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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며

한국에 있어서 근대 여성의 출현은 1890년 이후 전통적 가부장제로부터 벗어나서 학교 

교육을 통한 근대 지식과 교양을 익혀가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여성은 이 시기에 

근대를 체험하고, 새로운 소비문화 패턴을 체험하였다. 강점기 조선이라는 기존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조선사회의 근대성에 대한 경험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소비문화는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어간 수세기에 걸쳐 나타난 유럽 문화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근대 여성에 대한 중심 개념은 신여성에 있으며, 전통이나 봉건시대가 아닌 근대의 여성을 

신여성으로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근대 교육 제도의 보급과 교육받은 여성의 증가, 대중매체

를 통한 소비지향 문화의 확산을 불러일으킨 것은 1920년대 이후의 신여성들이었다. 1910년대

의 신여성들이 직접적인 근대 경험을 통해 서구에 대한 선망과 동경 속에서 서구문물을 받아

들였다면, 1920년 이후에는 도시문화를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미디어 소비문화의 영향을 

받아 미디어 소비문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를 수용했던 집단은 여학생과 신여성, 그리고 모던 걸 등으로 불리는 여성들이

었는데, 이러한 신여성들에게 있어서 교육에 대한 열망은 단지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았으며, 

제국 일본으로의 유학1)을 택하는 것도 그들의 열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였다.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702200001)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일본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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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대부분은 1890년대 전후에 태어나서 20대 전후의 나이에 식민지 조선의 공공 영역에서 

활동했다. 대략적으로 1910년에 일본이나 미국, 중국에서 근대 교육을 받고 식민지 조선으로 

돌아와 20년대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있어서 이들 신여성들의 여러 활동과 유학생활을 

살펴보고, 이러한 활동이 여성의 사회 참여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기로 한다.

2. 일제강점기 여성잡지와 신여성 출현

20년대 초 여성 해방을 줄곧 호소했던 여성들의 대부분이 일본유학을 경험한 여성들이었으

며, 이들이 출간한 新女子는 여성해방 운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新女子의 창간은 

이화학당 졸업생들이 주축을 이룬 것이었는데, 적은 독자층과 어려운 출판 조건으로 인해 

5개월 만에 종간되었다. 반면에 新女性은 천도교의 자금을 토대로 주요 구성원들이 문화운

동가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간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新女性은 내용상 같은 계통의 婦人과 別乾坤을 포함하여 약 12년간 간행되었기 때문

에 일제 강점기에는 가장 오랫동안 간행되었던 여성잡지이다.3)

1) 조선인의 일본유학은 1881년 일본의 제도 시찰을 위하여 파견된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이었던 유길준과 
유정수, 윤치호 등이 임무를 마친 뒤, 그대로 일본에 남아서 慶應義塾 등에서 면학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해외유학의 출발점이며, 이를 전후로 하여 청나라, 또는 미국에도 유학생이 
파견되었다. 그 뒤에도 개화와 자강책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에의 유학생 파견이 첨차 늘어갔으
나, 근대를 통하여 일본 유학이 항상 해외 유학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유학이 
본격화하고 제도화된 것은 1900년대부터로, 1903년 말의 한국의 황실특파유학생 50명을 파견하였다. 
1907~8년경에는 관비, 사비를 포함하여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가 확립되고, 점차 식민지 지배
체제가 정비되어 간 시기였고, 이에 대응하는 형태로 유학생의 파견, 수용도 제도화되어 갔다. 여자 
유학생의 경우, 나혜석(1896-1949)은 1913년 일본의 도쿄여자미술학교에서 공부한 최초의 여성화가이
며, 윤심덕(1897-1926)은 1918년 일본 도쿄의 우에노음악학교에서 공부한 최초의 여성 관비유학생이다.

2) 김경일(2016)신여성, 개념과 역사푸른역사, p.19
3) 婦人은 계몽대상과 독자가 구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여성에게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하

려는 취지를 밝히면서 문명사회로 내딛을 수 있는 계몽을 목적으로 신구의 절충, 그리고 배움을 통한 
소양 교육 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서 新女性은 이들의 주요멤버를 여학생과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
에 대해서 새로운 여성상을 꿈꾸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글을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 잡지였다. 그러나 婦人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취미나 실용 생활 등에 관한 기사가 계속적으
로 게재되었다. 그리고 잠시 휴간되었던 기간에도 別乾坤의 지면을 통해서 여성에 관한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新女性과의 계속성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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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잡지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규범 속에서 살아가던 

구여성들은 남성의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는데, 신여성들은 이러한 남존여비 사상에서 탈피하

기 위한 여성해방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여성해방 운동은 기존의 남존여비 사상에서 

벗어나서 남성들처럼 교육을 받고 동일한 권리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성도 남성들과 같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일본이나 미국에서 근대적인 교육을 받고 귀국하여 1900년대 이후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대표적인 여성으로는 하란사, 박에스더, 차미리사 등을 들 수 있다. 1900년대의 근대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교육 기회의 요구, 경제적 독립, 직업과 사회 활동의 필요 등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과는 구분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의 근대 여성과는 연속성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1920년대의 근대 여성이 자유연애와 여성해방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1900년대의 근대 여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20년대의 신여성은 나혜석, 김원주, 김명순, 윤심덕 등으로 대표되는 자유민족주의 계열

과 황신덕, 허정숙, 정칠성, 정종명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계열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남성 지배의 가부장제와 결혼 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통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이룸으로써 여성의 개성 존중과 평등을 보장하는 새로운 문명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에 대해 후자의 경우에는 봉건 가족 제도에 비판과 자유로운 성에 대한 비판은 전자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민족 해방과 새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대의에 헌신하는 존재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3. 신여성 담론과 일본유학

일본을 통한 서구 수용과 일본 문화의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내재하고 있는 전통과 서로 

혼재되어 만들어진 강점기 조선의 근대성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강점기 조선의 신여성들은 남녀평등과 자유결혼, 직업부인 등을 통한 근대적인 것들

을 받아들여 갔지만, 근대가 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상과 자유를 가져다준 것임에 틀림없지

만 동시에 환멸과 좌절을 안겨준 것이기도 하였다. 인습과 전통으로 인한 낙후한 강점기 

조선의 현실에 대한 애착, 그리고 이에 대한 부정이 함께 공존하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복합적

인 상호간의 작용은 신여성들의 자아의식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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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거듭 말하거니와 女子가 賢母良妻를 是認하고 服從하는 동안에는 아모리 하여도 奴隷的地位

를 버서나지 못할 것임니다. 그럿타고 결코 惡妻愚母를 高調하는 것은 아님니다. 그야 누구든지 

惡妻보다는 良妻를, 愚母보다는 賢母를 바랄 것임니다. 그러면 엇지하야 賢母良妻 主義를 反對하

는가 그것은 여긔서 좀 더 仔細하게 말하고 십슴니다.

S씨!

賢母라든지 良妻라는 말은 女子에게 限해서만 쓰는 것이요 男子에게 잇서서 賢父良夫라는말이 

업는 것을 먼저 닷는 것이 조흘 줄 암니다. 그것은 貞操라면 依例히 女子에 限한 말이요 男子에게 

대하야 쓰지 안는 것과 가티 그것은 女子에게 잇서서만 쓰는 말임니다. 여긔서 우리는 第一 疑心하

지 아니하면 안될 것임니다.4)

세상에 남녀의 도덕률(道德律)을 달리하야 가지고 부인에게만 뎡조(貞操)를 강제한 것은 우리 

여성에게 대하야 얼마나 참혹한 일이며 는 얼마나 비극을 만들어 주엇는지 알 수 업슴니다. 

더구나 동양식 도덕에는 그 경향이 더욱 심하야 녜전의 열녀(烈女) 절부(節婦)라고 칭찬밧는 사람

을 모범하라는 것이 한 례사가 되야 가지고 처녀이면 이성(異性)과 말도 하지 말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죽거던 녀승(女僧)과 가티 세상을 피하야 일생을 지내는 것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이 다가튼 형식으로 왼 여성에게 들씨워서 그 형식대로 밟어나가면 뎡조가 구든 

여자라 하고 거기에 족음이라도 어그러지면 행실이 낫분 여자라고 지목하야 바리고 마럿슴니다.5)

이 글의 내용은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교적 인습으로 소위 삼종지도(三從之道)6), 

열녀절부(烈女節婦)7)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글이다. 남성중심 사회의 인습인 여필종부(女

必從夫), 칠거지악(七去之惡), 삼종지도(三從之道), 현모양처(賢母良妻), 열녀절부(烈女節婦) 

등 유교 윤리의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조선시대의 봉건적인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여성은 남성중심의 전통적인 인습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그 당시의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권리운동, 남녀평등에 대한 적극적인 여성해방 운동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정의

되었다. 신여성은 시부모에게 잘 봉양하고 남편에게는 절대 복종하는 현모양처의 입장에서 

자유평등과 자유연애를 외치는 여성상, 즉 여권존중과 여성독립 확립에 앞장서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봉건적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역할

4) 苦笑生(1925.3)｢一書簡 : 賢母良妻主義의 敎育에 關하야｣新女性통권 제14호, p.10
5) 李◌卿(1925.3)｢男子의 貞操를 要求함｣新女性통권 제14호, p.65
6) 전통사회에서 여자가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고, 출가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노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도덕률을 말한다. 즉,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예속적인 지위와 구실을 표시한 규범이다.
7) 열녀절부는 위난을 당하여 목숨으로 정조(貞操)를 지켜왔거나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싸우며 수절(守節)

한 부녀자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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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조되었다.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비롯되는 

어머니, 아내, 며느리와 같은 가족 공동체 관념으로부터 벗어나, 개별적인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독립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여성 담론은 주로 구여성과의 대조를 통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구여성이 이전 시대의 

전통적인 사고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 신여성은 즉흥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에 충실한 것으로 

관념화되어 있었다. 
   

남편이 여보 부인! 요새 이 만발햇다가는데 오늘은 공일이니 구경이나 갑시다! 하면 신녀성

은 얼사조와라고 벌서 이 픠엇세요 에그 한잇흘 동안을 집에만 뭇처잇섯더니.가고말고요 가만

히 개서요 솟을 씻다마텻는데요ー아니 갓다와서씻츨톄여요 구녀성은 녀편네가 구경이 다 

무엇이여요 지금할 일이 태산가튼데요 혼자 가서서 구경하시고 오시지요 정 서운하시거든 이나 

한송이 거다 주시우그려!8)

재래의 녀자들이 얼마나 외양부터도 미욱하게 되엿섯드냐。는 전부가 그러치는 안타하드라

도, 제아모리 총명한 외양을 가지 고 잇든 구시대의 부인일지라도 오늘의 빗나는 녀성에 비하야보

면  거지 반은 데도되지 안음만큼 차이가 잇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구시대의 

여자들의 외모에 낫하나는 총명은 단순한 총명한 긔운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신녀성들의 

외모에 빗나는 총명한 긔운이라는 것은 사람의 빗나는 리지의 가림업는 反影이 라는 말이다.9)

新女子라 함은 舊女子보다 새로운 여자를 말함인지며 새로 우리 극히 됴흔 의미에서 새로운 女子

를 가르킴일 것이다 그러면 오늘 됴션의 新女子가 舊女子보다 새로워졋다 하는 것은 결국 져 

말하면 무엇이겟너냐

새로워지는 데에는 대톄 세가지로 칠 수가 잇슬터이니 우션 모양(外形)으로 새롭는 것이 그 하나일

지요 다음에 졍신으로  다음은 행동으로써 새롭는 것이 그 마즈막일 것이다10)

여성의 총명함에 있어서도 구여성이 구시대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총명함이 있다고 보는데 

반해, 신여성은 외모를 통해 발현되는 현실적 총명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서 신여성은 

외양과 함께, 정신과 행동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트레머리를 한 여자로 

상징되는 신여성은 강점기 조선이라는 근대적인 공간에서의 새로운 풍경이었다. 신여성의 

새로운 외양은 가는 곳마다 주목받게 되었고, 이전과 달리 공적인 영역에 등장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은 그 자체가 진귀한 풍경이었다. 그리고 신여성은 구여성에 비해 멋지고, 상대적

8) 八面鏡(1925.5)｢新女性, 舊女性｣新女性통권 제16호, p.20
9) 金基鎭(1925.6)｢구식녀자와 달른 뎜｣新女性통권 제17호, p.38

10) 起田(1925.9)｢朝鮮女子로 또 한번 覺醒할 鮎｣新女性통권 제19호,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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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월한 집단의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더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11)

다음에는 신여성제3호의 ｢朝鮮 新人 評判記｣에 조선 신여성의 대표적 인물로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인용한다. 

申알베터氏

유시부터 서울잇서 양성(養成)여학교와  리화학당에서 공부를 싸엇고 다음에 어느 미국 녀자

에게 아 영어연구를 싸은 후 二十七세부터 부인셩서학원을 비롯하야 현 태화녀자관지 금년 

十六세에 니르는 동안 二十년의 긴- 세월을 교육에 헌신하야 二十년 이하로가티나젊은부녀(婦女)

의 계발에 성력을 다하야 왓고 그 중에도 지금 그가 주재하는 조선녀자청년회는 재작년 첫봄에 

조직한 것인 바, 

金美里士女史

조선여자교육회장 근화학원장 견서(肩書)로만 보아도 누구에게 뒤러지지 안으리만치 지금 조선

녀자계로서는 그-일흠이 그닥 잠겨잇지 안이한 김미리사녀사를 차저보자 아려보자 그 일흠이 

누구라고 하는 거와갓치 그 인물이 상당하다 오늘날의 조선녀자로서는 그만한 인격과 그만한 

상식을 가진 이가 별로 업다해도 가할 듯하다

鄭鍾鳴氏

민족운동이 문화운동으로 변하고 문화운동이 사회운동으로 그 살픔에 조션에는 돌개바람이 네집

풀어기 오르듯키 가지각색의 사람의 일흠이 올낫다. 거긔에는 남자가 잇고 여자가 잇으며 

민죡주의자가 잇고 개혁주의자가 있다. 여긔에 말하는 鄭鍾鳴氏도 이 살품에 올은 만흔 사람 

중의 하나이다. 金美里士, 申알베터 가튼 이를 文化運動 축의 女性이라 하면 鄭氏가튼 이는 社會運

動 축의 女性이라 하겠다.    

金弼禮氏

지금 사립뎡신여학교의 교무주임이심니다. 지금으로부터 설흔세해 전에 황해도 송화(松禾)에서 

세상구경을 처음 나오신 분인데 뎡신녀학교의 뎨일회 졸업생이심니다. 그리고 동경에 건너가서서 

팔구년 동안이나 계시다가 동경녀자학원의 졸업을 하시고 도라오시여서는 모교되는 뎡신학교의 

선생님으로 얼마동안 계시다가 스물여덟이 되셧쓸 에 서울 남대문밧 세부란쓰의 학교에서 첫째

로 우수한 졸업을 하신 최영욱(崔永旭)씨와 결혼을 하시엿슴니다.12)

여기에서 신알베트, 김미리사, 정종명, 김필례 등을 조선 신여성의 대표적 인물로서 소개하

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신여성을 화두로 삼은 잡지이기 때문에 

신여성이 기사 대상이나 주요 필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1년쯤 후에는 ｢新女性 人物評｣을 통해서 이들 신여성에 대한 신랄하게 비판하는 

11) 연구공간<수유+너머>근대매체연구팀(2005)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신여성한계레신문사, pp.107-109
12) w生(1924.2)｢朝鮮 新人 評判記 : 現下朝鮮女子界의 누구누구｣新女性통권 제3호, pp.18-24



일제강점기 신여성과 일본유학에 관한 고찰 ···········································································이경규  229

글도 등장한다.

생각건대, 金明淳氏는 임의 過去의 女性이다. 金氏 自身에게 對하야 압흐로 무슨 期待가 잇다는니 

보다는 지금 各 女學校에 在學中인 또는 獨學勉勵하는 어린 女性에게 期待가 잇다. 金氏는 인제 

해바라기이 러지듯이 시드를 것이다. 생각하면 그는 不幸한 女性의 하나이다. 情熱도 업고 

더나아갈 힘도 업고 풀이 죽엇다. 내가 쓴 이 글이 도로혀 거짓말이 되야서 압흐로의 그가 

정말 眞正한 意味에 잇서 活躍하는 날이 있다 할 것이면 그 때에는 나는 즐거히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謝罪하겟다. 흐로 이 글은 결단코 惡意에서 출발되야서 쓴 것이 아님을 明言하야둔다.13)

요컨대 一言으로 그의 印象을 말해버리면 미워할 수는 업는 人物이다. 金明淳 金元周 兩氏가다- 

이미 부러진 六十을 지나서게 되얏다. 다른 나라에 比해서 말하면 두 분이 다- 지금이 한참 活動期

이겟지만 流浪이 거치른 朝鮮社會의 빨으기 限업는 送舊迎新으로 말미암아 휘돌 어가는 물결에 

싸히여서 보히지안는 곳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생각할  不幸한 女性中에도 더 한층 不幸한 朝鮮

의 女性된 兩氏를 민망히 생각하야 마지안는다. 多幸히 그에게 將來의 餘生이나 波瀾이 업기를 

바란다.14)

이는 신여성의 대표주자인 김명순과 김원주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라기보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전통적인 인습을 타파하는데 있어서 선구자로서의 역할과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봉건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도전과 비판을 통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신여성 운동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보게들 신녀자문뎨가 낫스니말이지 내야말로 腰折할만한 엄청난 이약이를 하나들엇네자- 떠들

지말고 이말부터드러----市內엇던녀학교녀선생○○○는 얼마전 바로 일본가등내각(加藤内閣)이 

조직된지 그이튼날 자긔가가르키는 학생들을 모아노코 훈시비슷하게 일장 이약 이를하는데 첫재 

하는말이 우리녀자도 남자만못하지안타 일본만해도발서 여자총리 대신이 낫단말이야 여자총리

대신! 가-도-고-(加藤子)라는이가 총리대신이 되얏단말이야 ｢子｣字 부튼 것은 다- 여자로만아는 

그常識이야말로 굉장한생각이지
<중략>

여보게들 조선신녀자란 도대체고 멧사람 밧게 업담 김명순이니 김원주니 라헤석이니 김미리사니 

졍종명이니 신알베트니 박원희니 윤심덕이니 한긔주니―하는 그네들 밧게 업단말이야 글을 쓴다

13) 金基鎭(1924.11)｢金明淳氏에 對한 公開狀｣新女性통권 제10호, p.50
14) 김기진(1924.11)｢金元周氏에 對한 公開狀｣新女性통권 제10호,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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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그 멧사람 말을 한다해도 그 멧사람 교육을 한다해도 그 멧사람 음악을 한다해도 그 멧사람 

사상운동도 그 멧사람―원 조선녀자게의 무어라 무어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밧게는 업데그려 

신문에 오르내리기도 그네, 잡지에 오르내리기도 그네 공개장도 그네 더군다나 신녀성 잡지는 

달마다 고 멧사람을 가지고 우려이 먹데그려 신문에 오르내리기도 그네, 잡지에 오르내리기도 

그네, 공개장도 그네 더군다나 신녀성 잡지는 달마다고 멧사람을 가지고 우려먹데그려 론문도 

고 사람 감상문도 고 사람 아마 조선 안 여자는 고 멧사람인가봐15)

신여성이라는 용어는 1920년대부터 도회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통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위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김명순, 김원주, 나혜석, 김미리사, 정종명, 신알베트, 박원희, 윤심덕 등은 각각 작가나 

서양화가, 여성운동가, 성악가, 배우, 교육자 등으로 새로운 학문 운동과 여성운동을 선도한 

여성들이다. 이들은 봉건적인 가족제도와 결혼제도의 구습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개혁과 개조를 이룸으로써, 자유연애와 여성해방을 외치며 여성의 개성과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사회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비록 서구의 근대적 이념이 영향을 미쳤으나, 이들은 일제 강점기 현실 속에서 전통과 

구습을 타파하고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외치면서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이었다.16) 강점기 조선의 여성에게 서구와 일본은 이들이 가장 닮고 

싶은 타자였다. 근대화의 물결을 경험한 이들 신여성들은 자신들이 처해있는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서 벗어나서 희망이 있는 서구의 근대 세계로 옮겨가고자 했다.

고대광실 놉흔 집에서 피아노 치고 남편에게 귀염밧고 남편이 버러다주는 돈으로써 향락함이 

녀성의 타고난 불가피의 생활현상으로 아는 녀성이 아즉도 우리 조선에는 만히 잇슴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 녀성이 한 남자의 노리개로써 팔리 는 것에서 지나지 안는 크다란 모욕적 인식착오인 

동시에 우리 여러 녀성은 이러한 시대지한 관렴의 잘못을 오늘부터 맑게 청산해야만 될 것임니다. 

이러한 인식착오는 녀성을 한 개 무능한 인형을 만드러놋는 동시에 우리 압헤 찬연히 빗날 녀성 

역사를 말살식히는 무뢰한에서 지내지 안는 것이니 우리는 결혼 후로 남자와 동등한 경제권을 

가지는 동시에 가정에 잇서서나 온전한 인격자로써 활동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길읍시다.17)

위의 김원주(김일엽)의 글에서도 남성중심적 봉건사회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개성이 존중되

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직접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여 

15) 朴돌이(1924.12)｢新女子 問題 大夜話會｣新女性통권 제11호, p.45
16) 김경일(2004)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역사, p.48
17) 金一葉(1933.3)｢學窓을 나는 女性에게 : 다섯 가지 산 교훈을 졔공한다｣新女性통권 제57호,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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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인격체로써 활동하려는 주체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빈번한 미국류학 

근래 조선에서 남녀를 물론하고 구미류학이라면 문득 미국류학을 련샹할만큼 외국에 류학 간다는 

것 대부분은 미국으로 향하게된다 그것은 미국의 경제적 상태가 다른나라보다 공부하야 학비변통

상 편리한 점이 잇는 것과 는 종교적으로 특별한 관게 선교사업으로하야 만흔 펴늬를 보아주는 

닭으로이다.

그런데 이번 녀름에도 여자로서 네분이나 미국류학을 가게되섯다 한다. 한분은 배화녀학교의 

朴仁德녀사, 그 외에 리화학교의 윤성덕양, 리화학당 출신의 리인애양, 숙명녀학교 출신의 宋金旋

양이라는데 네 분이 다 각기 재분과 취미를 라 선진국의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도라오느냐에

는 역시 조선녀자에 만장의 색광이 잇어야만 할 것이다. 원컨대 네 분의 전도에 희망이 만흐며 

조선의 장래를 위하야 일함이 만히 잇기나 마란다.18)

처음의 瑞典留學 

조선서는 남녀를 물른하고 아직 瑞典으로 류학갓다는 소리를 듯지 못하엿더니 희한하게도 경긔도 

儷州 출생으로 나히 二十二 세 된 崔英淑이 오랫동안 중국에서 공부하다가 작년에 그곳 南京에 

잇는 회문녀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하리빈(哈爾賓)으로 해서 아라사를 지나 멀니 구라파 북에 

잇는 서전나라로 사회과학을 연구하러 갓다는데 양은 원래부터 엄격한 가정에서 커나가지고도 

모든 장해와 모든 고생과 닷오아가뎌 오늘 을 이루게 되엇다 한다。녀자라고 반드시 약하란 

법이 어대잇스랴。양의 성공은 반드시 머지안흔 장래에 잇슬 것이다。19)

일본의 근대 도시문화의 유입으로 메트로폴리스 지향의식이 퍼져 일본과 일본문화를 동경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유학생들의 유학인식도 다양하게 나타났다.20) 일제 강점기 초기에는 

이전 시기의 근대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일본 유학생들의 

활동을 통해서 일본에서 받아들인 근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역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점기 조선에 이입된 근대는 전통적 일본이 

아닌 서구식 근대 일본이었다.
1920년대 조선의 많은 신여성들이 일본 유학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신여성 운동 역시 

조선의 신여성 운동에 끼친 영향은 상당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신여성 운동에 경제적으로 

상류층의 여성이 참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신여성 운동도 일본에 유학한 소수의 엘리트 

여성그룹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1) 그리고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18) 편집부(1926.8)｢女性界 消息｣新女性통권 제29호, p.58
19) 편집부(1926.9)｢女性界 消息｣新女性통권 제30호, pp.61-62
20) 박선미(2007)근대 여성, 제국을 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창비,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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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성들의 해외유학은 일본유학에 머물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확산되었다.

4. 마치며

신여성의 본격적인 등장은 1920년대 이후에 김명순, 김원주, 나혜석 등의 일본 유학파가 

식민지 조선으로 돌아와 활동을 시작하고, 이들이 대중 잡지를 통해 여성들에 대한 근대 

적인 의식을 고취시킨 결과에서 시작되었다. 192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신여성 담론은 

여성잡지를 통해 일반에 소개되었는데, 대표적인 잡지는 新女性이었다. 당시 신여성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학교를 통해서 근대적인 교육을 받은 여성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

고, 조선의 개화기에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일제 강점기에 귀국하면서 전통적인 구여성과 

대립되는 표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제도교육과 신교육을 받은 여성, 민족해방과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성들, 이러한 여성들이 모두 개개의 맥락에서 보면 신여성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남성중심 사회의 인습인 여필종부(女必從夫), 칠거지악(七

去之惡), 삼종지도(三從之道), 현모양처(賢母良妻), 열녀절부(烈女節婦) 등 유교 윤리의 틀 안

에 갇혀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조선시대의 봉건적인 사고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남녀평등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성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신여성들은 봉건

적인 인습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그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여권운동,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해

방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신여성은 시부모에게 잘 봉양하고 남편에게는 절대 복종하는 현모양처의 입장에서 자유평

등과 자유연애를 주장하는 여성상, 즉 여권존중과 여성독립을 호소하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담론으로 펼쳐졌다. 따라서 이전의 봉건적인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사회적인 역할도 

강조되었다.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 어머니, 
아내, 며느리 등의 가족 공동체적인 전통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개별적인 주체와의 관계 속에

서 서로 독립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찾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신여성에 대한 대부분의 담론은 주로 구여성과의 대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여성이 

이전 시대의 전통적인 규범적 사고방식에 충실한 반면, 신여성은 즉흥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근대적인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번민했던 신여성은 내적인 

21) 인용문에 등장하는 박인덕과 송금선, 최영숙 등은 유학 후 여성운동가와 교육자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윤성덕
도 한국 최초의 여류 성악가 윤심덕의 여동생이며 서양음악을 공부한 신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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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외형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것에도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였다. 

자본주의 상품경제가 강점기 조선에 도입되어 특정 상품의 소비와 함께 스스로를 차별화하고 

쾌락을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신여성은 새롭게 나타난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향유자였다.
신여성은 구여성에 비해 멋지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집단의 위치에 존재했기 때문에 더욱 

더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들 신여성은 구여성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와 

그러한 세계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 신여성들은 남성중심적 봉건사회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여성의 개성이 존중되고 남녀가 평등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직접 경제적인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온전한 인격체로써 활동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주체

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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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일제강점기 신여성과 일본유학에 관한 고찰

이경규
  
일제 강점기 초기에는 이전 시기에 있었던 근대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일본 유학생들의 

활동을 통해서 일본에서 받아들인 근대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역시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점기 조선에 이입된 근대는 전통적 일본이 아닌 서구식 근대 일본이었다.

1920년대 조선의 많은 신여성들이 일본 유학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신여성 운동 역시 조선의 신여성 운동에 
끼친 영향은 상당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신여성 운동에 경제적으로 상류층 여성이 참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신여성 운동도 일본에 유학한 소수의 엘리트 여성그룹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신여성들의 해외유학은 일본유학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서구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들 신여성들은 봉건적인 구습을 과감히 타파하고 그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여권신장 운동,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해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으로 정의되었다. 신여성은 시부모에게 잘 봉양하고 남편에게는 절대 복종하는 
현모양처의 입장에서 자유평등과 자유연애를 주장하는 여성상, 즉 여권존중과 여성독립 등을 외치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전의 봉건적인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사회적인 역할도 강조되었다.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어머니, 아내, 며느리와 같은 가족 공동체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독립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The Sociocultural Impacts of New Women’s Experiences of Modern Japan as

Overseas Students on Colonial Korea

Lee, Gyeong-Gyu

Korea in the early colonial period first came to experience Japan’s modernity thanks to the socioculturally vigorous activities 
of those previously educated in Japan who, while studying there, had then been influenced considerably by Japan’s yearning 
and envy for modernist movement that started to emerge from Europe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However, 
given such a situation that Japan was also quite busy adopting in a passive manner a plethora of Western/European culture 
and values, the modernity infused into colonial Korea turned out to be that of westernized modern Japan, not of the traditional 
one.   

Considering that a majority of the Korean New Women (Sin yŏsŏng) in the 1920s experienced studying abroad in Japan, 
the New Women’s movement in Japan must have made an considerable impact on the equivalent one in colonial Korea. It 
can thus be assumed that a select group of elite women educated in Japan played a leading role in colonial Korea’s New Women’s 
movement, just as active participants in Japan’s New Women’s movement consisted mainly of women of the upper and upper-middle 
classes. And with the passing of time did the New Women’s preferred study-abroad destinations become gradually – though 
very occasionally – expanded into Wester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some in Europe, away from Japan as 
the hitherto all-time popular destination for them to study abroad. 

The “New Women” in this period were defined as those willing to challenge feudalistic, male-dominated traditions and customs 
of the past, thereby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aimed at promoting women’s rights demanded 
by the then society and gender equality. And this new definition of women enabled the discourse on a newer concept or image 
of women to emerge naturally in this period, that is, the image of those who admirably uphold freedom, equality and free 
love into which it developed from that of traditional hyonmoyangcho (wise mother and good wife) socially demanded to look 
after her in-laws and continue to stay subservient to her husband. It was therefore a newer social role that became more and 
more stressed to women in this new period, completely different in character from that socioculturally demanded to them in 
the previous “old and traditional” period. Which also means that they began to identify themselves individually as an independent 
entity formed in multifarious day-to-day relationships with other similar entities, away from the idea of them perceived collectively 
as part of the family-centered “depdendent” traditional relationships they formed with the male as mothers, wives and daughter- 
in-la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