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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1920년대 중반 조선을 방문했던 일본 여성운동자 오쿠 무메
오(奥むめお)와 스미이 미에(住井美江)의 강연록 및 방문 관련 기록을 통해 당대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의 여성운동의 사상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1920년대
는 전세계적으로 여성 해방 운동의 흐름이 거센 시기였으며, 이러한 세계적 조류
는 일본은 물론 식민지 조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부장제의 억압을 벗어
나지 못한 채 급격한 자본주의적 흐름에 휩쓸려 들어가게 된 “동양부인”의 연대가
강조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당시 일본 여성운동계의 저명 인사였던 오
쿠와 스미이가 1925,6년 연이어 조선을 방문하여 연단에 오르고 조선의 여성운동
자들과 교류를 이어갔다. 이들의 강연이나 인터뷰에서 주로 강조되었던 문제는
여성의 경제적 해방, 즉 여성의 직업 활동이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해방의 문제
는 조선의 여성운동계에서도 매우 긴요한 화두였다. 여성의 경제적 권리 획득을
위하여 여성의 직업 및 교육 문제, 여성의 노동 조건 개선 등 다양한 문제가 여성
운동의 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교육의 권리는 경제적 해방의 문제와 연결
되면서 전시대에 비해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경제적 해방을 위한 여성의 직업 활동은 한편으로는 모성 보호와도 깊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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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문제였다. 일본에서 모성 보호 담론에 대한 입장이 크게 히라쓰카 라이
초(平塚らいてう)를 중심으로 한 입장과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등의 여권론
의 주장으로 나뉘었으며, 관련 논란은 192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기도 하였다. 오
쿠 역시 히라쓰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어머니’가 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며, 모
성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선 여성운동계에서 모성의 보호를 가장 강력
하게 주장했던 것은 박원희였다. 박원희는 모성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엘렌 케이(Ellen Key)의 모성 보호 담
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히라쓰카나 오쿠와 흡사했으나 그 구체적인 실현
에 접근하는 방식도 주체도 달랐다. 박원희는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경쟁하기
위해 모성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박원희에게 이는 국가에 의해 자연
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투쟁을 통해 획득해야 할 목표이자 운동의
강령이었다. 이렇듯 박원희를 비롯한 조선의 여성운동자들은 일본 여성운동계의
영향을 받았던 동시에 식민지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여성 해방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절실하게 고민했던 것이다.
주제어 : 여성운동, 식민지 조선, 제국 일본, 박원희, 오쿠, 스미이, 경제적 해방,
모성 보호

Ⅰ. 1920년대 조선과 일본, 운동하는 여성의 탄생
한국에서 여성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20년대 들어서였다. 세계대전 이후
전반적인 분위기와 다이쇼 데모크라시 및 일본 여성운동의 흐름, 3.1운동 이
후의 국내 분위기 속에서 여성운동의 다양한 움직임이 드러났다. 또한 1927년
근우회가 발족되면서 여성운동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근우회는 1927년 여성
운동의 통일된 조직, 단결을 표방하며 결성되었다. 이들은 구체적인 강령과
운동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이러한 움직임
은 단연 낯설고 새로운 것이었으나, 매체에서는 이들의 사업을 다루는 데 매
우 인색했다.1)
1) 근우회의 기관지였던 근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잘 드러난다. 특히 H생의 ｢평론｣ 중 “여성운동과
언론기관”이라는 절에는 여성운동을 다루는 매체의 태도에 대한 여성운동계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H생, ｢평론｣, 근우 창간호, 1929. 54쪽. 그 외에도 근우회의 회원들은 별건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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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본 여성운동 역시 일대 전기를 맞이하였다. 제1
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서구 각국에서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비약
적으로 높아졌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여성
의 참정권의 보장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일본 역시 이러한 세계적 흐름 및 다
이쇼 데모크라시의 고조와 더불어 부인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으
며 또한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일본 부인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 오쿠 무메오(奥
むめお)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신부인협회(新婦人協會)를 결성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한 치안경찰법 제5조의 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성
의 권리 신장에 나섰다.2)
1920년대는 조선 내에서도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조
선에서의 여성운동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한 동아일보의 한 기사에서 기자
는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은 민족운동뿐 아니라 각 계급각층이 최대의 요
구를 주장한 시기였으며, 이에 여성들 역시 용감히 일어나 참가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3) 1920년대 초반부터 몇몇 여성운동 단체가 설립되었으며, 특히
1927년 근우회의 창립으로 조선의 여성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
다. 근우회는 창립 준비 단계에서 근우회 발기 취지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
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단결을 강조하였다.4) 근우회는 여성운동의 통일
된 조직을 강조하며 전 조선 여성의 단결을 지향하며 각 지역에 지회를 설치
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조선 사회에 여성의 권리를 조직
적으로 주장하는, 운동하는 여성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1920년대는 한일 여성운동사에서 공히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여성
운동에서 개별 여성의 단결과 조직적 활동이 강조하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
이다. 이러한 시기에 양국의 여성운동계가 실질적으로 교류했다는 것은 매우

잡지에서 여성운동을 다루는 빈도, 방식에 대해 항의하기도 하였다. 김도경, ｢대중잡지 별건곤
의 여성운동과 여성운동자 재현 방식｣, 우리말글 제71집, 우리말글학회, 2016.12, 353~375쪽 참
조.
2) 이은경, ｢모성ㆍ참정권ㆍ전쟁 그리고 국가－근대 일본 여성운동의 통시적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43집, 비교문화연구소, 2016.6. 참조.
3) 견원생, ｢조선여성운동의 사적 고찰－여성운동의 선구와 현역｣, 동아일보, 1928.1.6.
4) 이 취지서에서는 과거의 조선 여성운동의 문제점으로 통일된 조직이 없다는 점을 들며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할 것을 역설하였다. ｢근우회발기취지｣, 동아일보, 1927.5.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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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사실이다. 각국의 여성운동자들은 서구 여성운동에 비해 비교적 운
신의 폭이 좁다는 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5), “동양부인”이라는
관점에서의 연대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초기 조선의 여성운동은 일본
여성운동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았으며, 또한 직간접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졌
다.6) 그런데 근우회 창립 직전 일본의 저명 여성운동자들이 조선을 방문하는
등 양국 여성운동자들의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
았던 부분이다. 특히 일본 여성운동계의 유명 인사인 오쿠 무메오와 스미이
미에(住井美江)7)가 사회주의 단체 및 여성 단체의 초청으로 조선에 방문하여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강연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오쿠는
1925년 8월 조선을 방문하여 현대 여성운동의 배경 및 방향을 개괄적으로 설
명하는 강연을 하였으며 방문 당시 조선 여성운동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스미이는 이듬해인 1926년 조선을 방문하여 박원희, 유영준
등 여성운동자들과 함께 연단에 올랐다.
본 논문에서는 당시 매체에 실린 기록을 통해 이들의 강연의 구체적 내용
및 국내에서의 행적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시기 조선 여성운동자들의
사상과 비교하여 한일 양국 여성운동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초기 여성운동의 한 특성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
다. 식민지 시기의 여성운동은 당시 한 논자의 표현대로 이중의 질곡에 묶여
있는 동시에8) 여기에서 빠져나가고자 했던 식민지 여성이라는 하위주체의 투

5) 조선을 방문한 스미이는 이익상과의 대담에서 “지금 우리 녀성은 더욱 일본이나 조선의 녀성은 싸
워 볼 장소도 업고 기회도 어더 보지 못하엿서요”라며 일본과 조선의 여성의 상황을 진단하기도 하
였다. 이익상, ｢婦人運動者와 會見記｣, 별건곤 창간호, 1926.11, 52쪽.
6) 1910년대에서 1920년대 초반 조선의 여성계에 미친 일본 여성 사상계의 영향은 신여성이라는 현상
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여성 사상계가 조선의 여성계에 미친 영향이 주로 논의되
어 왔다. 그러나 신여성 현상과 여성운동은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에서 신여성과
여성운동(자)은 곧잘 혼동되었지만 실제로 신여성과 여성운동을 동일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이 시
기 여성운동자들은 여성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여자
들이었고 남성 지식인들에게는 더욱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 논문에서는 조직적인 여성 해방 운동
의 관점에서 이 시기 한일 여성운동자들의 사상을 비교 고찰하여 이 시기 여성운동의 사상과 가치
를 선명히 밝히고자 한다.
7) 오쿠에 비해 스미이는 일본에서 관련 기록을 찾기가 어려운데 조선 방문 당시 조선일보와의 인
터뷰에 의하면 니혼대학(日本大學)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녀성직업이라는 잡지를 경영하고 있었
다고 한다.(｢일본 부인운동자 주정 양 입경｣, 조선일보, 1926.1.10. 참조) 같은 학교, 같은 학과
를 졸업한 인연으로 당시 조선일보의 기자였던 이익상과 회담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8) 김몌례, ｢부인운동에 대한 사적 고찰｣, 청년 130, 1926.4, 21쪽. 김몌례는 이 글에서 조선의 남자
도 정치, 출판, 경제의 권리가 없으며 설상가상으로 조선의 여자들은 “종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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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궤적이기도 하다. 조선의 여성운동자들은 여성이면서 식민지인이었다.
이들의 이와 같은 이중의 정체성은 일본 여성운동자를 대면하면서 더욱 뚜렷
이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시기 여성운동을 일본의 여성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살피는 일은 우리 여성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
해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Ⅱ. 식민지와 제국 여성운동자들의 만남
일본과 조선의 여성운동자들의 교류는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조선
의 여성운동자들 가운데 일본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 일본 여성운동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조선 내 사상단체나 신문사 등
의 초청으로 조선을 방문하는 인사들도 있었다. 특히 1925,6년 두 해 연속 일
본 여성운동계의 저명 인사가 조선에 초청되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다. 우선 1925년 8월 일본 여성운동계의 거물 오쿠 무메오가 조선을 방문
하였다. 화요회, 조선노동당, 무산자동맹, 북풍회 등 네 단체에 의해 나카니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와 함께 강연의 연사로 초청되었기 때문이다. 오쿠가 방
문했던 당시 동아일보의 한 기사에서는 오쿠의 사진과 함께 약력을 소개하
기도 했다.
무메오 녀사는 명치 이십팔년 복정시(福井市)에 출생하야 동시에 보통 교육을
마치고 다시 동경 목백(目白)녀자대학에 입학하야 대정 오년에 동대학을 졸업한
후 그 사상상에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야 녀공생활(女工生活)의 비참한 톄험
을 맛보고저 동경부사방적공장(富士紡績工場)의 공녀가 되야 오래동안 실제로동
에 종사하엿스며 대정 팔년에는 평총라이조(平塚ライチョ)녀사들과 함게 부인협
회를 창립하야 부인의 정치뎍 해방운동에 진력하엿고 동십이년 봄부터는 동지들
과 한가지로 직업부인사(職業婦人社)를 조직하고 “부인과로동”이라는 잡지를 발
행하야 부인의 경제뎍 해방 운동을 위하야 목하 분추중이며 일면으로는 정치연구
회(政治硏究會)의 중앙위원이 되야 무산정당의 조직 준비에 만흔 로력을 하는 중
이라더라9)

표현하며 조선 여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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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에서 소개된 대로 당시 일본에서 오쿠는 여성 해방 운동과 사회주
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직업부인사와 정치연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또한 조선을 방문하기 앞서 일본에서 당대 여성운동과 관련된
사상과 현상 등을 정리하여 婦人問題十六講10)이라는 저작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강연을 위해 조선에 처음 방문한 오쿠 무메오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
해 조선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눈 소회를 간략하게 말한 후, 이 기회를 활용하
여 조선의 여성운동자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사상의 교환”을 하고 싶다고 밝
히기도 하였다. 또한 강연을 통해서 조선 부인운동계의 선진을 향해 “의사를
교환”하고 운동을 위해 서로 돕자고 역설하기도 하였다. 오쿠의 강연 주제는
“최근의 부인운동”으로, 그는 강연을 통해 여성운동의 세계적 흐름과 배경과
함께 일본에서의 여성운동의 흐름을 개략하며 여성운동에 관한 자신의 견해
를 피력하였다. 오쿠와 나카니시의 강연은 천여 명의 청중이 들 정도로 매우
호응이 높았으며,11) 이들의 조선 방문 자체가 조선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두
사회주의자의 방문은 조선의 사회주의자 및 여성운동자들과 그 단체에 상당
한 자극을 준 사건인 동시에 당국과 조선 내 일본 국수회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강연은 일본 국수회 조선지부 일파의 방해로 수차례 중지되기도 하
였고, 강연의 내용 및 강연장의 공기가 불온함을 들어 경관이 강연을 중지시
키기도 하였다. 당국에서는 국수회와의 충돌 위험을 이유로 예정되어 있던 강
연을 일방적으로 금지시켰던 것이다.12)
또한 이듬해인 1926년 1월 스미이가 경성여자청년회의 초청으로 조선일보
사에서 주최하는 신춘여류강연회에 연사로 참여하였다. 스미이는 “부인직업
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부인의 노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때
스미이와 함께 연단에 올랐던 것이 박원희와 유영준이었다.
9) ｢사상운동의 투사 중서씨와 오여사｣, 동아일보, 1925.8.15.
10) 新潮社, 1925.
11) 성황의 양씨 공연, 동아일보, 1925. 8.17
“이번에 사개사상단톄 합동의 주최한 사상강연대회는 예뎡대로 십오일 오후 여덜시 반부터 시내
종로청년회 강당 안에서 열리엇는데 김찬씨의 사회가 끗난 후 천여 명의 청중의 박수로 오 부인이
등단하야 처음에 조선 녀자는 매우 원긔가 잇서 보인다는 말로 최근의 부인운동이란 문뎨로 녀
자가 녀자의 권리와 자유를 찻는데는 무엇보다도 실제뎍으로 사회에 나서서 부인다운 일을 하며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로 아홉 시에 끗히 나고”
12) ｢국수회와 충돌되야 양씨 강연수중지｣, 동아일보 19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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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강연회 현장13)－연단에 올라 있는 것은 스미이, 왼쪽은 박원희, 오른쪽은 유영준>

박원희는 “제가(諸家)의 연애관”이라는 주제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 성적,
도적적 관념의 변화를 입센, 엘렌 케이, 카펜터, 베벨 등의 연애관을 통해 설명
하였다. 의사였던 유영준은 “가정위생에 대하야”라는 주제로 빈곤한 가정일수
록 어린아이를 위한 위생 관념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목욕법, 약의 음용법
등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하였다. 해당 강연회 역시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
로 보인다. 행사를 주관하였던 조선일보에서는 강연에 대해 “류영준(劉英
俊) 박원희(朴元熙) 주정미강(住井渼江) 삼씨의 피가 끌는 대긔염은 입추의
여디가 업는 만장청중의 박수갈채를 바덧다”라며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평가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오쿠와 스미이 역시 공통점이 있는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당
시 신문 기사에 실린 두 인물의 약력을 보면 둘 다 일본의 정치연구회(政治硏
究會)에 속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4) 이 단체는 1923년 말 일본 프롤
레타리아 문학평론가 아오노 스에키치(靑野季吉)와 여성운동가 이치카와 등
13) ｢성황으로 마친 신춘 녀류 강연－회장의 상하층이 입추의 여디가 업시 대만원｣, 조선일보,
1926.1.15.
14) 스미이의 약력은 강연을 주최했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 소개되어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스
미이는 동경에 거주 중인 조선 여성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등 일본에서부터 조선 여성들과 교
류하였다. ｢일본 부인운동자 주정 양 입경｣, 조선일보, 1926.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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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日本政治硏究會”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으며, 무산계급의 입장에서
정치, 외교, 재정, 경제, 교육, 산업, 노동, 사회의 제문제를 조사, 연구하고 대
중의 정치적 조직을 촉진하며, 일본 사회의 개조를 목적으로 내세웠다.15) 반
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두 인물이 강사로 초청되었다는 것은 당시 조선 사상
계가 해당 단체와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거나 최소한 그들의 사상에 공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개벽의 기사에 따르면 정치연구회에는 조선
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6)
이렇듯 일본 내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맥락에서 여성운동을 전개해 나가던
오쿠와 스미이가 여성 문제에 대한 강연의 연사로 초청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의 여성운동계 역시 사회주의의 자장 내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17)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1920년대의 세계적 조류로서 미, 중, 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국내에 유입되었는데18) 실제로 스미이와 함께 연단에 올랐던 박원
희와 유영준 모두 사회주의적 노선에서 여성 해방을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이
들은 공히 여성 해방의 문제가 계급 해방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를
주장했던 것이다.

Ⅲ. 여성의 해방과 경제적 독립의 문제
오쿠와 스미이의 강연 내용은 당대 일본 여성운동계의 화두를 잘 드러내고
있다. 오쿠나 스미이 모두 당시 일본 여성운동계의 핵심 과제였던 여성 참정
15) 이듬해인 1924년 “정치연구회”로 다시 이름을 바꾸어 창립총회를 열고 무산정당 조직에 관해 연
구하였다. 당시 정치연구회의 창립은 조선 사상계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1924년 7월 1일자 동
아일보 일면에 오백여 명이 출석한 정치연구회 창립총회 소식이 실렸는데, 이 기사에서 기자는
정치연구회를 “무산계급정당의 모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정치연구창회 무산자 정당의 모체｣,
동아일보, 1924.7.1.
16) ｢새 소식 새 경향｣, 개벽 63, 1925.11, 32쪽 참조.
17) 이상경은 191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조선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신여성들을 3단계로 일별하면
서, 계급해방을 통해 여성 해방을 지향하는 1920년대 중반 이후 인물들을 2세대로 정의하기도 하
였다. 이상경, ｢부인에서 신여성까지｣, 근대서지 2, 근대서지학회, 2010.12, 146~188쪽 참
조.
18) 윤선자, ｢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여성운동과 ‘맑스 걸’｣, 여/성이론 3, 여이연, 2000.12, 304~31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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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남성의 참정권도 보장되지 않는 식
민지 조선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19) 이 때문인지 오쿠는 일본여성운동의 흐름을 소개하며 참정권 운동을 소
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조선 여성운동의 과제로 다루지는 않았
다. 이들이 강연을 통해 강조했던 것은 주로 여성운동의 근본적인 목적 및 이
를 성취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서의 경제적인 문제였다. 이는 일본 여성운동계
뿐 아니라, 조선의 여성운동계에서도 긴급한 과제였다. 스미이의 강연의 주제
는 부인의 직업에 관한 것이었다. 스미이는 강연의 서두에서 여성에 대한 억
압이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남성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고 지적하였다. 그에 의하면 여성의 생활이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특정 남성
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경우 부녀, 부부 관계에 의해 성립되는 것
이다. 스미이는 이러한 관계가 필연적으로 주종, 지배－피지배의 관계로 이어
진다고 분석하며 양자간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당연히 경제적인 자유가 없는
여성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으로 여성은 굴종에 가까운 생활을 강제받았으며, 남성 중심의 문화, 제
도, 지반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뎍으로 일반 녀성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 국가의 의무
나 사회의 책임이 아니오 엇더한 특정한 남성이 특정한 녀성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 만흔 경우에는 친자의 관계나 혹은 부부의 관게를 가지게 되는 것인즉 이러
한 관게 아래에서는 자연히 주종의 관계 또는 지배－피지배의 관계가 생기게 되
는 것인가 함니다
이러한 관계가 온뎡 혹은 의리와 도덕의 지배를 바더 나갈 때에는 그러케 어려
운 문뎨가 발생치 안치마는 만일 일조에 엇더한 감정 문뎨나 또는 다른 관계로 충
돌이 생길 때에 항상 리롭지 못한 디위에 잇는 이는 경뎨뎍으로 자유가 업는 사람
들이겟슴니다 이러한 리유로 자연히 녀성은 굴종에 갓가운 생활을 강제로 하게 되
고 따라서 남성문화에만 상당할 모든 제도와 디반이 생기게 됨니다 그리하야 오늘
날까지 이른 것인가 함니다20)

19) 오쿠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연구회 등 자신의 일본에서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조
선에는 일본보다도 오히려 여러 가지 압박이 심한 고로 공중 압헤서 나의 품은 뜻을 충분히 설파
할 수가 잇슬는지요”라며 강연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부인운동의 근저 독립성이 제
일 긴요－조선땅을 처음으로 밟은 일본 신여성의 감상｣, 조선일보, 1925.8.16
20) 완산인, ｢녀성의 직업 문뎨｣, 조선일보, 1926.1.24.(당시 해당 강연을 주최했던 조선일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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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경제적인 예속 관계에서 결국 남성 중심의 세계, 지배와 피지배
라는 차별적 남녀 관계가 도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스미이는 이러한 경제적
문제에서 여성 해방의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월
한 지위에 있다는 것이 여성을 학대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이러한 학대
나 멸시가 부도덕한 행위이나 이러한 주장은 단지 이론일 뿐 도덕적 정당성을
근거로 차별을 반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효한 운동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
러므로 여성의 정치, 경제의 독립을 현실적으로 꾀하기 위해 여성의 직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스미이의 분석대로 남성으로부터의 여성의 독립, 해방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성운동자들이 주목했던 것은 부
인의 직업 활동을 통한 경제권의 확보였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스미이만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오쿠는 일본 여성운동
계에서도 특히 여성의 직업 문제와 관련하여 다대한 관심을 드러냈던 활동가
였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사
회적 독립을 위해 여성의 직업과 노동의 문제를 강조한 바 있다.
부인의 독립성! 이것은 진실로 모든 운동의 근저가 된다 할지니 경제뎍으로나
사회뎍으로나 먼저 부인 각 개인의 생활이 안정되여야 할 것이올시다 남자의 의
뢰를 버서나고 자긔의 힘으로 자긔의 압길을 개텩하지 못하면 정치 운동이니 부
인 운동이니 하는 모든 것은 전혀 수포로 도라가고 말 것임니다 종래의 부인 운동
은 매명뎍이오 도락뎍이오 소위 새 것을 조화한다는 녀자들의 제창한 바이엿스나
이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올시다 적어도 녀자마다 자긔의 생활에 뿌리가 된 운동
의 협력이라고 밋슴니다 이 의미로써 나는 그 뜻을 직업부인에게 경주하고저 할
뿐 아니라 우리들이 발행하는 부인과 로동의 독자가 날마나 늘어감을 보면 부인
로동 즉 경제뎍 방면에 입각한 부인운동에 눈뜬이가 만해진 것을 자연히 알 수 잇
슴니다21)

오쿠는 부인 운동에서 특히 직업부인의 문제에 경주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
혔는데, “직업부인”은 오쿠가 주관하던 잡지의 이름이기도 했다.22) 오쿠는 이
서는 박원희, 유영준, 스미이의 강연 속기록을 “가정부인”란에 실었다. 스미이의 강연록은 총 5회
에 걸쳐 연재되었다.)
21) 동아일보, 1925.4.30.
22) 오쿠 무메오는 1923년 직업부인사를 설립하여 노동하는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
다. 직업부인사는 기관지로 직업부인(職業婦人)을 발행하였는데 이 잡지는 1924년 4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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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여성 해방 문제에서 노동과 직업을 통해 경제적 방면에 눈을 뜨고, 이러
한 관점에서 부인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외에도 오쿠는
일본에서 한 강연에서도 “부인의 직업생활은 매우 좋은 경험”이라며 직업부인
들을 독려하기도 하였으며23) 조선을 방문했던 1925년 초 일본에서 펴낸 婦
人問題十六講24)에서 일본 부인계의 중요한 문제로 “직업부인”의 문제를 제
기하기도 하였다.
부인의 직업 문제는 당연히 조선 여성운동계에서도 중요한 화두였다. 부인
의 해방은 결국 경제적 해방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인도 직
업 활동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은 여성운동의 측면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긴급한 과제였던 것이다. 이렇듯 여
성이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여성의 교육이었
다.
부인 직업 문뎨는 방금 우리 사회에 잇서서 부인 교육 문뎨와 함께 실로 중대하
고도 긴급한 문뎨이올시다 오늘날까지 나려오는 남자의 전제로부터 합법뎍(合法
的)으로 버서나가지고 남자와 대등한 디위에 잇서서 살아나가잘 것 가트면 아모
리 하야도 이 부인 직업 문뎨를 경홀히 볼 수는 업슬 것이올시다.25)

1910년대의 신여성들부터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지
만 이 시기 들어서는 여성의 교육은 경제적 독립을 위한 선결 과제로서 훨씬
더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유영준을 비롯 많은 여성운동자들은
1920년대 초반부터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동아일보는 1925년 3월 전국 여성 웅변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경성
여자청년회26)의 대표로 참여했던 것은 김순복이었다. 그는 여성의 직업 문제
과 노동으로, 1925년 9월 부인운동(婦人運動)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어 발행되었다. 이러한 변
화에 대해 나리타 류이치는 오쿠의 관심이 대상으로서의 직업부인에서 출발하여 직업부인을 규
정하는 노동을 발견하고, 여성문제, 노동문제에 대한 지적을 거쳐 문제 해결을 위한 부인운동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나리타 류이치, 서민교 옮김, 근대 도시공간의
문화경험－도시공간으로 보는 일본근대사, 뿌리와이파리, 2011, 410쪽. 한편 이 잡지의 광고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등 국내 신문에 여러 차례 실렸던 것으로 보아 해당 잡지가 조선 내에
서도 유통, 소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奥むめお、｢結婚か?職業か?｣, 講演. No.2, 東京講演会, 1926 참조.
24) 婦人問題十六講, 新潮社, 1925.
25) ｢조선의 현상과 부인의 직업문뎨 상｣, 동아일보, 19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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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선 사회의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교육의 평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부인의 직업 문제는 무엇보담도 중요한 문제임을 절실히 깨닷는 동시에 부인으
로서 직업을 가지지 못함은 결국 우리사회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무서운 무엇이
라고 말함에 주저치 아니함니다 그러함으로 이와 가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함에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출생한 이상에는 직업이 업지 못할 것과 경제적 독립과 정신적
독립이 필요함니다 중략 그러면 직업부인이 되랴면 경제적 독립과 물질적 자립을
엇는 동시에 교육의 평등을 엇는 데에 잇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의지 박한 것은
역시 교육의 불평등함에 잇다고 생각합니다27)

김순복은 연단에 올라 여성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여성이 직업 활동
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청중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직
업 활동을 하여 경제적으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교육의 불평등이 해소되
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시기 조선의 여성운동계에서 여성의 경제적 해방
은 매우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에 있어서의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적 권리 획득을
위하여 여성의 직업 및 교육 문제, 여성의 노동 조건 개선 등 다양한 문제가
여성운동의 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조선과 일본에서 공히 발견되는 현상이
었다.

Ⅳ. 모성 보호 담론과 직업 부인의 문제
앞서 오쿠나 스미이의 강연 기록을 통해 당대 일본에서 여성 해방 운동의
사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오쿠의 강연
기록은 조선일보에 전문이 게재되어 있는데, 그는 해당 강연에서 여성 해방

26) 사회주의 여성운동 단체인 여성동우회의 분열 이후 박원희를 중심으로 결성된 여성운동 단체이
다.
27) ｢수사를 초월한 공전의 성황중 만도의 누천청중은 환호 열광 동아일보사 주최 제일회 전조선현상
여자웅변대회의 양일간 속기록－경성여자청년회, 김순복 조선에 나타난 부인직업에 대하야｣, 동
아일보, 19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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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가 남성의 지위, 권리,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
조하였다.
아메리카 엇던 학자는 부인운동은 현재 남자의 권리 디위 자유를 대상으로 하
야서 남자와 여자를 똑가티 취급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말하엿습니다 그러나 나
다러 부인운동의 의의를 말하라 하면 결단코 현재 남자의 디위, 권리, 자유를 대상
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써의 활동을 똑가티하고 또한
그 책임을 똑가티 질머지자는 것뿐이외다 우리는 여자다 우리는 부인이다 우리는
언제던지 여자요 부인이지 결단코 남자로 변할 것은 아니외다 우리가 부인으로 이
사회에 살기 때문에 가졍도 또한 우리가 마터 다스릴 것이요 정치나 경제나 그 외
모든 것이 부인으로써 사회에 대하는 동시에 그만한 권리와 자유가 잇서야 될 것
이라고 하는 말이외다 즉 가뎡에 대하야 진정한 부인 밧구어 말하면 참으로 어진
어머니가 되자는 것이다28)

오쿠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사회에 같은 권리와 자유, 책임을 가지는 것이
부인 운동의 의의라고 역설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이 가정에 대해 진정한 부
인이자, 참으로 어진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부인
운동의 의의라는 것이다. 오쿠는 이 강연에서 현재의 남성중심적인 제도, 사
상이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
다고 지적하였다.
여성이 가정 내에서 “참으로 어진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오쿠의 주장은 일본 여성운동계의 주요한 화두였던 ‘모성 보호’의 문제
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오쿠, 이치카와 등과 함께 신부인협회를 결성했던 히
라쓰카는 모성의 보호가 사회의 행복과 인류의 장래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라
보고, 모성의 발휘 및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사회적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국
가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29) 히라쓰카의 이러한 주장은 엘
렌 케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오쿠 역시 婦人問題十六講에서 엘
렌 케이의 모성 보호주의를 여성운동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다.
그리하여 그녀가 ｢모성의 부흥｣을 극력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여성이
28) ｢최근의 부인운동－십오일 밤 청년회관에서｣, 조선일보, 1925.8.17.
29) 平塚らいてう, ｢与謝野ㆍ嘉悅 二氏へ｣, 婦人公論,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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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은 천직일 뿐 아니라 인류의 진화, 인간생활의 완성에서 제외할 수 없는 가
장 중요한 요소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모든 방면의 주장의 궁
극적 목적은 이 ｢모성애｣를 고창하는 데 있다고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30)

오쿠는 이 책에서 엘렌 케이의 사상의 핵심을 “모성애”의 고창에 있다고 분
석하며, 현대 사회에서 모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엘렌 케이의 사상은 일본뿐 아니라 조선에서도 일찍이
수용되었으며, 1920년대 초반부터 모성 보호는 여러 여성운동 단체의 주요한
강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31)
한편 이와 같은 모성 보호의 문제는 부인의 직업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과정에서 모성 보호의 문제는
직업 부인에게 더욱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성 보호 문제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모으게 되었던 것은 모성 보호를 강조하던 히라
쓰카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주장하던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사이에 논
쟁이 발생했던 1918~9년 무렵이었다.32) 요사노는 부인이 남자에 대한 기식에
서 벗어나야 하는 만큼 국가에 기식하는 것도 거절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히라쓰카의 모성 보호에 대한 주장을 일종의 국가에의 기식, ‘의뢰주의’라고
일갈하였다. 또한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 국가의 보조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현모양처주의와 다름없다며 라이초의 모성중심주의를 강하게 비판하
기도 하였다.33) 요사노는 임신, 분만, 육아기에 국가의 보호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불행한 부인이 되지 않으려는 자각을 갖고 여자 스
스로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던 것이다.34) 즉 히라쓰카는
30) ｢エレンㆍケイの母性主義｣, 婦人問題十六講, 新潮社, 1925, 206쪽.
31) 1920년대 초반부터 엘렌 케이의 모성보호론이 소개되었으며, 박원희 등 많은 여성운동자들 역시
엘렌 케이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기자, ｢부인문제의 개관 十三｣, 동아일보,
1922.6.27.
32) 히라쓰카와 요사노의 견해 차이에서 출발한 이 논쟁은 야마카와 기쿠에(山川菊栄), 야마다 와카
(山田わか) 등이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히라쓰카와 요사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920년
대 중반까지 이어졌다. 논쟁과 관련해서는 이은경, ｢모성ㆍ참정권ㆍ전쟁 그리고 국가－근대 일
본 여성운동의 통시적 고찰｣(비교문화연구 제43집, 비교문화연구소, 2016.6, 79~113쪽)과 김선
민, ｢近代 日本의 여성해방운동과 ‘母性’ : ‘母性’의 발견과 파괴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 63, 대
한일어일문학회, 2014.08, 247~260쪽) 참조.
33) 平塚らいてう, 女性の言葉, 教文社, 1926, 270~1쪽 참조.
34) 히라쓰카는 이에 대해 국가에 대한 여성의 예속, 의뢰주의가 아니라 여성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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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을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보았던 반면 요사노는 여성 자신의 경제적 권리의 획득에 있어 국가에 의
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오쿠 무메오 역시 모성 보호와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 혹은 직업 부인의 문
제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다. 오쿠는 婦人問題十六講
에서 엘렌 케이의 모성보호론을 소개하며 이 글의 말미에서 부인의 천분을 가
정이라고 하는 엘렌 케이와 같은 입장과 소위 여권론의 주장이 서로 반대되지
만 이러한 문제는 부인 문제의 양 측면이며 현재의 가정, 양성관계 사회의 제
도의 개혁 등에 의해 차츰 일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
다.35) 오쿠의 이러한 관점은 1926년 일본 도쿄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기록한
｢結婚か?職業か?｣에도 잘 드러난다.
히라쓰카와 요사노의 모성 보호 논쟁은 단지 모성, 아동의 보호에 대한 국
가의 책임 유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성의 해방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히라쓰카의 경우 여성이 오랫동안 억
압되어 온 상황에서의 해방을 주장하면서도 여성과 남성의 본질적 차이를 의
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요사노는 남성과 여성의 생래적 차이를 부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전면적인 여성의 해방과 남녀평등을 주장했던 것이다. 당시 일
본의 여성운동계에서는 이러한 두 사상적 흐름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오쿠는 婦人問題十六講에서 후자의 주장을 히라쓰카 등 엘렌 케
이의 사상에 기반한 관점과 구분하여 여권주의라 명명하기도 하였다.36)
이는 앞서 말한 바대로 근대에서 자아의 발달과 경제조직의 변화의 결과, 부인

의 마땅한 의무라고 반박하였다. 그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인이 아이를 양육하면 교육이 제대
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안녕과 복지, 국가의 진보, 발전에 긴밀히 연결되
므로 국가가 이를 개인의 자유에 방임하기보다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아동의 심신이 건전하게
발달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즉 모성의 보호는 결국 아동의 보호이
며, 이는 국가나 사회의 발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平塚らいてう, 위의 책, 272~3쪽.
35) 婦人問題十六講, 新潮社, 1925, 214쪽.
36) 조선에서의 강연록을 참조하면 오쿠는 어디까지나 여권론보다는 히라쓰카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
로 보인다. 나리타 류이치 역시 이에 대해 오쿠가 ‘대중으로서의 부인’을 조직화하여 ‘주체’를 만들
어가면서도 ‘남자와 평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나리타 류이치, 앞의 책, 414쪽 참조. 이에 비해 스미이는 결혼을 부정
하고 남녀의 성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비교적 여권주의의 입장에 기울어 있는 편이었다. 이
익상,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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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시 인간으로서 남자와 동등한 법률상 권리, 습관, 도덕상의 평등을 외칠 것이
라 하여 이는 남녀의 성적 구별이라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남자가 오랫동
안 지배자로서 생활한 결과 생겨난 것으로 모든 사회에 있어 성적 구별의 대우를
철폐하고 법률상, 직업상, 노동 영역 및 임금 그 기타 교육상 평등의 대우를 요구
하는 운동이다. 이 종류의 페미니즘 운동은 보통 여권주의라 한다. (중략)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디까지나 여성의 입장을 남성에 대립시켜 남자와 동등한 자유를 요
구하는 대신 여성으로서의 자유, 즉 자녀를 기를 자유, 모성의 확립, 연애 및 결혼
의 자유를 주장하는 운동은 주로 독일 및 스칸디나비아에서 성행하고 있다. 그 대
표자라 할 만한 것은 스웨덴의 엘렌 케이이다. 이 양자는 동일하게 세간에서 페미
니즘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이는 그 주장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이다.37)

이처럼 모성 보호를 둘러싼 일본 여성운동계의 논란은 출산과 육아의 문제
를 넘어 “여성”의 본질을 어떻게 위치 지을 것인지, 즉 남녀의 차이는 단지 사
회적 구성물에 불과한지 생래적 차이에 따른 본질적 차이를 인정해야 할지,
또한 더 나아가 결국 여성 해방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조선의 여성운동계에서도 모성 보호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1924년
여성동우회 결성 당시 결성 선언에서는 남성의 횡포가 모성의 파괴라는 결과
를 가져왔다고 현 상황을 비판하기도 하였으며,38) 근우회의 경성지부가 결성
될 당시 중요하게 내세운 강령 중 하나가 바로 모성 보호의 문제였다.39) 그중
에서도 여성운동에 있어서의 모성 보호의 중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역설했던
것은 박원희였다.40) 박원희가 경성여자청년회를 발족하면서 핵심적으로 내
세웠던 이 단체의 표어가 “남녀평등”과 “모성보호”였다.41) 이후로도 박원희는
모성 보호의 문제를 꾸준히 강조하였다. 박원희를 비롯한 조선 내 여성운동자
들의 모성 보호에 대한 주장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엘렌 케이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원희는 스미이, 유영준과 함께 연단에 올랐던 신춘
강연회에서 엘렌 케이, 입센 등 여러 사상가들의 연애관에 대해 강연한 바 있
37) 婦人問題十六講, 新潮社, 1925, 155~6쪽.
38) ｢조선여성동우회－건실하게 압길을 개척하자｣, 1924.5.22.
39) ｢근우경성지회 발회식 거행｣, 1928.3.31.
40) ｢성황으로 마친 신춘 녀류 강연－회장의 상하층이 입추의 여디가 업시 대만원－연제 제가의 연애
관, 연사 박원희 여사｣, 조선일보, 1926.1.15.
41) ｢경성 여자 청년회 모성 보호와 남녀의 평등으로 표어를 삼고 수양에 진력. 설립은 얼마 안되나
공덕이 만타, 회장은 朴元熙 女史｣, 조선일보, 19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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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박원희는 엘렌 케이가 사회의 “신도덕”의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그의 연애관, 결혼관을 소개하였다.
박원희는 중외일보의 기고를 통해 여성운동의 배경과 의의를 개략적으
로 설명하며 현 단계의 국부적 부인 운동을 전체적인 운동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금일의 우리는 이 모든 국부뎍 부인운동을 총괄하며 근본 문뎨를 해결
할 운동을 하여야 되게 되엇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겟습니까 그것은 경제뎍 조직입
니다 부인도 경뎨뎍 자유가 잇스며 또한 직업에 자유가 잇스며 결혼에 자유가 잇
스며 교육에 평등이 잇스며 특별히 모성 보호가 잇는 신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이
금일의 부인운동의 대의가 됩니다42)

이 글의 서두에서 박원희는 부인운동이란 간단명료하게 “부인도 남자들과
같이 잘 살랴는 운동”이라고 정의하며 현재 여성들은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
며 법률상으로 아무 권리도 없는 지위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정
에서도 아기를 낳는 기구 정도로 취급받고 있으나 이 모성을 보호하는 제도가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원희는 이러한 상황이 자본주의가 본격화되
면서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인운동이 요청된다
고 주장하였다. 프랑스나 영국에서의 여성운동 및 엘렌 케이의 연애론 등은
부분적인 부인운동이라고 지적하며 박원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경제적 조직이 요구된다고 역설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운동을 통해
모성을 보호하는 신사회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인운동의 대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박원희는 혁명 이후 러시아를 모델로 한 모성 보호 제
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박원희는 조선일보의 신년 기획 “先覺한 女
性 抱負와 感想”에서 임부 및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금 및 의료 제공과 탁
아소 설치를 주장하였다.
일. 보호국에서는 산모에게 대하야 그의 일개월분 급료에 상당한 구제금을 준
다 한다

42) 박원희, ｢부인운동이란 무엇인가? 그 대강에 대한 일반적 상식 ‘국부적 운동에서 전체적 운동으로’｣,
중외일보, 192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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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모는 포욕긔에는 매삭 자긔의 일개월 급료의 사분지일에 상당한 특별구
제금을 밧는다 한다
삼. 임부상담소에서는 임부를 간호하며 의사는 자조 진단을 하야 만일 병이 잇
는 때에는 시약소로 보내고 적당한 시의에는 산아원으로 보내게 한다 한다.
사. 탁아소 이것은 모친의 일하는 시간 중에 로동자의 자녀를 보호하는 공성긔
관이니 로동 부인들은 안심하고 공장에 나가서 일할 수가 잇스며 어린 아기들의
건강에도 조고만 해가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43)

당시 러시아에서는 출산 전후 각 4주 정도의 유급 휴가와 출산 이후 9개월
간 육아 비용 보조, 직장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 수유 시간을 보장하고, 임산
부를 위한 치료기관을 마련하는 등 노동하는 여성을 위한 모성 보호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었다.44) 러시아와 같이 산모에게 한 달 간의 유급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를 보장하고 임부상담소 및 산아원, 탁아소를 마련하자는 박
원희의 주장은 당시 조선에서는 매우 급진적인 것이었다. 박원희는 여성의 노
동을 이미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러시아를 참조하여 노동하는 여성을 위한
모성 보호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박원희는 모성 보호에 대해 좀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입장을 드러내
었다. 모성 보호를 위해 국가가 어머니와 아이를 보호하고 출산과 육아에 따
른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박원희의 관점은 일견 히라쓰카
와 유사해 보인다.45) 그러나 모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박원희는 히라쓰카와
는 차이를 드러냈다. 히라쓰카는 엘렌 케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성을 여성의
천부적인 직능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데 비해, 박원희는 모성의 문제를 신성하
거나 천부적 직능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박원희에

43) 박원희, ｢해방된 로서아 부인 적어도 그만큼은｣, 조선일보, 1926.1.1.
44) 러시아의 이와 같은 제도에 대해 박원희를 비롯 조선의 여성운동계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
로 보인다. ｢산모에게는 넉달동안 휴양｣(1927.11.7.), ｢노서아와 딴 나라 모성보호의 실적｣(동
아일보, 1927.11.8.~9) 등 기사 참조.
45) 박원희가 일본의 모성 보호 담론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는 없지만, 근대적 개인의 자유, 권리에 기
초하여 남녀차별을 철폐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론에 대해 부르주아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이것이 현재 조선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금년의 우리 운동은
예년에 업든 가혹한 집회금지의 엄명에 반년동안을 꼼작도 못하고 더욱이 치안유지법에 꼭 눌리
어 잇섯다 이와 가티 남과 다른 경우에 잇는 우리는 저 구미에서 횡행되는 부로조아 데모크라시의
번영을 조선에서는 볼 수 업섯다 따라서 부로조와적 부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여권론이나 참정권
운동 가튼 부인운동도 조선에서는 전개할 기회가 전연이 업섯다” ｢조선부인운동의 소감｣, 중외
일보, 1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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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모성은 히라쓰카의 주장대로 신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직업 부인이 남성과
동등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
는 부인이 노동을 통해 경제적 권리를 획득함에 있어 모성이 보호되지 않으면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기에 박원
희는 러시아의 상황을 참조하여 모성 보호의 실질적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던 것이다.
또한 히라쓰카는 모성의 보호는 결국 국가의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
문에 자선구제가 아니라 국가의 마땅한 임무라고 보았다. 모성을 여성의 천부
적인 직능이자, 국가나 사회에 대한 기여라고 보았던 히라쓰카의 인식은 당대
요사노가 이미 지적했던 대로 국가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기댄 것이었으며,
국가주의로 환원될 위험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반면 노동하는 여성의 환
경을 개선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박원희의 주장은 국가에 대한 기
대라기보다는 여성 해방 운동을 통해 얻어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 가까
웠다.
보라 남존녀비 주의는 저 텬진란만한 계급아이들을 천대하며 현모량처를 긍정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현모양처를 주림과 괴로움으로써 저주하야 사랑하는
부부와 부모자식을 직업을 따라 서로 떠나 잇게 되며 더욱 무산계급의 모친들은
가난한 처디에서 자녀들 양육하기에 무진한 고생을 한다 이와 가튼 경우에 잇는
우리들은 이 지독한 생애에서 살어나려고 한다 굿고 굿은 쇠사슬에서 해방되랴고
한다 여긔서 나는 해방된 로서아의 부인 생활을 소개하야 우리의 미래를 방불하게
하랴고 한다46)

박원희는 러시아의 모성 보호 제도를 소개하기에 앞서 자본주의하에서의
무산계급 부인들의 이중고를 강조하며 여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모성 보호
를 쟁취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박원희에게 있어 모성의 보호란 국가에 의해
여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며, 치열한 투쟁을 통해 비로
소 획득되는 것이었다. 박원희의 이와 같은 주장의 근저에는 식민지라는 당대
적 상황이 존재하고 있었다. 히라쓰카의 경우 모성과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
가의 의무 이행을 당위적인 것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면 식민지에서 여성의 해
46) 박원희, ｢해방된 로서아 부인 적어도 그만큼은｣, 조선일보, 1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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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주장하는 박원희의 경우 국가에 대한 이와 같은 기대나 요구를 하기 힘
든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박원희는 러시아를 참조한 구체적인 모성 보호 제도
의 실현을 신년 여성운동의 새로운 포부로서 제시했던 것이다.

Ⅴ. 결론
1920년대는 전세계에서 여성 해방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던 시기이다. 조선
의 여성운동은 이 같은 세계적 조류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일본 여성운동의 영
향을 강하게 받았다. 조선 여성운동계는 일본 여성운동계와 실질적 인적 교류
를 하였으며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시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근우회의 주요 인사였던 유영준은 구미 각국의 부인 운동이 조선의 여성
운동에 참고는 될 수 있으나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일본의 부
인운동은 직접, 간접으로 조선의 부인운동에 많은 충동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
기도 하였다.47) 이 시기 여러 매체에는 봉전적인 가부장제의 억압은 물론 급
격한 자본주의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양부인”의 현상황을 분석하고, 연대
를 제안하는 글이 빈번하게 실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여성운동계의 저명 인사가 연이어 조선을 방문하였
고,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여 조선 대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당대 일본 여성운동계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오쿠와 스미이가 조선의
단체의 초청으로 연단에 섰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또한 근우
회가 1927년 조직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도 흥미롭다. 근우회가
성립되기 직전 1920년대 초중반 조선에서는 산발적으로 여성운동이 전개되었
고 각종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조선에서 여성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
하던 무렵 오쿠와 스미이는 조선을 방문해 여성운동 및 여성의 직업 문제에
대해 강연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스미이와 함께 연단에 올랐던 박원희와 유
영준 역시 이후 근우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오쿠와 스미이가 강연에서 다루었던 것, 혹은 방문 관련 인터뷰를 통해서

47) 유영준, ｢몬저 사회제도에 항의함이 당연한 일｣, 매일신보, 1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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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제기했던 주제는 여성운동의 거시적인 방향, 배경 및 경제적 해방의 문
제였다. 특히 오쿠와 스미이 모두 강하게 제기했던 것이 바로 여성의 경제적
해방을 위한 여성의 직업 문제였다. 조선과 일본 여성운동에서 여성의 경제적
해방 문제는 공히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
이가 드러났다. 여성의 경제적 해방은 부인의 직업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으
며, 이는 한편으로는 모성 보호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다. 일본에서
모성 보호 담론에 대한 입장이 크게 히라쓰카를 중심으로 한 입장과 요사노
등의 여권론의 주장으로 나뉘었다. 관련 논쟁은 192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
고 이를 통해 여성의 본질, 여성의 진정한 해방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드러나
기도 했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 모성 보호 문제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했던
박원희는 모성 보호 문제를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엘렌 케이
의 모성 보호 담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히라쓰카, 오쿠 등과 흡사했
으나 그 구체적인 실현에 접근하는 방식도 주체도 달랐다. 박원희는 일본에
비해 더욱 더 가혹한 경제적 상황 및 노동 환경에서 실질적인 노동 조건의 개
선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권리 획득을 추구했던 것이다. 박원희를 비롯하여
조선의 여성운동자들에게 노동 혹은 직업 활동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
었으며 주어진 조건이었고, 이제 문제는 이 속에서 남성들과 동등하게 경쟁하
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데 있었다. 러시아를 모델로 한 모성 보호 제도의 제안
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모성 보호의 의무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국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모성 보호는 국가에 기대나 요구가 아니라,
여성운동의 구체적인 목표이자 강령이 되었다. 이렇듯 박원희를 비롯한 조선
의 여성운동자들은 일본 여성운동계의 영향을 받았던 동시에 식민지라는 제
한된 상황 속에서 여성의 해방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절실하게 고민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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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mon Points and Gap of the Women's Movement in
the Colonial and Imperial Regions
Kim, Do-Kyo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thoughts of the Japanese
women's move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of the 1920s with those of
Japanese women's activists Oku and Smii, who visited Chosun in the
mid-1920s The 1920s were a period of intense women's liberation
movements around the world, and these global trends affected not only
Japan but also colonial Korea. It was also emphasized in Chosun and Japan
that the solidarity of the “Oriental woman” suffered by rapid capitalism
while failing to escape the oppression of the patriarchal system. Against this
backdrop, a Japanese women's activist visited Chosun to give a lecture and
interacted with women's activists in Chosun. The Japanese women's
movement, including Sumii and Oku, was focusing on the suffrage
movement at that time, but the women's movement in Chosun was well
aware of the Japanese women's activists and women's activists who visited
them to see that they could not make such claims. Instead, the problem
that was mainly emphasized in their lectures or interviews was the
economic liberation of women, or the professional activities of women.
As such, the issue of women's economic liberation in the Chosun and
Japanese women's movements was commonly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issue, but the details showed a difference. The economic
liberation of women was directly linked to the job problems of women,
which were also deeply linked to maternal protection. In Japan, positions
on motherhood protection were divided into pros and cons. The former
was mainly claimed by Hiratsuka, and the latter was alleg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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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inists, represented by Yosano. In comparison with them, Park
Won-hee, who was the strongest voice in Chosun on the issue of maternal
protection, approached the issue from a more practical perspective. It was
similar to Hiratsuka and Oku in that they were influenced by Ellen Kay's
maternal protective discourse, but the way they approached the specific
realization was different. Park Won-hee and other women's activists in
Chosun were influenced by the Japanese women's movement, but they
were desperately agonizing over how to approach women's liberation
under the limited framework of colonization.
Key Word : Women's Movement, Colonial Chosun, Imperial Japan, Park

Won-hee, Oku, Sumii, economic liberation of women, matern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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