한다. 서로 다른 요소들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국가의 새로운 구성 원리,
즉 모든 시민이 성별과 계급에 무관하게 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믿음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성판매 여성들 역시 소비에트 시민이 되기 위
해서 생산적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전시공산주의 시기와 신경제정책 시기에
성매매 정책의 성격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성판매는 노
동이 될 수 없다는 일관된 관점이 존재했다. 본고는 소비에트 성매매 정책이
각 시기별로 달라지는 이유를 정권의 정책 변화보다 성매매에 대한 일관된
태도 탓으로 해석한다. 소비에트 당국에게 성매매는 여성노동력의 활용과 분
리할 수 없는 문제였다. 보건정책의 실행 결과 성병과 분리된 성매매 문제는
여성노동과 노동시장이 맺는 관계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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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정책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석사.

1. 서론
성매매1)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법은 시대와 사회, 집단에 따라 다양하다.
더 나아가 현존하는 성매매를 누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특히 국가가 성
매매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다.2) 역
사적으로 다양한 입장과 수단이 각축을 벌여온 이 영역에서 1917년 혁명을
전후한 시기 러시아의 제도 및 담론 변화는 눈여겨볼만 하다. 이 시기 러시
아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과 혁명, 내전을 겪으면서 사회 전반의 급격한 와해
와 재건이 이루어졌던 데다, 무엇보다도 계급과 성의 평등을 주장했던 볼셰
비키가 새로운 국가의 수립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1917년 전까지 성매매 문제는 사회주의자들에게 긴급한 현안이라기보다는
차르체제와 자본주의를 폐지해야 하는 여러 명분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그러나 10월 혁명으로 볼셰비키가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시작하게 되면서 상황
은 바뀌었다. 그들의 앞에는 차르정부의 규제주의 정책에 의해 별도의 신분집
단을 형성한 전업 성판매자와 부족한 임금을 메꾸기 위해 성판매를 부업으로
선택하곤 했던 도시 하층계급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혁명 이전에는 누구
1) 각종 성행위를 사고파는 현상을 가치중립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는 여전
히 논쟁적인 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성매매를 prostitution에 대응하는 말로 사용
할 것이다. 매음, 매춘, 윤락 등의 용어는 도덕적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성판매자, 성판매 여성으로 표기할 것이며, 성을 구매하는
남성은 성구매자, 성구매 남성으로 표기할 것이다.
2)

성매매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금지주의
(prohibitionism)는 성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반
적으로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전통적 성관념에 근거하고 있다.
규제주의(regulamentarism)는 성매매를 합법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등록
증과 의료감시체계를 의무화하거나 성매매가 가능한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매매를 규제하는 방법이다. 19세기 말 유럽에서 규제주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흐름이 등장하였고, 이를 폐지주의(abolitionism)라고 한다. 한국에서
는 금지주의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규제폐지주의나 비범죄화(de-criminaliztion)로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한다. 규제폐지주의 혹은 비범죄화 정책은 성매매 쌍방을 처
벌하지도 않고 합법화하여 관리·통제하지도 않으며,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관계자를
착취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국(2004)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조국 편,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사람생각, 14-24쪽.

도 던지지 않았던 질문에 볼셰비키는 답해야 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매매
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완전 고용과 성평등이 달성된다면 성매매는 사
멸할 것인가? 그렇다면 완전 고용과 성평등이 달성될 때까지, 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기와 성별 간 차별이 해소되어가는 과정 중에 성을 판
매하는 여성을 어떻게 간주해야 하는가?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여성 실업과 성
차별의 피해자인가,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방해하는 범죄자인가?
볼셰비키는 성매매를 여성 노동자에게 특히 가혹한 자본주의 체제와 남성
의 방탕한 생활을 용인하는 부르주아 가족제도가 중첩된 결과로 보았고, 따
라서 성매매는 원칙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불안정해진 가족제도와 식량이 부족한 도시, 누구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러시아에서 성매매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었다.3) 자본주의에
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성을 판매하는 여성과 성을 구매하는 남성은 지속
적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이들은 국가에 의해 계몽되거나, 처벌되거나, 배제
되었다. 볼셰비키는 법률상으로는 규제폐지주의 정책을 취했으나 시기와 담
당기관에 따라서는 금지주의적 입장을 취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일관성을 결여한 것처럼 보이는 러시아 혁명 이후의 성매매 정책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르정부 말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규제폐지
주의 운동은 차르정부 말기에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스타이티스가 여성인권운동의 전개를 서술하면서 여성운동이
시작된 제정 말부터 공산당 여성국이 폐지된 스탈린 시기까지를 하나의 단계
로 다룬 바 있다.4) 그러나 이후 여성사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제정과 소비에
트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 이런 구분은 성매매 정책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이다.5) 문제는 이런 구분이 볼셰비키가 정책 기조로 삼았던 규제폐지주의가
3) 한정숙(2010) ｢소비에트 정권 초기의 가족, 출산 정책: 현실과 논의들｣, 서양사연
구, 제23집, 44-45쪽.
4) Richard Stites(1978)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In Russia: Feminism,
Nihilism, and Bolshevism 1860~1930, Prinston: Prinston University Press, xviii-xix.
5) 제정기의 성매매를 다룬 연구로는 Richard Stites(1983) “Prostitution and Society in
Pre-revolutionary Russia,” Geschichte Osteuropas, Vol. 31, No. 3, pp. 348-364;
Barbara Alpen Engel(1989) “St. Petersburg prostitutes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 Personal and Socail Profile,” The Russian Review, Vol. 48, No. 1, pp.
21-44; Laura Engelstein(1992) The Keys to Happiness: Sex and the Search for
Modernity in Fin-de-Siècle Russi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Laurie

애초에 여성운동가들 사이에서 대두했고, 규제폐지주의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도 견해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쉽게 간과한다는 것이다.
제정기에 대한 연구는 규제주의 정책의 도입과정과 함께 당대 성판매자의
사회적 지위가 규제 정책의 도입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6) 이 시기를 종합적으로 서술한 번스틴은 규제정책을 개혁하려 했던 의사들
과 규제 자체의 폐지를 주장했던 여성주의자들의 시도까지 다룬다.7) 제정 시대
연구자들은 이 시기의 규제주의 정책이 차르 정부의 비타협성 때문에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제정의 규제주의 정
책은 혁명에 의해서만 소멸할 수 있었다. 제정 러시아의 붕괴와 뒤 이은 임시
정부의 수립으로 규제폐지주의는 가까스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사들과는 달리 규제폐지주의를 주장한 여성주의자들은 대부분 소비에트 러시
아의 형성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규제폐지주의의 기조를 이어
간 것은 볼셰비키였고, 볼셰비키와 여성운동가들 사이에는 성매매 해결책이나
여성 해방 뿐만 아니라 사회혁명 전반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다. 그렇다면
볼셰비키는 규제폐지주의를 어떤 형태로 완성하였는가? 차르정부 말의 여성주
의자와 볼셰비키의 정책 사이에 어떤 연속성과 변별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제정 말 규제폐지주의자와 의사들이 제시한 성매매 대응책을
살펴보고, 혁명 이후 볼셰비키가 이 방안들을 고유의 여성해방론에 따라 변
용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성병 방지 정
책, 곧 성판매 여성 규제 정책과 혁명 이후 규제 폐지 및 성판매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립 과정을 연속적인 현상으로 다룬다. 따라서 먼저 2장에서는
Bernstein(1995) Sonia’s Daughters: Prostitutes and Their Regulation in Imperial
Russia,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London, Eng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가 있다. 국내연구로는 기계형(2014) ｢제정러시아 말기 상트페테르
부르크의 빈민층 여성과 성매매｣, 여성과 역사, 제20집, 63-96집 참고.
6)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는 와중에 러시아 제국의 수도인 페테르부르
크로 여성노동력이 다수 유입되었다. 규제정책에 의해 등록된 성판매자 여성의 기
록을 살펴보면 도시로 유입된 농민 출신 도시하층계급 여성들이 낮은 임금을 보
충하기 위해 일시적인 부업으로 성매매에 의존하곤 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도시 하층계급 여성의 입장에서 규제정책은 일시적 부업이었던 성판매가 빠져나
갈 수 없는 전일제 직업이자 사회적 신분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Barbara Alpen
Engel 1989: 21-23).
7) Laurie Bernstein(1995).

제정기에 도입된 규제주의 정책과 그 문제점을 확인한 뒤 의사와 규제폐지주
의자들 각각의 개혁안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볼셰비키 정권의
수립 이후 제정 말기의 개혁안이 변용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1917년
두 차례의 혁명을 통해 수립된 사회주의 정권은 성판매 여성의 등록, 규제제
도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사회적 해결책’을 성매매
의 해결책으로 내놓는 한편, 의사들이 요구해왔던 인구 전반에 대한 보건교육
과 광범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성병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볼
셰비키는 성판매 여성에게 억압과 온정의 사이를 오가는 분열적인 태도를 취
했다. 이 글에서는 볼셰비키가 줄곧 성매매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이해한 ‘생
산적 노동’이 그들의 성매매 정책의 기저에 있었다는 점을 규명할 것이다.

2. 러시아 제국 시기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
(1) 규제체제의 도입과 문제점
1843년 10월, 차르 니콜라이 1세의 내무상 레프 페롭스키(Лев Перовский)
가 성매매 규제정책을 러시아 제국에 도입했다. 1718년 표트르 대제가 군부
대 근처의 성판매자를 단속하기 시작한 이후 원칙적인 금지주의를 견지하던
정부의 방침이 크게 선회한 것이다.8) 새로운 제도는 보건정책이라는 측면에
서 성매매에 접근한 프랑스의 풍속경찰제도(police des moeurs)나 영국의 전
염병방지법(Contagious Disease Act)과 궤를 함께 하는 규제주의 정책이었
8) 1716년 표트르 대제는 “부대에 창녀의 출입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1718년에는
페테르부르크의 “선술집, 도박장, 및 기타 외설적인 장소”가 단속 대상이 된다. 이
때의 금지주의적 조치는 미풍양속과 도덕에 어긋나는 성매매를 단속하는 데 목표
를 두고 있었다. 예카테리나 여제의 시대에는 성매매 문제에 대한 조치에 성병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어 있었다. 예카테리나는 “인류의 파괴를 촉진시키는” 질병을
막기 위해 “외설적인 행위를 위해 낮 혹은 밤에 자신의 집을 개방하거나 건물을
대여하는 행위, 외설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 낮 혹은 밤에 집에 들어가는 행위, 외
설적인 행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돕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파
벨 1세는 1800년 “음주, 외설, 방탕에 빠진” 여성을 시베리아 유형에 처하라고 명
령했다. 이 시기에 성판매자 여성이 노란 옷을 입도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고도
알려진다(Laurie Bernstein 1995: 13-15).

다.9) 내무성 의학부의 주도 아래, 성판매자의 등록 및 이들에 대한 주기적인
성병 검진을 골자로 하는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1843년 내무성 의학부 휘하에 의사-경찰위원회(врачебно-полицейский комитет)가 수립된다. 위원회는 1844년 페테르부르크에서 규제를 실행했고, 1851년에
이르러 전국 각 지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제정이 폐지될 때까지 러시아 제
국의 성판매자를 통제했다.10) 이 기구는 성판매자를 색출해 등록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이들의 성병 감염 여부를 판단한 뒤 격리 수용하고자 했다. 1~2주
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검진 결과는 등록된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노란 딱지”에 기록되었다. 여기에는 등록인의 이름, 나이, 주소와 검진을
받은 도시도 기록되어 있었다. 질병의 매개자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체제
가 성판매자 여성을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는 집단으로 만든 것이다.11)
따라서 규제주의 정책은 1861년 농노해방령 이후 신분제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무엇보다 “노란 딱지”의 기능이 바뀌었다. 성판매자로 등록된 여성은
신분증명서를 더 이상 소지할 수 없었으며, 대신 “노란 딱지”로 신분증명을
해야 했다. 성병검진증명서가 신분증명서로 탈바꿈한 것이다. 등록자는 이동,
주거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직업을 노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불어 페테르부르크에서는 부랑자와 도시에 새롭게 유입되는 여성들에 대해
성매매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
상은 가정교사부터 하녀, 계절노동자를 아우르는 도시하층계급 여성 전체였
다. 전업 성판매자를 통제하면서 도시하층계급 여성 모두를 잠재적인 성판매
9) 영국의 규제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Judith Walkowitz(1980) Prostitution and Victorian
Society: Women, Class and the Stat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hilippa Levina(2003) Prostitution, race, and Politics: policing veneral disease in
the British Empire, New York: Routleldge를, 국내 논문으로는 이성숙(2000) ｢‘움직
이는 페미니스트 군단’:영국 성병방지법 폐지운동가 페미니스트들의 네트워크,
1869~1886｣, 영국연구, 제4호, 55-82쪽; 이성숙(2001) ｢영국 빅토리아시대 성병방
지법과 매춘여성｣, 서양사론, 제69호, 67-97쪽 참조. 프랑스의 규제주의 정책에
대해서는 Jill Harsin(1985) Policing prostitution in nineteenth-century Pari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를, 국내 논문으로 변기찬(2004) ｢19세기 프랑
스 매춘 규제 운동의 모순과 그 한계｣, 
, 제28호, 643-660쪽; 은은기
(2009) ｢프랑스 매춘부 규제정책과 리용 매춘부들의 저항운동｣, 대구사학, 제95호,
263-283쪽 참조.
10) Laurie Bernstein(1995), 20.
11) Laurie Bernstein(1995), 20-24.

자로 간주하는 감시 체제가 완성된 것이다.12)
그러나 질병, 특히 매독의 확산은 멈추지 않았다. 의사들은 매독을 하나의
질병으로 파악하여 원인과 감염 경로를 확정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고, 그 덕
에 매독은 질병 이상의 공포였다.13) 미생물학의 발전으로 1905년 매독균이
발견되고 1906년 혈액검사로 매독을 진단하는 바세르만 진단법이 발명된 이
후에도, 현장에서 매독의 진단은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의학이
매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14) 19세기에
규제주의 기조가 유럽 전반에 걸쳐 도입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정책 결정자
들은 군대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도시 위생과 공공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독의 전염을 통제해야만 했다.15) 그러나 매독이 성적인 타락을 의미
하는 한 매독 환자는 스스로 의사를 찾아오지 않았다.
도시하층계급이 질병에 감염되어 있다는 레토릭은 국가와 의사의 감시에
서 질병을 감출 수 없는 집단이 도시하층계급이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이
들 중 규제 정책의 강제적 감시와 격리에 노출된 집단이 바로 성판매자였
다. 보건 당국과 의사들은 성판매자 여성을 매독 감염의 핵심 고리로 파악
하고 이들의 병을 치료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는 대중적으로 보급된 치료법
도 없는 데다 감염 자체가 추문인 질병에 대적할, 단 하나뿐인 실행 가능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환자 중 일부를 목표로 하는 감시체
계는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 성병에 감염된 여성 중 전업 성판매자
일부만이 규제체제의 지속적인 감시 아래서 진단을 통해 병원에 격리되었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이 치료되어 매춘업소로 돌아갔으며, 이들 중 거의 모두
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감염된 남성 고객에게서 재감염 되었다. 일부
12) Laurie Bernstein(1995), 28-29.
13) Laura Engelstein(1992), 170-174; Laura Engelstein(1986) “Syphilis, Historical and
Actual: Cultural Geography of a Disease,” Reviews of Infection Diseases, Vol. 8,
No. 6, 1036-1038; 헨리 지거리스트(2008) 문명과 질병, 황상익 역, 파주: 한길
사, 146-152쪽.
14) 매독은 2차 대전 중 개발된 페니실린이 보급되면서 완전히 정복되었다. 1910년
개발된 매독치료제 ‘살바르산606’ 역시 매독의 정복에 기여했다(헨리 지거리스트
2008: 151-152).
15) Richard Stites(1983), 349.

지역에서는 공장 노동자를 상대로 남성의 규제를 시도했지만, 일시적인 조치
에 불과했다.16) 이런 제도 아래서 질병은 통제될 수 없었다. 사실상 규제체
제는 본래의 목적에서 실패한 것이다. 하층계급에 대한 공포와 성판매자 여
성에게만 질병의 원인을 돌리는 관점을 버리지 않고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는 없었다.
질병 통제에 실패한 규제체제는 제정 그 자체의 문제로 보였다. 자유주
의자들은 성판매자의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았고, 여성주의자들은 여성만을
표적으로 삼는 제도에서 이중규범을 읽어냈다.17) 게다가 규제는 성매매를
고착시키고 있었다. 성판매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이었고, 미등록 성판
매자는 등록되어야 했다. 경찰의 부패와 실수에 휘말려 잘못 등록된 ‘선량
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꾸준히 언론에 실렸다. 1892년 당사자 의사에 반하
는 등록이 불법으로 규정되었지만 실효는 없었다.18) 심지어 성판매자는 법
적 지위였고 등록된 이후의 탈 성매매는 거의 불가능했다. 규제체제는 성매
매를 근절하려는 의도를 내포하지 않았지만, 성병과 성매매가 동일시되는
와중에 성매매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은 제도가 실패했다는 의미였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규제체제는 바뀌어야 했다. 먼저 베니아민 미하일로
비치 타르놉스키(Вениамин Михайлович Тарновский)를 위시한 의사들이 규
제개혁을 시도 했다. 이들은 특히 1897년 매독해결책학술대회에서 규제체제
가 질병 확산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데 동의하고 이 체제의 문제점을
규제의 강화나 완화로 해결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규제의 폐지를 원한 여성
주의자들이 있었다. 여성 의사이자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였던 마리야 이바
노브나 포크롭스카야(Мария Ивановна Покровская)는 규제가 질병확산을 막
지 못하고 오히려 성매매를 확산시킨다고 주장했다. 1910년 여성 거래에 대
항하는 전 러시아 대회에서 의결된 규제폐지주의 결의안은 이런 흐름의 분수
령이었다. 자유주의적 정치 개혁이 양측에 박차를 가했다.

16) Laurie Bernstein(1995), 23-24.
17) Richard Stites(1983), 357.
18) Laurie Bernstein(1995), 33-35.

(2) 1897년 매독해결책학술대회
1897년 매독해결책학술대회는 내무성의 지원 아래 개혁적인 관료와 국가에
고용된 의사들을 주축으로 젬스트보, 군대, 공장 등 규제 체제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각종 전문가들이 매독을 해결할 수단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 수단은 곧
성매매 규제정책이었다. 대회 참가자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의사들은 규제의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짚고 있었다. 첫째는 질병 통제의 효율이 낮다는 점
이었고, 둘째는 규제가 제한할 수 있는 인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이었
다. 의학 발달과 의료 체계의 열악한 수준은 이 둘 모두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었다. 규제는 점점 더 성판매자들에게 가혹해졌고, 차
르정부는 정당성에 타격을 받고 있었다. 보수적인 의사들은 규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차르정부가 성매매를 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방어하고자 했다. 자유
주의적인 젬스트보 소속 의사들은 규제체제의 기본권 침해를 비판했지만, 이들
이 누리는 국가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규제체제가 보장해 주고 있었다.19)
어쨌든 젬스트보 의사들은 누구보다도 규제개혁에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젬스트보에 고용되어 러시아 농촌의 촌락에서 일하던 의사들로 상대적으로
중앙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웠다. 대회 참가자 중 젬스트보 의사는 42명이었는
데, 알렉산드르 2세 치하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장했으며 차
르의 암살 이후의 반동을 경험한 세대였다. 유럽 의학을 공부한 전문가 집단
이지만 국가권력의 비호 아래 있었고, 농민들과 자주 접촉했던 이들은 양가
적인 태도를 취했다. 자유주의자로서는 러시아의 후진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여겼지만, 동시에 인민주의의 영향을 받은 세대로서 농촌의 전통적 가치나
도덕을 옹호했던 것이다. 결국 매독의 원인은 전통적 규범 탓이라기보다 사
회와 제도의 문제여야 했다. 따라서 매독은 러시아 농촌의 보건의식의 결여
와 차르 정부의 낙후된 의료 체계가 결합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20)
의사들은 분명한 대책 없이 규제를 폐지할 때 통제되지 않은 질병이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공포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의사들이 좀 더 분명하게 목소리를 냈다. 성의
학의 권위자들, 도시의 병원이나 대학에서 경력을 쌓은 의사들이 여기 속했
19) Laurie Bernstein(1995), 246.
20) Laura Engelstein(1992), 174-177.

다. 이들에 따르면, 어떤 여성이 성판매자가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그녀
가 타고난 성향이 병적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희생자가 아니며, 오
히려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 성판매자에게 질병을 감염당하는 희생양이라는 것
이다. 결국 애초에 생물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집단, 즉 이상성애자인 성판매자
는 국가와 전문가의 규제와 통제 아래 있어야 했다.21) 대회에서 타르놉스키가
했던 기조연설은 의사들의 두려움을 정확히 보여준다. 그는 성병은 언제나 도
시 성판매자의 뒤를 따라 오며, 성병 감염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성판매자
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판매자는 강력하게 규제해야만 했다. 이들을
방치하면 러시아 인은 시베리아나 아메리카 원주민처럼 절멸될 것이었다.22)
의사들은 성판매자만을 통제해서는 질병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공유하
고 있었다.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질병의 전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국가 전체에도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러시아의 ‘후진성’을 극복하지 않
는다면 성병을 포함한 전염병을 극복할 수 없고, 만연한 성병은 교육수준이 올
라가고 공공보건제도와 병원 및 의료 설비가 확충되고 나서야 수그러들 것이었
다. 그러나 이는 제정 하에서는 언제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23)
양측의 입장은 지방정부로 규제 권한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타협점
을 찾았다. 의사와 병원은 수도에서도 심각하게 부족했다. 열악한 상황에서
검진은 정해진 횟수도 채우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도
에서도 열악한 상황은 지역에서는 절망적인 수준이었다. 예산과 인력이 시급
했고, 지방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였다. 이는 자유주의자들에게
도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젬스트보 의사들은 스스로가 보다 인간적인 규제를
주도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선출된 두마와 젬스트보에 규제통제권이 넘어가
고 나면 의사들은 이 두 기관에서 정치적 영향력과 함께 전문가로서의 지위
를 확보하게 될 것이었다.24)
내무성은 대회의 결의안을 각 지역정부에 배포하고, 이 내용을 기초로 규
제 개혁을 구체화할 위원회를 수립했다. 위원회는 포주와 성판매자 사이의 강
제적 부채와 성판매자에게서 제3자가 이윤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을

21) Laura Engelstein(1992), 134-137.
22) Laurie Bernstein(1995), 234-235.
23) Laurie Bernstein(1995), 166-170, 239.
24) Laurie Bernstein(1995), 242-246.

신설했다. 또한 미성년, 임산부 성판매자 보호소와 탈성매매 재활원을 수립하
도록 정해 여성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지역정부로의 규제 권한 이전은 대
회의 권고에 비해 약화되었는데, 내무성의 권한을 우선하되 지역정부와 협의
기구를 두어 경찰 활동을 감독하도록 하고자 했다. 그 대신 지역정부는 규제
예산 부족분을 지역예산에서 충당해야 했다.25)
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내무성의 반응은 1903년 내무성 의료부의 “회람
1611”이었다. 이는 대회의 개혁안과는 사뭇 거리가 멀었다. 내무성은 규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성병을 ‘일으키는’ 성판매자를
의사-경찰 위원회가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규제 개혁안은 일부
받아들여져 가혹행위를 규제하고 최소한의 탈성매매 지원 의무를 의사-경찰
위원회에 지우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매춘업소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성판매자는 신분증명서를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
두마, 젬스트보로의 권한 이전은 사실상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정부
의 영향력은 제국 전체에 균등하게 미치지 않았고 많은 지역에서 규제는 해
당 지역의 경찰들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내무성은 젬스
트보의 의사에게 규제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러일전쟁으로
성병통제 압박이 강화된 시기에도 내무성은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26)

(3) 1910년 여성거래에 대항하는 전 러시아 대회
러시아에서 규제폐지주의의 대두는 규제체제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영향을
받았다. 영국의 전염병법 폐지운동의 성공과 뒤이은 국제적 규제폐지주의 운
동의 전개는 러시아의 규제폐지주의 운동에 동기와 이론적 배경을 제공했다.
1905년 혁명 이후 확장된 공적 영역은 개혁성향 의사들과 여성운동가들에게
규제를 폐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 여성 단체들은 1910년 여성거래
에 대항하는 전 러시아 대회를 개최해 규제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러시아의 규제폐지주의 운동은 제정의 벽을 넘지 못했고, 1차 대전과
혁명을 기다려야 했다.
러시아어로 규제폐지(отмена)는 농노해방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국제적
25) Laurie Bernstein(1995), 250-251.
26) Laurie Bernstein(1995), 260.

규제폐지주의 운동이 미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에서 개념과 용어를 차용해 온
것과 동일한 맥락인 셈이다.27) 규제체제 하에서 성판매자 여성의 처지가 농
노와 다를 것이 없으며 농노제가 폐지되었듯 농노제의 잔여물인 규제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레토릭인 것이다. 이는 “성판매자 규제는 곧 여성에 대한
이중규범이며, 여성의 노예화이므로 폐지해야 한다.”28)는 1905년의 제1차 전
러시아여성평등권대회의 결의안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5년 뒤인 1910년, 러시아여성보호협회(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защиты женщин)의 주도하에 여성거래에 대항하는 전 러시아 대회가 열렸다. 러시아여성
보호협회는 1899년 런던 백인노예제 철폐 대회 러시아 참가단의 제안으로 수
립된 단체였다. 이 단체는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러시아의 각종 여성단체와
자선단체 중 가장 규모가 컸다. 도덕주의적 관점에 기초하여 성매매 문제에
접근했던 기존의 자선단체와는 달리, 협회는 도시하층계급 여성의 사회적 조
건과 성매매 유입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관
점의 변화는 국제적 규제폐지 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러시아 내에서도 성매매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협회는 도시하층계급 여성의 처지와 성매매 유입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29)
그러나 이들은 도시하층계급 여성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가장 큰 원인인 빈
곤 문제를 개선할 수 없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하층계급 여성의 평균 임금은
생활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이는 여성 노동자가 낮은 임금을 주는 비숙
련 직종에 집중된 탓이 컸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 상승과 함께 여성
교육의 확대와 성별 분업 구조의 개선 등 광범위한 사회개혁이 필요했다. 정
치적인 부담 탓에 협회는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없었다. 심지어
협회는 조직 내에 팽배한 반 규제 정서에도 불구하고 규제폐지주의를 내세우
지 못했다. 규제정책은 어쨌든 차르정부의 방침이었던 것이다. 협회가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매매 유입을 예방하고 탈 성매매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구
조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노력은 결국 성판매자 개인의 도덕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성과는 미미했다.30)
27) 이성숙(2000), 55-82.
28) Н. Мирович(1908) Из истории же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России, С. 8; Laurie
Bernstein(1995), 273에서 재인용.
29) Laurie Bernstein(1995), 202-206.

이런 상황에서 열린 1910년 대회에서 규제폐지주의를 선언하게 된 것은
여성주의자들의 강경한 규제폐지주의 기조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여성주의자들은 293명의 대회 참가자 중 58명으로 다수도 아니었고, 심지어
일관된 강령 아래 조직된 집단조차 아니었다.31) 규제가 질병 통제에 필요하다
는 인식은 규제가 노예제와 다름없으며 성매매를 확산시킨다는 주장만큼 팽배
했다. 따라서 규제의 폐지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폐지 이후에는
어떤 정책이 질병 통제와 성매매 확산 저지를 위해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서도 논의가 필요했다. 매춘업소 등록 폐지가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유
일한 항목이었다. 협회의 주요 인물이자 정부 관료였던 보로비티노프는 대회의
결의안을 여기서 멈추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
다.32) 그러나 포크롭스카야를 필두로 하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정
서는 무엇보다도 내무성, 더 나아가 차르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었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된 결의안은 규제의 즉각적 폐지였다.33)
규제폐지주의는 성매매의 확산을 막는 동시에 성판매자의 비참한 처지를 개
선하려는 흐름이었다. 따라서 규제의 폐지는 새로운 질병 통제 방법과 치료,
탈 성매매 기구를 동반해야 했다. “규제 폐지 이후 이 병적인 현상의 관리와
치료가 상당량 사회의 손에 넘겨진”다고 말한 안나 밀류코바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34) 먼저 제국 전체에 걸친 의료 개혁이 이루어져, 전염병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병원이 제국 전체에 갖추어져야 했고, 보건 교육도 근대적
인 수준으로 보급되어야 했다. 도시하층계급 여성의 생활조건 역시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는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대신 손
쉬운 조치가 제안되었다. 여성 감독관이 구매자를 고발하게 하자는 제안은 전
형적이다.35) 여전히 성판매자의 통제는 국가와 법의 몫이었고, 강제적 조치와
결별하는 데 완전히 동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다.
30) Laurie Bernstein(1995), 211-212.
31) Laurie Bernstein(1995), 278-279.
32) Труды перв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ъезда по борьбе сь торгом женщинами и его
причинами происходившего въ С. Петербурге(1911) Томъ 2, С. Петербургъ:
Типо-Литография С. Петербургской Тюрьмы, С. 528-532.
33) Труды перв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ъезда(1911), Т. 2, С. 602.
34) Труды перв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ъезда(1911), Т. 2, С. 540.
35) Труды перв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ъезда(1911), Т. 2, С. 556-557.

차르 정부는 대회의 결의안에 무관심했다. 1913년 두마에 규제폐지 법안이
올라왔고, 44명의 서명을 받아 내무성에 전달되었으나, 1903년 이후 새로운
정책은 없었다. 오히려 규제폐지주의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공공연히 제기됐
다. 남성 전문가들은 대회의 결의안이 비현실적이라고 했고, 볼셰비키는 여성
농민과 노동자의 사회적 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을 폐지하는 것
은 개혁이 아니라고 논평했다. 1913년 이후 규제폐지주의는 공공영역에서 더
등장하지 못했다. 1914년 러시아여성보호협회는 1916년에 두 번째 대회를 조
직하고자 했으나 전쟁으로 대회는 열리지 못했고, 1917년 혁명이 일어났다.36)

3. 소비에트 러시아의 성매매 정책
(1) 혁명 이전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성매매 해결책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은 도시하층계급, 특히 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여성문제
와 성매매 문제를 사고했다. 사회주의자들은 성매매를 근절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태로 여겼지만, 여성이 성을 판매하는 이유를 여성 개인의 타락이나 질병이
아니라 환경에서 찾았다.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이 문제는 부르주아 남성
이 프롤레타리아 여성을 착취하기 때문에 생기는 계급 문제였다. 러시아 사회주
의자들 사이에서도 러시아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점들이 중첩되어 나타난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다. 이들에게 성매매의 원인은 여성 노동자의
빈곤이었다. 레닌이 성매매를 ‘부르주아적 위선’이라고 보았던 것은 정확히 이
맥락에서 나온 평가이다. 여타의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레닌도 규제체제가
지배계층이 성판매자를 통제하는 동시에 후견하는 제도라고 여겼다.37)
일부 혁명가들은 여성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산
당 중앙위원회 여성국 국장으로 혁명 이후 여성 정책에 지도적인 역할을 했
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대표적인 인물이다.38) 그녀는 성매매를 정치적,
36) Laurie Bernstein(1995), 288-290.
37) Richard Stites(1983), 359.
38)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한정숙(2008b) ｢알렉산드라 콜
론타이와 여성주의: “부르주아” 여성주의 비판에서 사회주의적-급진적 여성해방론
으로｣, 러시아연구, 제18권 제2호, 287-345쪽; 이정희(2008) ｢알렉산드라 콜론타

사회적, 도덕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로 보았고, 성별 간의 관계를 위계서
열화 하므로 사라져야 하는 현상으로 보았다.39) 그러나 여타의 러시아의 여
성 혁명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역시 혁명 이전에는 성매매를 옹호하는 제정
과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데 머무를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
다.
사회주의자들은 제정 하에서 여성주의 운동을 벌이는 일은 노동계급 운
동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다. 1910년 여성 거래에 대항하는
전 러시아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 대표단의 태도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
다. 5명의 대표자는 성매매가 자본주의의 일부이므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는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아동노동제한, 여성과 아동 노동
을 감시할 감독관 제도와 8시간 노동제를 성매매의 해결책으로 내놓았
다.40) 성매매의 원인은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곤궁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
고서는 성매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었다.41) 노
동자 대표단은 대회의 주도자였던 러시아여성보호협회가 자선단체에 불과
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고, 대회에 참가한 ‘숙
녀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방치한 채 결과를 수습하는 데만 급급하
다고 일침을 놓았다. 결국 노동자 대표단은 대회를 주최한 여성 단체와의
갈등 끝에 퇴장하고 만다.42)
그러나 노동자 대표단의 태도 역시 성판매자의 처우 개선에는 아무런 도
움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은 규제체제가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억압
적 측면을 억제하는 데에도 관심이 없었다. 성매매 규제 정책은 결국 여성노
동자에게 국가가 개입하는 발판이고, 여성노동자를 잠재적인 성판매자로 간
주하여 감시하는 체제였다. 그러나 노동자 대표단은 규제를 즉각적으로 폐지
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여성주의자들의 의견에도 별다른 지지를 보내지 않았
이(1872-1952)의 사회주의 여성해방 사상: 공산주의적 성적 도덕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99호, 103-141쪽; B. 판스워드(1986) 알렉산드라 콜론
타이: 볼셰비키혁명과 여성해방, 신민우 역, 서울: 풀빛.
39) Elizabeth Woods(1997) Baba and Comrad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pp. 111-112.
40) Труды перв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ъезда(1911), Т. 1, С. 118-120.
41) Труды перв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ъезда(1911), Т. 1, С. 219-220.
42) Труды перв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ъезда(1911), Т. 2, С. 590-591.

다. 전러시아여성보호협회가 성판매자 여성에게 제공했던 지원도 당시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
해 노동자 대표단은 위선적인 행위라고 거부했을 뿐이다.43) 여성문제를 독립
적으로 다루는 것은 곧 계급을 분열시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성매매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이들에게 노동계급 남성의 성구매는
논의의 가치조차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구매자의 상당수가 노동
계급 남성이었다.44)
제정시기에는 포괄적인 사회문제 중 하나로서, 구체적인 대응책이 준비되지
않았던 성매매 문제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수립 이후 갑작스럽게 현실적인 대책
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 임시정부가 규제체제를 폐지하고, 그 뒤를 이어 집권
한 볼셰비키 역시 규제 폐지 기조를 이어갔다. 그러나 성판매자와 사람들 사이
에 돌고 있는 성병은 1897년 매독해결책학술대회나 1910년 여성거래에 반대하
는 전 러시아 대회에서 수차례 지적되었듯 규제 폐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
니었다. 규제폐지주의 원칙 아래에는 커다란 공백이 있었다. 이 빈 공간을 채울
정책은 이전에 사회주의자들이 대립각을 세웠던 여성주의자와 의사들에게서 나
왔다.

(2) 새로운 성매매 정책의 수립
최초의 대응은 1918년 11월 제1차 전국 여성 노동자 농민대회의 결의안에
서 발견할 수 있다. “자유로운 노동자 공화국의 여성시민은 판매나 구매의 대
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45) 이 선언은 보편적인 정서의 재확인
에 가깝다. 대회에서 제시한 성매매의 해결책은 ‘동지적’ 관계의 형성이었다.
그러나 이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았고 매춘업소나 개별
적 성매매는 묵인되고 있었다. 혼란은 1920년까지 지속된다. 1920년 콜론타이
가 여성 공산주의자에 기고한 글에서도 이러한 혼란이 감지된다.

43) Труды перв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съезда(1911), Т. 2, С. 576.
44) Laurie Bernstein(1995), 227-229.
45) А. Коллонтай(1920) “Трудовая республика и проституция,” Коммунистка, № 6,
С. 15-17.

지금까지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성매매와의 투쟁은 통합된 지도 원칙에 따
르는 일관된 계획의 결여로 특징지어진다. [...] 한 지역에서는 성매매와의
투쟁에 관한 어떤 사업도 진행되지 않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구습에 따라’
성판매자를 단속하여 그들을 수용소에 가두는 일이 이루어지고, 세 번째로,
자선의 집이나 보호소가 유지되고 있다.46)

성판매자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전국 여성 노동자 농민대회의 원칙적인 선
언과 전혀 다른 곳에서 다시 출현한다. 1919년 4월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는
반혁명분자를 대상으로 노동수용소를 수립했다. 수용소의 수감 대상 중에는
성판매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페트로그라드 제1노동수용소에 첫 해 수감된
인원은 12,000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중 6,577명이 여성이었다. 이 중 전업
성판매자는 338명이었으며, 그 외에도 성을 팔아 부수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
던 여성은 전체의 약 60%로 추정되었다.47)
공산당 중앙위원회 여성국은 성매매 문제를 다룰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려
해야 했다. 첫 번째로 성매매 문제는 국가가 사적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범
위를 결정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개인 간의 관계나 일탈적인 성행위를 국가나
법이 허가하거나 금지해야 하는가? 여성국은 이 관계 자체는 국가 권력의 영
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덕은 선전선동의 영역이었다. 두 번째, 성매매는
직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여성국은 성을 판매하는 일은 생산적 노동이 아
니라고 여겼다.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부르주아 가족 제도 내
의 여성이 노동자가 아니듯, 성판매자도 직업을 가지고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
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노동자 공화국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계도되어야 했다.48) 이런 관점은 공산당 당원이자 좌익 반대파였으
며 지노비예프의 첫 번째 아내였던 사라 나우모브나 라비치가 여성공산주의
자에 기고한 성매매에 대한 기사에서도 드러난다.
계급에 따라 사회가 구분되는 부르주아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삶의 조건, 무
자비한 착취, 경쟁, 주기적인 공황, 수십만 명의 사람이 거리로 내몰리는 일,
끔찍하게 무의미한 신사 신분의 삶이 필연적으로 여성을 상품으로 만든다.
46) А. Коллонтай(1920), “Трудовая республика и проституция,” С. 15-17.
47) С. Равич(1920) “Борьба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в Петрограде,” Коммунистка, № 1-2,
С. 21.
48) Elizabeth Woods(1997), 116.

성매매는 한편으로는 가장 높은 미덕인 결혼의 베일 아래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으며, 바로 이것이
부르주아적 관계의 필연적인 동반자이다. 이런 가혹한 유산은 쉽게 사라지
지 않는다. 서둘러 올바른 투쟁을 시작해야만 한다.49)

여기서 성매매의 첫 번째 원인은 경제적 조건이다. 공황과 착취에 대한 언
급은 여성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 더 나아가 자본주의 사회 자체에서
성매매의 원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두 번째 원인은 기존의 결혼
제도이다. 여기서 결혼과 성매매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콜론
타이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 경제에서 여성의 힘을 올바르고 적절하게 활
용하는 일이 가장 근본적으로 성매매의 뿌리를 교란시킨다는 점이다. 우리
가 남편 혹은 아버지에게 의존한 채 일하지 않는 여성인구를 가지고 있는
한, 여성의 애무를 사거나 파는 일은 계속될 것이다.50)

콜론타이는 전업 주부와 전업 성판매자를 노동하지 않는 인구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그녀에게 이 두 집단의 여성은 직업을 갖지 않은 인
구였고, 뒤집어서 말하자면 주부와 성매매는 ‘직업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여
성들은 남편이나 구매자의 피부양자로 간주되었고, 따라서 모든 인구가 생산
적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노동자 공화국에서 용납할 수 없는 집단이었다. 성
판매자는 대부분 기존의 특권계급 여성이었던 ‘남편과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여성’과 함께 노동 기피자라는 죄목으로 노동 수용소로 끌려들어갔다. 여성국
을 비롯한 볼셰비키 정권에게는 노동 수용소와 노동 징발이야말로 성판매자
를 신분이나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대하는 방법이었다. 성판매자 만
을 위한 대응책은 필요하지 않았고, 수립될 필요도 없었다.
성매매에 대해 가장 진실되고 강력한 공격은 보편적인 의무 노동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된 성매매, 즉 생계를 위한 성매매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페테르부르크와 일상의 문제에 접근하기 때
문에 우리의 사업을 성매매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는 자의 노
동으로의 적응이라고 부른다.51)
49) С. Равич(1920), “Борьба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в Петрограде,” С. 21-23.
50) А. Коллонтай(1920), “Трудовая республика и проституция,” С. 15-17.

노동자 공화국은 성매매에 대한 공화국의 태도를 결정하는 확고한 계급적
노선에 섰다. 성매매와의 특별한 투쟁 방법은 없다. 성매매가 부업일 뿐인
노동자 여성은 여성국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와의 투쟁과 노동자 계급 남성
들 사이의 투쟁을 지도하는 한에서는 오직 선전선동의 영향을 받을 뿐이다.
노동 기피자인 전업 성판매자에게는 다른 기피자들과 마찬가지로 공통된
책임을 묻게 된다. 만약 이런 여성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회피한 다
른 사람들과 함께 역할을 나눠 받게 된다면, 그녀는 똑같이 대우받는다. 즉,
환자들은 클리닉에 가고, 건강한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노동 정착지로 가며, 숙련공은 강좌, 전문적 훈련 학교 또는 노동력 등록과
배분 지국으로 간다.
성판매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소나 정착지는 없다.52)

여성국이 표명한 태도는 명백히 규제폐지주의였다. 성매매는 범죄가 아니지
만,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성매매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은 범죄로 간
주되었다. 그러나 여성국이 내세우는 규제폐지주의의 근거는 도덕주의적 관점
이나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콜론타이가 새롭게 제시한 기준은
노동이었다. 성판매 여성들은 성매매를 통해서 수입을 얻고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성매매는 일종의 직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국의 규
제폐지주의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하는 동시에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성매
매는 노동일 수 없었고, 그 이유는 그것이 노동계급의 새로운 도덕에 어울리지
않는 부도덕한 일이고 여성에 대한 착취이기 때문이었다. 도덕주의적 관점과
여성주의적 관점이 생산적 노동이라는 기준 뒤에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1920년 전 러시아 여성국 회의에서 콜론타이는 성판매자 자체에 국가가 개
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노동 기피자를 고발하는 일에는 문제가 없
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53) 사회주의자들이 차르정부의 규제주의 정책을 비판
할 때, 그들은 성매매가 부르주아 남성이 프롤레타리아 여성을 착취하는 현상
이라고 판단했다. 이제 러시아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였고,
부르주아 남성 구매자는 사라졌다. 여성노동력이 필요한 전시공산주의시기에
노동자들 사이에 질병과 도덕적 혼란을 퍼뜨리고 ‘계급 연대’를 훼손하는 성판
매자는 결코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서라도 ‘생산적
노동’에 종사해야만 했다.
51) С. Равич(1920), “Борьба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в Петрограде,” С. 21-23.
52) А. Коллонтай(1920), “Трудовая республика и проституция,” С. 15-17.
53) Elizabeth Woods(1997), 112.

1920년 여름, 사회복지인민위원회가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서간위원
회를 열었다.54) 1921년, 위원회는 논의 끝에 개인 간의 성적인 관계에 국가가 개
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55) 금지주의는 완전히 무력해진 것
처럼 보였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서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게 되었다. 경제적 원
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혹은 부업으로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이야말로 볼셰비키가
떠올리고 있던 성판매자였다. 이들은 생산적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와
각종 사회적 보장을 누리게 된다면 성판매를 그만두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전업 성판매자들이 노동기피자의 죄목을 달고 노동 수용소를 거쳐 노동
정착지로 가고 있었다. 이들은 노동 정착지의 생활을 마친 후에도 꾸준히 감시
대상이었고, 그들 주변에서 또 다른 성판매자가 노동 수용소로 끌려 왔다.56)
여성국뿐만 아니라 소비에트의 법률가들도 이 문제를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국가가 사적영역에 개입하는 범위를 정하는 일로 간주했다. 1920년대 소비에트
형법이 성매매를 다루는 기준은 엄격한 성매매 비범죄화 원칙이었다. 1922년 형
법은 성매매에서 제3자가 이득을 얻는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다. 이는 1910년 대
회에서 합의된 매춘업소 폐지와 거의 같은 내용이었으나, 볼셰비키의 형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구매자도 비범죄화했다. 구매자가 처벌 받는 경우는 성매매
를 강제했을 때뿐이었다.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강제가 개입하지 않는 성매매는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로 간주되었던 것이다.57)
54) 1926년 성매매 대응이 보건 인민위원회 업무로 명시되었다.
55) Elizabeth Woods(1997), 114.
56) 라비치는 1920년 이렇게 쓰고 있다:
“여성 노동 정착지가 조직되었다. [...] 지금 그 곳에는 이미 200명 이상이 있다.
기술이 확충된다. 문화-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로부터 사람들은 노동하
는 삶으로 향하는 강한 의지와 견고한 경험을 가지고 나온다.
우리의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 정착지 거주 기간을 마친 후에, 퇴소
자 개개인은 반드시 적절한 직업을 얻어야한다. 집행국(강제노동부 산하)과의 관
계는 모든 퇴소자에게 거주지 이후에도 지속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여학생들의
삶을 좀 더 오래 추적하면서 그들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끌어낸 사람들을 노동하
는 삶에 적응시키는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С. Равич(1920), “Борьба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в Петрограде,” С. 21-23.
57) 170조: 누군가에게 이기적인 또는 개인적인 동기로 인해 물리적 또는 심리적 영
향을 미쳐 성매매를 강제하는 일은 최소 3년 이상의 엄격한 고립상태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처벌된다.
171조: 성매매 알선, 부덕한 소굴의 유지와 성매매에 여성을 모집하는 행위는

그러나 이렇듯 구매자 처벌조차 금지하는 확고한 비범죄화 기조는 당국의
정책 전반에 걸쳐 일괄적으로 관철되지는 못했다. 1922년 형법이 제정되는
곁에서 내무인민위원회는 남성 구매자를 처벌하고 있었다. 1922년 중반 조직
된 “도덕 의용군”은 내무인민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포주와 구매자를 체포하
고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활동을 벌였다.58) 이런 움직임은 20년대 말에도
발견된다. 1928년 여성노동자-여성농민(Работница-Крестьянка)에는 볼로다
르스키 라이온의 성매매와의 투쟁을 위한 소비에트가 남성 구매자들을 검거
하고 이들에게 벌금을 매기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벌금을 올리고 가족과
공장에 성구매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기사가 실렸다.59) 남성 구매자의 부도
덕한 행위를 비난하는 경향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성매매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도덕주의적 관점에 근거를 둔 금지주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성매매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도 의견이 갈린다. 성매매는 신뢰할 만한 통계수치를 얻기 어려운 영역이며,
소비에트 러시아가 내전 중이었던 시기에 대해서는 더욱 결론을 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 시기에 중첩되었다는 이
상의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불명료성은 당국에게도 마찬가지였
다. 성매매 정책은 혼란은 가장 크게 일어나되 성과가 낮고 가시적이지 않은
영역이었다.60) 여성국의 관심은 1923년 이후 성매매에서 멀어진 것으로 보인
다. 여성국 기관지인 «여성공산주의자»에서 성매매를 다루는 기사는 1923년
5월 이후 이후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여성국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여성 농
민의 조직과 여성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선전 선동이었다. 1926년 결혼법 논
쟁 이후에는 여성국 기관지에서 여성 문제에 대한 논의조차 발견하기 쉽지
않다. 1923년 이후 신경제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여성 실업의 증가는 성매
최소 3년 이상의 자유 박탈과 사유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의 몰수로 처벌된다.
Собрание узаконений и распоряжени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за 1922 год(1950),
Москва: Управление делами совнаркома СССР, C. 153.
58) Elizabeth Waters(1992) “Victim or Villain: prostitution in post-revolutionary
Russia,” in Linda Harriet Edmonson(ed.) Women and Society in Russia and the
Soviet U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67.
59) Федотова(1928) “Что нужно внести в работу советов по борьбе с проституцией,”
Работница-Крестьянка, 권호불명, С. 17.
60) Elizabeth Woods(1997), 115.

매에 대한 논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 바통을 넘겨받은 것은 의사들이었다.

(3) 노동교화소(трудовой профилакторий)
이미 1918년부터 보건인민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던 성의학자들은
보건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들은 2월 혁명으로 제정 시대의 통제에서 벗어난 뒤 피고로프 협회 산하에
서 성병에 대항하는 전 러시아 회의를 통해 대중 강연과 전시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1897년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성병 해결책의 일부는 이미 실현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18년 4월 29일 성병에 대항해 싸우는 전 러시아 위원회가
조직되고, 같은 해 10월 이 위원회는 보건인민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편입되었
다. 더 나아가, 의사들은 보편적인 보건 교육과 의료 체제의 확충뿐만 아니라
병원에서의 성병 치료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61)
1919년의 노동 수용소 안에서도 이미 성병 문제는 제기되고 있었다. 각 수
용소에서 병동이 운영되었고, 수용소 밖에도 병원이 열렸다. 성병 환자들은
병동 안에서 중증과 경증 집단으로 나뉘어 관리되었다. 경증 집단은 치료를
받으면서 문맹 퇴치 교육이나 기술 교육을 받았다.62) 내무인민위원회나 보건
인민위원회만이 아니라 여성국 역시 초기부터 병원과 병동 설치, 공공 보건
확충에 동의하고 있었다.63) 그러나 성병 전문 병원은 여성국이 부정했던 성
매매만을 위한 특수한 해결책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미 1897년 학술대회에서
질병 통제 체제의 청사진을 그렸던 의사들이 이런 변화를 추동했다.
노동기피자 일반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성판매자만을 위한 특수한 해결
책이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었다. 신경제정책이 도입되
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노동 기피가 더 이상 죄목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성판매자들이 끌려갔던 수용소도 대부분 문이 닫혔다. 직장을 잃은 여성들은
성매매에 뛰어들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르주아 남성이 프롤레타리아 여
성을 착취한다는 설명은 유효할 수 없었고 볼셰비키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애를 먹었다. 콜론타이는 소설 “자매”에서 네프만의 등장을 통해 성매매
61) Frances lee Bernstein(2007) Dictatorship of sex, Dekalb: Northen Illinois Press,
pp. 17-19.
62) С. Равич(1920), “Борьба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в Петрограде,” С. 22.
63) С. Равич(1920), “Борьба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в Петрограде,” С. 23.

의 증가를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아내와 성판매
자는 실업 때문에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똑같이 불행한 처지
에 놓인다. 아내는 네프만이 되어 변해버린 남편의 성구매를 막을 수 없고,
성판매자 여성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내가 있는 남자의 집에 온다. 소설
의 마지막에 두 여성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매처럼 느끼게 된다.64)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을 파는 이도 사는 이도 ‘프롤레타리아’였다. 차르정부
시대부터 사회주의자들이 고려하지 않았던 하층계급 남성의 성구매 문제가 다
시 돌아온 것이다.65) 그러나 신경제 정책의 ‘부르주아적 요소’를 비판했던 이
들은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 부르주아적 네프만 이거나 그 영향을 받았다고 생
각했고, 성을 판매하는 여성의 실업은 완전고용을 포기한 경제정책의 자본주의
적 성격 탓이라고 여겼다.66) 성매매는 중앙 정치의 담론 안에서 이행기의 국
가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별해내는 지표인 것처럼 활용되었다.67)
그렇다면 성판매자는 잘못된 국가 정책의 피해자였다. 그들은 완전고용이
목표인 국가에서 불운하게 실업 상태에 내몰려 몸을 팔아 먹고살게 된 불쌍
한 여성들이었다. 여성 실업을 당장 개선할 수 없다면, 이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성매매 문제를 다루는 주요 기관인 보건인민위원회
와 사회복지인민위원회는 신경제정책 시기에 성매매 문제를 담당하는 별도의
기관을 상시 운영했다. 1926년 사회복지인민위원회 규정 개정안에는 부랑자
와 구걸과 함께 성매매가 사회복지인민위원회의 관할 업무로 규정되어 있
다.68) 1927년 보건인민위원회 규정69) 역시 보건인민위원회 산하에 성매매와
64) 알렉산드라 콜론타이(2013) ｢자매｣, 위대한 사랑, 이현애‧정호역 역, 서울: 노사
과연, 143-161쪽.
65) Laurie Bernstein(1995), 90-93.
66) 콜론타이는 여성국 국장이자 공산당의 좌익인 노동자 반대파의 지도자였다. 1921
년 제10차 당 대회에서 신경제 정책이 통과되었으나, 노동자 반대파와 콜론타이는
이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콜론타이는 당의 경고를 받았고 결국 여성국 국
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신경제 정책에 대한 콜론타이의 비판은 여성해방론자로
서의 의견이기도 했다. 그녀에게 신경제 정책은 대규모의 여성 실업과 사회정책
예산의 삭감을 의미했으며, 곧 사회주의적 여성해방론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었다.
67) Elizabeth Woods(1993) “Prostitution Unbounded: Representations of Sexual and
Political Anxieties in Postrevolutionary Russia,” in Jane T. Costlow, Stephanie
Sandler, and Judith Vowles(eds.) Sexuality and the Body in Russian Cultur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29-131.

의 투쟁에 관한 중앙 소비에트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성매매와의 특별한
투쟁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던 콜론타이의 주장은 더 이상 당연한 원칙이 아니
었다. 성판매자들은 노동 기피자의 죄목 대신, 희생자의 지위를 다시 얻었다.
노동수용소에서 발전해 나간 성병 치료소로 여성 환자는 점점 더 많이 유입
되었다. 의사들은 최소한 전염 단계가 지나갈 때까지라도 환자에게 재정적 지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치료된 환자들이 고용되지 못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얻지 못한다면 치료도 보건 교육도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70)
그러나 신경제정책 시기의 여성 실업률은 높았고 미숙련 노동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웠다.71) 치료소는 의학적 치료와 치료 과정의 의식주를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이러한 생활비용을 스스로 벌기 위한 일자리를 필요로 했고, 더 나아가 완
치 이후 생산적인 노동을 시작하기 위해 훈련받는 곳이어야 했다. 1897년 학술
대회의 질병 치료 방법에 1910년 대회의 사회적 해결책이 흡수된 것이다.
1924년 6월 모스크바 제2성병치료소에 노동교화소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
는 질병의 치료와 격리, 재활과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가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72) 의사들은 기존에 행해지던 강제적 조치를 비
판하고, 유화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피해자이므로 처벌하지 않을 것이고, 원한
다면 ‘직업병’을 고치러 오라는 식이었다. 의사들은 이런 방식이 성병 통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한다고 믿었다.73) 감염된 성판매자들은 성병을 치료하
68) 1926년 사회복지인민위원회 규정 제4장 12조 з항. Декрет ВЦИК, СНК РСФСР
от 15.03.1926(ред. от 01.08.192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Народном
Комиссариате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69) 1927년 보건인민위원회 규정의 제3장 중 11조 в항이 성매매와 투쟁하는 중앙
소비에트(Центральный совет по борьбе с проституцией)에 대한 규정이다.
Постановление ВЦИК, СНК РСФСР от 28.03.192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Народном Комиссариат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С.Ф.С.Р.”
70) Frances lee Bernstein(2000) “Prostitutes and Proletarians: The Soviet Labor Clinic
as Revolutionary Laboratory,” in Willan B. Husband(ed.) The Human Tradition in
Modern Russia, Willington, USA: Scholary Resources Inc., p. 116.
71) Wendy Goldman(1993) Women, The State and Revolution: Soviet Family Policy
and Social Life, 1917~1936, Cambridge; New York,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95.
72) Frances lee Bernstein(2000), 116.
73) Elizabeth Waters(1992), 167.

는 동시에 노동훈련을 비롯한 교육을 받았으며, 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일자리
를 얻을 수 있었다. 신경제정책 시기의 높은 여성실업률을 고려하면 고용보장
은 매력적인 보상이었을 것이다. 교화소는 전국에서 최대 44개까지 증가했고,
수용인원은 최대 천명에 달했다.74)
교화소는 병원과 공장, 학교가 결합된 형태였다.75) 재정은 자족적으로 수급했
고, 수용된 성판매자에게는 월급을 지불했다.76) 법적 근거가 없었던 교화소는 전
시공산주의 시기의 부서간위원회처럼 여러 부처의 개입 아래 운영되었다. 입소를
위해서는 노동교화소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위원회는 여성국과 콤소
몰 등의 당 기관 대표자와 다양한 보건, 자원봉사 협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77) 월급과 일자리를 목표로 극빈층 여성들이 입소를 원하기도 했으나, 주
로 병원과 수용소의 성병 환자들이 선발되었다. 1928년 레닌그라드에 설립된 교
화소는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 지원자가 700명 이상 몰려왔다.78)
이 시기의 의사들은 1897년 학술대회의 젬스트보 의사들처럼 유전적 요인,
74) Frances lee Bernstein(2000), 115.
75) 여성노동자 여성농민에 실린 노동교화소 운영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교화소의 과제는 치료 지원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 산업적 교육을 제공하
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목표를 위해 교화소 안에, 여성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생산 작업장(재봉과 직조)을 마련하는 이외에도, 교화소 생활 중에 여성 노
동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교육적 사업 역시 실행되고 있다.
교화소의 프로그램은 공장 부속 공업학교(fzu)와 그 목표를 모범삼아 수립되었
는데, 정해진 기간이 끝난 뒤 여성노동자들을 준비가 잘 됐든 덜 됐든, 산업 혹은
사회사업, 국영 공장으로 보낼 수 있다.
현재 작업장 관리 하에는 33개의 재봉틀과 20개의 양말 기계가 있다. 기계의 수
는 85개까지 늘릴 예정인데, 기술 교육이 늦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따라서
교육 계획은 일 년간 최소 200명의 교육받은 숙련 여성 노동자가 배출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Гордон(1928), “На борьбу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Первый женский
трудовой профилакторий,” Работница-Крестьянка, 권호불명, С. 13-14.
76) Гордон(1928) “На борьбу с проституцией,” C. 13-14.
77) 성매매대항평의회(the Council for Fight against Prostitution), 노동과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 위원회(the Comittee to Make Labor and Everyday Life Healthy)
였다. 이 두 조직은 여성의 변화를 위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참여 가능한 활동으
로 만들었다. 성병 치료소와 연계해 대중적인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기차
역, 숙박업소, 식당, 카페 및 길거리를 다니며 성판매 여성에게 탈성매매와 교화
소 입소를 제안하는 활동을 벌인 것이다(Frances lee Bernstein 2000: 118).
78) Гордон(1928), “На борьбу с проституцией,” C. 13-14.

행동 장애 등의 개인적 원인 대신 사회 경제적 원인 즉 굶주림과 빈곤이 성
매매의 주요 동인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성매매와의 단절을 위해서 성
판매자 개인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노동 교육 다
음으로 강조된 문화와 교육 사업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교화소의
치료는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고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은 사
회주의를 건설하는 노동자 가족 일원으로서 갱생한 프롤레타리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정신병 대신 구습, 부르주아적 유산 등의 단어가 쓰였
고 치료 대신 교육이 자리 잡았다. 의사나 감독관은 성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
라 입소한 환자들의 생활과 행동 전반을 감독했다. 치료와 노동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과 문화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79)
종교 교육이 사회주의 정치 교육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일상생활 전반에 걸
친 규칙과 상호감시는 제정 시대의 재활원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교화소도 재활
원과 마찬가지로 성판매자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연간 50% 가량이 자의로, 혹은
규율 위반으로 퇴소했고, 성공적으로 교화소 과정을 마친 이들 중에 공장 일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이들은 다시 성매매를 시작하거나, 교화소로
가거나, 사라지거나, 공장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병행하기도 했다. 성공적으로
갱생한 여성들의 성공담이 언론에 보도되는 와중에 사회적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성매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성들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80)
노동교화소선발위원회를 비롯하여, 성매매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했던
당국의 활동가들은 치료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구분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교정을 받아들여 성공하는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
에 길거리로”81) 나간 이들이며, “버려진 아내”82)였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성
판매를 그만두고자 했으며, 성공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두 번째 집단은
교정을 거부하는 여성들이었다. 성매매와의 투쟁을 위한 위원회에서 일하며
성판매 여성들과 직접 접촉했던 블라소바는 이들의 목표가 사치라고도 생각
했고, 알콜 중독 탓이라고도 했으며, 가정환경 탓이라고도 했다.83) 그녀는 첫
79) Frances lee Bernstein(2000), 122-123.
80) Frances lee Bernstein(2000), 124-125.
81) Власова(1928) “На борьбу с проституцией: Кто попадает в ночлежку,”
Работница-Крестьянка, 권호불명, C. 16.
82) Власова(1928), “На борьбу с проституцией,” С. 16.
83) Власова(1928), “На борьбу с проституцией,” С. 16.

번째 집단을 ‘여성’, 두 번째 집단을 ‘창녀’로 구분하고 있다. ‘창녀’는 이제
‘여성’과 미성년자를 성매매로 끌어들이는 원천으로도 간주되고도 있었다. 블
라소바는 자신이 만난 성판매자 여성에 대해 보고하면서, 두 부류의 여성들
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쓰고 있다.
정직하게 노동하는 길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결론 하나
는, 노동자 소비에트의 원조, 지원, 우리 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사업이 필
요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아무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고자 하지 않는 저 성판매자들과는, 가
혹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한 해나 두 해를 나릠과 솔로브카에서 보내는 것
이 아니라, 일생을 가장 가혹한 노동 체제에서 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일
년 후 돌아와 버린 그들은 다시 한 번, 질병을 퍼트리면서, 종종 방치되는
미성년자를 이 길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84)

블라소바에게 두 번째 집단은 교정을 거부하고 질병을 퍼트리며 순진한 피
해자를 만들어내는 여성, 처벌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집단이다. 사
회적 조건에서 성매매의 원인을 찾는 대신 개인의 이상심리에서 원인을 찾는
타르놉스키의 주장이 다시 되돌아 온 듯 보인다. “자매들”에서 콜론타이가 등
장시킨 성판매자는 한 명이 더 있다. 주인공 여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매’
가 되는 여성 이전에 그녀의 남편은 “진한 립스틱에 술에 취한, 뻔한 부류”85)
의 여자를 데리고 온다. 주인공 여성은 이 사건을 두고 “매춘부와의 일은 그
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86)고 이야기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교정되지
않는 성판매자는 계속해서 일정정도 존재해왔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여
성들을 더 이상 설명하지도 해결하지도 않으려는 태도이다. ‘사치하기 위해 성
을 판매하는 창녀’라는 구분은 차르시대의 도덕주의적 접근법과 타르놉스키의
이상성애자로서의 성판매자 범주와 궤를 같이하며, 동시에 전업 성판매자들이
공산주의 시대에 얻었던 죄목인 노동 기피자 범주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경제 정책
의 변화와 여성 고용의 증가가 강력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이다. 1920년대
후반, 보건인민위원회 산하 기관인 성매매와의 투쟁에 관한 중앙 소비에트에서
84) Власова(1928), “На борьбу с проституцией,” С. 16.
85) 알렉산드라 콜론타이(2013), 151.
86) 알렉산드라 콜론타이(2013), 153.

고스플란의 모틸료프는 성판매자가 사회위험분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라고 연
설했다. 부랑자나 구걸행위 뿐만 아니라 사보타주, 우익, 일탈자에 대한 적대와
성판매자에 대한 강경한 태도가 하나로 묶이게 된 것이다.87) 20년대 말 다수의
의사들이 보다 급진적인 수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위험한 요소”
이자 “사회적 이상 현상”인 성판매자들이 5개년 계획을 달성하려는 국가에 해
를 입히지 않도록,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화소는 문을 닫
기 시작했다.88) 스탈린의 권력 장악이 확실해지고 1929년 드디어 5개년 계획이
도입되면서, 성판매자는 사회위험분자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으로 간주되기 시
작했다. 노동교화소 대신 10개의 노동수용소가 성판매자를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을 생산적 노동으로”라는 구호는 이번에도 억압적 조치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89) 그러나 신경제정책 시대와 5개년 계획의 시대 사이에 산업화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노동훈련을 통해 성매매를 해결한다는 논조는 바뀐 적이
없었다. 바뀐 것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에서의 비중이었다.

4. 결론
19세기에 성행한 성병은 근대국가에게 국민의 건강,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
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보건 정책의 일환으로서 성병 억제 정
책은 성별과 계급에 따른 편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국가의 정책이 이 편
향에 의해 결정적으로 실패하는 무대이다. 19세기의 유럽 국가들은 성병의 확산
을 국민 전체의 보건 향상이 아니라 가족 바깥에서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을 통
제해 막고자 했다. 구체적 양상은 각 국가별로 일정한 편차를 보이지만, ‘타락한’
여성이 인구 전체의 건강을 해친다는 인식과 이들 보균자를 검진, 격리, 치료하
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즉, 성병 통제가 성매매의 통제
와 같은 것으로 간주되면서 성판매자 여성들이 국가정책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제정 러시아 역시 1848년 내무성 주도하에 성판매자를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은 경찰에 등록되고 국가에 고용된 의사에게 주
87) Elizabeth Waters(1992), 160-161.
88) Frances lee Bernstein(2000), 126-127.
89) Elizabeth Waters(1992), 160-161.

기적인 검진을 받았다. 국가 권력은 종종 도시 하층 계급 여성 전체를 잠재적
성판매자로 바라보기도 했으며, 성풍속의 변화는 ‘정숙한’ 여성을 구분하기 어렵
게 만들었다. 의사들은 질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규제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내무성은 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성병의 규제에서도 실패하고
성매매를 방조하는 셈이 된 규제제도는 제정의 비판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제정 체제의 비판자들 중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던 세력은 여성주의
자와 사회민주주의 세력이었다. 보균자로 의심받는 대상이었던 하층 계급, 그
중에서도 규제의 대상이었던 여성의 처지에 대해 이들은 새로이 인식하고 있었
던 것이다. 여성주의자들은 보편적 인권 담론 하에서 하층 계급 여성의 어려운
처지를 구제하고자했다.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하층 계급 여성이 성을 판매하게
되는 원인이 여성의 빈곤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
성들이 남성 노동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914년 발발한 1차 세계 대전과 전쟁 중에 일어난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구체제가 무너뜨리고 재편했다. 볼셰비키 정권은 성매매 규제제도를 즉각 폐
지했고, 러시아의 여성시민은 거래와 판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부 볼셰비키는 한편으로 여성 노동자의 처
우 개선을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여성들에게 치료와 재활
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해결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44개에
달하는 노동교화소가 수립되었다. 당과 노동조합,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관리하는 교화소는 병원이자 공장이며 또한 학교였다. 한편으로 성판매 여성
의 감염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성병 문제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계몽 정책 및 보건정책에 의해 완만하게 정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이미 19세기부터 그려온 질병통제체제를 완성하고 그
안에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성매매 정책은 제정 시대의 질병관리모델과 차이를 드
러낸다. 물론 성병 관리가 전반적인 보건 정책의 일환으로 포괄되며, 이를 관
리하는 국가 기구가 존재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도시하층계급 여성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전체 인구에 대한 성계몽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여성
노동자는 정치적 권리와 함께 공장과 가정에서 사회의 보조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런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의학의 발달과 도시하층
민에 대한 태도 변화였다. 매독은 점차 정복되고 있었고 이전 시대만큼의 공
포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또한 볼셰비키 정권은 도시하층민의 지지를 체제

기반으로 삼고 있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과 공공보건의 증진
을 추구하는 데 자원의 부족 외에는 거리낌이 없었다. 성매매가 곧 질병이라
는 공식은 힘을 잃었고, 여성과 사회가 맺는 관계에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성판매자가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국가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소비에트 여성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적 노동’에 종사한다는 증명
이 필요했다. 성매매는 직업이 될 수 없었고, 생산적 노동으로의 문은 성판매
자의 방향으로 열린 문이 아니었다. 사회는 여성노동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서, 즉 여성 실업률의 부침에 따라서 문을 열거나 닫았다. 여성노동력이
필요했던 시기인 전시공산주의 시대에 성판매자는 노동기피자로 간주되어 강
제 노동의 대상이었고, 여성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신경제정책 시기에는
성판매자가 ‘부르주아적’ 정책의 피해자로 간주되었다. 탈 성매매 지원 기구인
노동교화소가 전국적인 제도로 발전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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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ition of Prostitution Policy in Russia before and after
the 1917 Revolution: from Disease to Labor
Jang, Han Nip*
This research aims to explain the changes of Russian prostitution policies after
the Bolshevik Revolution with respect to the transition from discourses of disease
to those of labor. In the previous researches, the Bolshevik regime is regarded as
the sole actor to initiate the overall new prostitution policies. This approach,
however, fails to explain the dynamics of the issue. Different origins of the
prostitution policies in Soviet Russia could account for these aspects. Two main
ideas were materialized into the new policies: abolitionism and the blueprint of
public health. Bolsheviks encompassed both the eagerness of feminists for
abolitionism and passion of medical doctors for better health care. But their basic
doctrine of socialist constitution could not but urge every citizen to devote
oneself to productive labor in the new era. Prostitutes also had to be engaged in
productive labor, and thereby they could become Soviet citizens. This view that
prostitution is not a labor persisted although prostitution policies seemingly
changed from the period of War Communism through New Economy Policy. This
research tries to prove that the reason of changes in prostitute policy of early
Soviet period was closely related to the consistency of the authorities’ attitude
towards prostitution. The Soviet authorities considered prostitutes as a ‘reserve
army’ of women work force. Prostitution became to be seen separated from the
viewpoint of veneral diseases and constitute an issue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work force and labor market.
Кey words:

Prostitution, Public Health, Abolitionism, Productive Labor,
Labor Clinic, New Econom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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