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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운동 시기 중국의 여성 운동
: 참정운동과 교육평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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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919년 5월4일 중국지식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문화운동은 중국의 근대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
는다. 5.4 운동과 중국 여성 운동과의 관계를 연구 하려면 먼저 5. 4 시기의 신문화 운동 일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글은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우선 언급했다. 본 연구의 중점은 5.4운동 시기에
주요한 사회변화세력으로 등장한 여학생, 여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은 어떠한 계기와 과정을
거쳐서 5.4운동에 접근해 갔으며 5.4운동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어떠한 활동력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점을 추적,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참정권 쟁취와 교육평등을 위한
여성들의 조직화에 주목하였다. 여성들이 참정권획득을 위하여 시위, 개혁, 연합, 투쟁함으로서 오래
고 질긴 남성 지배 사회에서 여성 정치 대표자가 출현하게 되는 과정도 여러 자료들을 섭렵하여 정리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세계 여성 운동의 일반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중국 여성 운동사의 발전에서도
나타나는 여성의 평등 교육권 쟁취 문제를 다루었다. 중국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려고 투쟁하는 과정을 상술했다. 총괄하면, 5.4 운동 시기 중국여성운동은 분야별 다양한 활동
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발휘 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5.4 운동 시기 중국여성운동이 이
루어낸 가장 커다란 업적은 여성을 조직화, 체계화 하였다는 점이다. 여성단체들은 조직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의 기본이 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 투쟁하였다. 그 대표적 조직으로는 창사 여
계연합회, 뻬이징 여계연합회, 뻬이징 여자참정 협진회, 뻬이징 여권운동동맹회를 비롯하여 12개 여성
단체이다. 이들 단체는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시위, 청원, 심의, 언론게재 등의 다각적인 활약을 통해
법규채택을 이루어내었으며 또한 여성 성 의원, 현 의원을 다수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북
양정부로 하여금 평등교육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대학교에 최초의 여학생들을 입학시키게 했으며, 고
등교육기관에도 여학교설립을 추진하여 중국사회에 남녀동등교육을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셋째, 봉건유교제도 및 관습에서 새로운 가치규범으로의 신생활을 촉구하게 하였다. 그러
나 이후 중국공산당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여성 운동 역시 여성노동 해방에 초점을 둠으로서 민주주
의나 자유주의와는 점차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주제어 : 5. 4 운동, 신문화 운동, 여성 운동, 부녀연합회, 여성 교육 평등권, 여성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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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중국은 신해혁명(1911년)을 통해 입헌군주제가 시작되었으나 사회 각 분야에서는 무질서와 혼
돈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민주주의의 맹아기와 더불어 1919년 5월 운동을 맞이하게 된다. 흔히 문
화혁명이라 불리는 이 운동은 1919년 5월 4일 중국지식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문화운동으로서
중국의 근대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제1차대전시기(1914-1918) 전승국들이 베르사이유 강화
조약에서 독일이 지배한 산동반도를 일본에 귀속한다는 결정에 대한 중국이 받은 치욕에 대해 뻬
이징대 학생들이 주동한 운동이며 중국전역에서 군벌의 확산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저항으로 시작
된 것이었다. 1919년 5월 4일 수 천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으며 국민적 각성과 민
족생존을 외쳤다. 이 기간에 중국여성들은 지식인, 여학생,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
에서 지금까지 억압받아왔던 불평등한 문화적 구습으로 부터의 탈출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5.4운동 시기에 주요한 사회변화세력으로 등장한 여학생, 여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은 어떠한 계기와 과정을 거쳐서 5.4운동에 접근해 갔으며 5.4운동의 흐름에 동참하면서 어떠
한 활동력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점을 추적,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는 참정권 쟁취(정치참여)와 교육평등(사회참여)을 위한 여성들의 조직화에 주목하였다. 여성들
은 참정권획득을 위하여 연합 투쟁한 결과 남성과 동등하게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인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획득하여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가치와 자유를 얻게 된다. 또한 여성들은 교육평등을 얻
기 위하여 연합, 기고, 시위, 토론, 강연회조직, 신지식인 규합, 언론 여론 동원에 여성의 힘을 조직
화하여 대학교육과 중학교육에 여성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서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을 가져오게 된다. 중국여성연구에 관한 선행연구1)로서는 중화전국부녀연합회에서 발간한 ‘중국
부녀운동사’가 있다. 이는 중국여성전반에 관한 저서로 포괄적 여성운동을 이해할 수 있으나 5.4
운동 시기에 관해서 전체흐름을 다루고 있음으로 여성운동의 정치적, 민주적 측면을 간과 하고 있
다. 이외에 조수성과 장공자의 연구가 있으나 사회적인 측면의 개방화와 정치참여 교육 사회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5.4 운동시기의 여성운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에 談社英의 통
쓰(通史)에 역점을 둔 ‘중국부녀운동通史’와 사료들을 통해 5.4시기 여성들의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글을 접할 기회가 있게 되고 당시 여성단체의 짱청(章程) 등을 읽으면서 한국정치학회에서 발표한
기존의「‘5.4 운동 시기 중국여성운동 」을, 정치참여와 교육 참여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고
자 하는 지적 호기심이 생겼다.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시민권인 선거권, 피선거권을
중국 여성이 쟁취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과 운동을 거쳐 여성참정권이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1) 中華全國婦女聯合會, 『中國婦女運動史』, 1989, 春秋出版社 ; 조수성, 1993, “중국여성의 정치․사회참여
연구”, 『중국연구』14집, 서울 :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장공자, 1996, “중국여성의 사회․정치적 역할”,
『한국동북아 논총 제 1집』; 하영애, 2004, “5․4시기 중국여성운동”,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
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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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5.4운동이 추구하고 목표로 했던 민주, 과학 외에 평등과 자유에 주목하고자한다.
봉건적이고 전통적인 3종4덕, 전족, 열녀, 정절의 관습과 속박에서 여성도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갈구하며 하나의 인격체로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던 5.4 운동시기의 여성운동은 평등과 자
유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연구할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의 망라 시기는 5. 4운동의 시기명명과는 관계없이 신해혁명이후에서 1923년 까지를 연
구의 범위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법을 중심으로 하고 부분적인 인터뷰를 포함하였다.

Ⅱ. 5.4 운동의 사회적 역사적 의의와 여성운동의 참여
1. 중국사회의 경제, 사회계층의 변화
중화민국의 수립으로 정치체제가 바뀌고 사회계층도 달라졌다. 원래 전통중국사회는 지배계층
은 구 신사 층과 지주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지배세력은 점차 약화되고 신교육을 받은 사람
들이 강화되었다. 신해혁명 후 학교 교육이 늘고 학생들이 증가하였는데 1912년 난징임시정부가
반포한 ‘보충교육 임시 시행법’에 따르면 대체로 5․4 직전까지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1천
만 명, 중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학의 경우에는 1912년에
전문학교 이상의 학교 수가 115개였으며 대학생은 약 4만 명 이었다. 1913-1918년까지 대학교는
86개교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고 여기에 유학생이 포함되어 신 지식인층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전통중국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새로운 길로 사회를 이끌고자 하였다. 또한
당시에 입헌에 의한 민주공화정이 실시됨으로서 중국에 민족자본으로의 공업발전에 유리한 바탕
을 마련해 주었고 따라서 경제적으로 중․경공업이 발달하고 특히 경공업분야에서 크게 발전하
였다.

2. 여성운동과 신문화 신지식인의 사상적 영향
신지식인들은 당시 공자사상의 존경과 복고의 현상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새로운 길을 모
색하고자 하였으며 신해혁명이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봉건적인 구 문화에 대하
여 공격을 가하는 신문화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천뚜셔우(陳獨秀), 후스(胡
適), 차이위엔페이(蔡元培) 등 을 들 수 있다
1915년 9월 천뚜셔우는 「청년잡지」를 창간하였으며 1916년부터 이 잡지를「신청년」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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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바꾸었으며, 특히 1917년에 뻬이징 대학 교수로 위촉된 뒤에 뻬이징의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결합되어 반봉건적인 신문화운동이 전개되었다. 신청년은 대중들로부터 환영받아 독자가 대폭 증
가하였고,2) 신문화운동의 주요내용은 民主主義(德先生, Democracy)와 科學(賽先生, Science)이었
다. 민주주의란 전제를 반대하고 구 예교, 구 도덕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즉 공자타도를 제창하며
서양식 사회국가의 이론을 수입하여 평등 인권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구 예교 구 도덕과는 양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과학이란 구호는 미신을 타파하는 것으로 자연과학의 지식을 전파하
여 사상, 철학, 세계관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3)고 주장하였고 신청년은 다른 잡지와 마
찬가지로 이 분야의 문장을 많이 게재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인으로 하여금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
는 과학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고 진취적인 과학정신을 갖게 하였다4) 천뚜셔우는 민주와 과학의
상호보충과 상호발전을 중요시 하였고 과학사상이 없으면 민주공화국 제도도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당시 문학혁명은 신문화운동의 중요한 하나가 되었는데 문어체인 구 문학
의 형식을 타파하여 구어체의 빠이화원(白話文) 형식으로 문장을 쓰자는 것이었다. 이를 제창한
사람이 후스였으며,5) 여성들 또한 당시 후스의 문학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신문학운
동의 백화문쓰기는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1918년부터 전문을 백화문으로 기고해야만
신청년에 글이 실렸으며, 루쉰(魯訊)도 백화문으로 「狂人日記」를 발표했다.
특히 이 당시 차이위엔페이(蔡元培)의 사상은 천뚜셔우, 후스와 더불어 중국의 신문화운동과 여
성들의 자아의식 발견과 사상계몽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차이위엔페이는 학술
자유를 중요시 하는 쩐더어회이(進德會)를 조직하였는데 1918년 6월 창립대회 까지 이 쩐더어회이
에 입회한 자가 교수 70여명, 직원 90여명, 학생이 300여명에 달했다. 이 숫자는 교직원의 반 이상
이 참가한 것으로 이 조직은 뻬이징 대학 교직원의 도덕수준을 높혀 주었다6). 또한 옌푸(嚴復)는
서구사상을 중국사회에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국부
론』(An E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 스펜서(Herbert Spenser
)의 『군학이언』(사회학 The Study of Sociology),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 (On

Liberty) 등을 번역하였는데 중국에 광범위하게 읽혔다. 또한 왕꿔어웨이(王國維) 에 의하여 칸트
(Immanuel Kant), 쇼펜하워(Arthur Schopenhauer), 니체(F. W. Nietzsche)의 철학도 중국에 전하
2) 「靑年雜誌」는 처음에 증정 교환본을 포함하여 매기 1,000부에 불과하였으나 1917년 이후「新靑年」으
로 제호도 바뀌고 독자가 증폭하여 1만5-6천 부를 발행하였다. 『五四時期期刊介紹』, 第1集, 上冊, 三聯
書店. p.37. 재인용.
3) 유장근, “5․4운동과 신중국의 모색” http://www.kyungnam.ac.kr/yujang/kndae/kndae6.htm검색일 : 2006.
10. 27.
4) 신승하, 1992, 『중국현대사』,서울 : 대명출판사, p.128.
5)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서 박사과정에 유학중이던 후스는 1917년 1월「新靑年」 에 “文學改良芻義”를 발표
하여 빠이화원(白話文)으로 문어체를 대체하자고 주장하였다 . 빠이화원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에
서도 같은 견해를 볼 수 있다. 중국사연구회 편저, 1985, 『중국혁명의 전개과정』, 서울: 거름, p.82.
6) 신승하, 1992, 『중국현대사』, p. 135.

5.4 운동 시기 중국의 여성 운동 269

여져 서양의 여러 사상이 소개되었다

7)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신지식인을 중심

으로 한 신사고와 계몽사상은 중국사회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 중에서도 5.4운동시기에
여학생, 여성단체의 간부들, 여성지식인들이 민주, 평등, 참정, 인권의 기치와 목적을 가지고 여성
운동을 실천에 옮기는데 큰 지침이 되었다.

3. 5.4 시기 국제사회의 상황과 중국의 영향
신해혁명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1912년부터 10여 년 간은 경제와 사회, 사상부문에서도 갈
등과 더불어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창조의 시기였다. 하지만 나라 세우기 과정은 대단히 어려웠다.
혁명주체들은 무력적 뒷받침이 없었던 탓에 결국 군벌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여 총
통이 된 웬스카이(袁世凱)는 그나마 1차 세계대전 초기에는 중립을 지켰으나, 그의 사후 군벌들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는 형편없었다. 국내 권력 투쟁에는 능했으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해선 아
주 깜깜했다.
이런 상황에서 1917년 1월31일에 독일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3국과는 참전문제를 협의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위시한 중립국 정부에 대하여 무제한 잠수함 정책을 실시한다고 선포하였다.
중국은 참전에 관해 찬성 반대의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참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직접
유럽 전쟁에 참가한 것은 아니었고, 협상국에 대하여 다량의 식량을 지원했고, 프랑스에 군사조사
단을 파견 하였다. 중국은 참전 선포 전에 유럽과 중동지역에 화꽁 (華工-중국노동자) 약 17만 명
을 파견 한 바 있으며, 당시 뚜안치레이(段棋瑞) 정부는 독일에 선전 포고한 후 여러 가지 이름으
로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와 참전군을 조직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이런 정황 끝에 발생한 그래서 5.4운동의 도화선이 된 일본의 산동문제귀속과 파리강화회의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서원차관 산동문제
일본은 중국에 강권을 발동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폈다가 중국인들의 강한 반발을 받았기 때문
에 寺內正穀 내각이 들어선 다음 친선정책을 펴면서 일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제적으로
일본세력을 확장하려하였다. 따라서 일본차관을 통하여 중국의 내정개혁과 산업개발을 지도하여
경제 자급권을 형성하려고 하였으며 그리하여 일본은 1917년부터 1918년 2년 사이에 3.8억여 원을
중국에 차관해 주었는데 이를 서원차관이라고 한다. 당시 “寺內正穀 내각이 중국에 준 차관은 이
전보다 3배 많았지만 일본의 권리는 21개조의 10배에 달한다”

8)

는 말과 같이 대단했으며, 이문제

가 바로 5․4운동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강력한 문제를 제기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7) 신승하, 1992, 『중국현대사』, pp. 129-131.
8) 신승하, 1992, 『중국현대사』,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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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소련의 볼세비키 혁명은 중국인에게 변화와 희망을 주었다. 중국사회에 마르크스주의
의 혁명이 긍정적으로 소개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사연구회는 『중국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다음
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신문화운동 후기에는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이론으로부터 실천으로
의 급격한 이동이 일어났다. 1917년 혁명으로 신문화운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인테리겐차의 자
유주의 사상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 생디칼리스트 등이 나타
났으며 이들은 1919년부터 일제히 활동을 시작하였다”9) 러시아 혁명이 중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이렇듯 크다.

-파리강화회의
1918년 11월 11일 협상국과 독일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여 세계대전은 끝나고 협상국은 이듬해인
1919년 1월에 파리에서 전후문제를 토론하게 되었다. 뻬이징 정부는 리우쩡샹(陸徵祥)등을 대표로
파견했다. 파리평화회의는 세계의 식민지와 종속국을 재분할하는 회의였으나 중국에게는 아무런
배려도 없었다. 그러나 뻬이징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들은 회의석상에서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했
다. 따라서 당시 유럽에 유학하고 있던 중국학생들은 중국대표단을 욱박 질러, 다음 7개항의 요구
조건을 내도록 했다. ① 중국 내 제국주의 각국의 세력범위 철폐, ② 외국군과 경찰의 철수, ③ 외
국의 우편국 및 유선․무선전신기관의 폐지, ④ 영사재판권 폐지, ⑤ 조차지의 반환, ⑥ 조계의 반
환, ⑦ 관세의 자주권 확립, 또한 21개조를 폐지하고 산동을 완전히 중국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파리평화조약(베르사이유 조약)에서 중국관련 중요한 조항은 제156조부터 제158조 인데 156조
는 이렇게 명기 되어 있다. “독일은 1898년 3월 6일에 중국과 체결한 조약 및 산동성에 관한 기타
의 문서에 기인하여 획득한 모든 권리, 소유권, 특권 특히 쟈오저우(膠州)의 영토, 철도, 광산 및
해저전선을 포기하고 일본에 양도한다. 칭따오(靑島)에서 지난(濟南)에 이르는 철도에 대한 일체
의 독일의 권리는 쯔시엔(支線)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 즉 정거장, 공장, 고정된 또는 이것에 부수
하는 모든 권리 및 특권을 포함하여 모두 일본이 획득하고 앞으로 일본의 소유로 한다. 칭따오에
서 상하이에 이르는, 또 칭따오에서 옌타이(煙台)에 이르는 독일의 국유해저전선은 이것에 부수한
권리와 특권을 포함하여 일본이 획득하여 앞으로 그의 소유로 하고 각항의 부담은 모두 무상으로
한다.” 또한 제157조10)에는 이 모든 것을 3개월 안에 일본으로 귀속시키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규정함으로서 중국의 주권이 파리회의에서 철저히 무시당한다.
4월 말 파리회의의 결과가 국내에 전해지자, 곧 전 국민의 격렬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우선
9) 중국사연구회 편저, 1985, 『중국혁명의 전개과정』, 서울: 거름, p.91.
10) 제157조에는 “교주의 영토 내의 독일국유의 동산 및 부동산, 독일이 이 영토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
용을 부담한 신규의 공사 내지 보수공사에 의해 얻은 모든 권리는 일본이 획득하여 앞으로 그의 소유로
하고 각항의 부담은 모두 무법 또는 기타 각종 공문서, 등기서류, 지도, 증권 및 각종 문서를 그 소재지의
여하에 불문하고 본 조약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으로 옮겨야 한다. 동기간 내에 독일은 이상 2
조에서 지정된 각항의 권리, 소유권 또는 특권에 관한 모든 조약, 계약 내지 거래를 일본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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뻬이징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과 전문학교의 학생들이 토론 끝에 하나같이 제국주의의 중국침
략과 한간국적(漢奸國賊)의 매국행위에 반대했다. 5월 4일 뻬이징의 학생 3천 명 이상이 톈안먼
(天安門)광장에 모여 시위를 일으켰다. 시위대중은 “중국은 중국인의 중국이다”, “산동의 권리를
회수하라”, “21개조를 폐기하라”, “파리평화조약의 조인을 거부하라”, “매국노를 처벌하라” 등의
슬로건을 외쳤다.11)
실로 5.4 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거대했고 복합적 이었다12). 5.4 운동은 시간적으로 볼 때 결코
길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원한 것이었다. 신사상은 세차게 물결치는 군
중운동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으며 사회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
쳤다.13) 5.4운동은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운동을 주창하는 애국운동으로써 반 군벌, 반제국주의 운
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 운동을 기회로 지식인을 포함한 각 계층이 각성하였으며 전국의 학생
을 연합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전통적인 가족제도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은 여성들에게 가정에
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국가사회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게 하였다.

14)

5․4운동은 청년 인텔리겐차

의 산만한 운동을 조직화하고, 문화운동을 정치운동으로 끌어올리고, 반식민지의 청년 인텔리겐차
에게 혁명적 비약의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여성들에게는 민주정치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획득을
위하여 수많은 여학생과 여성들이 조직을 형성하고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정치참여를 하게 한 계
기도 되었다.

Ⅲ. 여성의 정치참여와 민주의 체험
1. 여성단체의 참정권 쟁취운동
5.4운동 시기 중국에서 참정권획득의 배경은 서구여성운동과 외국에서 유학한 신지식인들의 영
향, 그리고 당시 지방군벌이 자신의 권한을 보호하기위하여 성자치, 연성자치를 추구하면서 시작
했다고 하겠다. 5.4신문화운동은 ‘민주’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즉 ‘진정한 민주는 남자가 행사하는
민권민주정치가 아니고 인민전체가 행사하는 민권민주의 정치이다. 인민전체란 남녀양성을 포함
한다’. 리따(李達)는 주장하기를 ‘현재의 여성은 각오를 하고 보통 선거권을 구해야 하며 여성이
참정권을 얻으려면 즉각적으로 복권운동을 펼쳐야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중국여성들
을 각성하도록 사상적인 계몽을 한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천뚜셔우(陳獨秀)와 후스(胡適)이었다. 일
11)
12)
13)
14)

중국사연구회 편저,1985, 『중국혁명의 전개과정』, p.86.
彭明, 1998, 『5.4運動史(修正本)』, 北京: 人民出版社, p.654.
中華全國婦女聯合會 編, 1989, 『中國女性運動史』, 北京 : 春秋出版社
신승하, 1992, 『중국현대사』, pp. 145-146

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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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 유학한 천뚜셔우는 [신청년] 창간호에서 말하기를 : “ 여자는 정치참정운동으로서 남성의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어야한다 (女子參政運動, 求男權之解放也)”

15)고

하였다. 또한 1917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후스는 ‘미국의 여성(美國的婦人)’을 발표하였는데 바로 미국여성들은 한 사람의
공민권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남녀가 동등한 ‘인간’이며, 모두 한 사람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내외(內外)의 구별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5.4혁명시기에 서구 각국의 여성참정권운동은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는데 1차 대전 이후 영국,
미국, 독일 등 여성은 대전 중에 그들이 수행한 역할을 통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얻었다. 영국
여성은 1917년, 다음해에 피선거권을 얻었고, 미국여성은 1919년 참정권을 얻었다. 독일의 혁명정
부는 1918년 보통선거를 실시하여 36명의 여성이 국민의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16) 이러한 서구의
참정권운동은 남자에게만 국한되어있는 중국의 선거법에 대하여 중국의 지식여성들에게 크게 영
향을 미쳤고 수많은 여성을 조직화 시켰으며 이는 중국여성이 인간으로서 평등, 자유, 민주를 인식
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5.4시기 이러한 여성들의 의식개혁, 계몽사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
데 1919년부터 1923년까지 중국여성들은 여성연합회, 여자참정 협진회, 여권운동동맹회의 조직으
로 여학생들과 여성(婦女)들은 민주주의의 실험기에 돌입하였다.
가장 먼저 여성들이 힘을 규합하고 활동한 곳으로 창사(長沙)여성연합회 조직을 들 수 있다.
1921년에 후난(湖南)여자사범학교 학생 쩌우톈푸(周天璞), 타오이(陶毅 )등을 중심으로 각 여학교
의 교장, 교사, 학생을 연합하여 창사여계연합회(長沙女界聯合會)를 구성하여 참정권을 요구하였
다. 이 연합회에서는 인권은 평등함을 확신하며 중국은 남녀권리가 불평등하므로 여자의 인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의 제헌 위헌회에 6개항을 요구하였다.
1. 여자는 반드시 ‘재산 균분권’을 취득하여 경제적 압박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여자는 반드시 ‘공민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취득하여 결국에는 참정권을 획득하여야 한다
3. 여자는 반드시 ‘교육 동등권’을 취득하여 지능의 발달을 도모해야한다
4. 여자는 반드시 ‘직업 대등권’을 취득하여 의지하는 생활을 줄여나가야 한다
5. 여자는 반드시 ‘혼인 자결권’을 취득하여 전제적인 악습을 타파해야한다
6. 남자는 반드시 일부일처제를 실행하여야 한다17)
창사여계연합회의 쩌우톈푸, 타오이 등 은 후난의 「大公報」를 이용하여 여론 및 선전을 확대
해 나갔다. 당시 4월에서 6월까지 「大公報」에 실린 글이 무려 4, 50편에 달하였다. 이러한 적극
적인 홍보와 선전은 타지방에서는 얻기 어려운 성과였으며 이는 창사여계연합회가 참정권을 성공
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겠다. 그러나 성 헌법 심의 위원회에서 봉건적 수구세력인 청쯔취

15) 中華全國婦女聯合會,1989, 『中國婦女運動史』, p. 72.
16) 中華全國婦女聯合會,1989, 『中國婦女運動史』, pp. 72-73.
17) 中華全國婦女聯合會,1989, 『中國婦女運動史』,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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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子樞), 청시뤄(程希洛) 등이 여성의 참정을 극구 반대하였는데 그들은 “남자가 3.4 명의 첩을 두
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보통의 대의이며, 여자는 오로지 청소하고 밥하는 것이 옳은 일임이 경서
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여자가 정치에 참여 하고자 한다는 것은 천고에 기괴한 일이다”

18)라고

남성제일주의를 드러내었다. 그들의 이러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은 당시 여성계의 분노를 불러일
으켰다. 따라서 창사의 각 여학교는 단결하여 항의시위를 가졌는데 5월 16일 2천 여 명의 시위대
가 심의회의 회의장을 포위하였다. 심사위원들은 혼비백산 하였고 청쯔취는 회의장에 나타나지 못
하였으며, 마침내 6월1일 성 제헌위원회는 ‘성 헌법’ 초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는데 제5조에서‘
남녀, 종족, 종교, 계급의 구별 없이 인민은 누구나 법률상 평등하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신을 매매
의 목적물로 삼을 수 없다’. 라는 규정을 통과시켜 여성이 남녀가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공
민 권리를 승인하였다. 그 해 겨울 후난현의 의원선거결과 여성계의 노력으로 셴링현(醶陵縣 )의
왕창꿔(王昌國 )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샹향현에서는 여성이 성의원에 당선되었고, 성 내 징양과,
샹탄 등 의 현에서는 여성현의원이 당선되었으며 샹탄현의 경우 7명의 여의원이 당선되는 쾌거가
있었다.19)
또한 1921년 2월 광동성 성의회에서 성 헌법을 만들 때를 이용하여 여러 여성 대표들이 ‘광동
여성 참정단’을 만들었다. 그들은 3월29일 700여명의 여성 참정단을 참여시켜 시위를 벌였으며 성
헌법규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총통과 성장을 선거 할 권리를 가질 것을 제출하였다. 또한
시옌(縣) 자치 조례 중 에는 여성이 시옌 의원과 시옌장(縣長)에 당선될 권리를 마땅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출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시위대와 제헌 심사위원 중 보수 세력과 충돌이 발생하
였고 이 와중에 떵후이팡(鄧會芳) 등 몇 사람이 중상을 입어20) 화가 난 여성군중은 쑨원(孫文)과
성장 천죵밍(陳炯明)을 찾아가 결국 쑨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주장을 찬성 받고 성장(省長)의 여성
도 투표권을 가질 것을 인정받은 후에야 시위대는 해산하였다. 그러나 4월 1일 보수파가 제출한
수정안은 “년령 20세 이상자를 유권자로 한다 ”는 조항의 “20세 이상” 뒤에 ‘남자의’ 세 글자를 추
가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의회내부의 많은 논의를 거친 뒤 최종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반대가 50
대 32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비록 이 문제는 여성의 뜻을 관철시키지는 못했으나 당시 전
통 봉건제 사회에서 의견에 대하여 함께 제의하고 논의를 통해 다수결을 이끌어내는 민주주의를
체험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쓰촨성(四巛省)에서는 “민권운동여계대동맹”을 조직하였다. 그들은 우위장(吳玉章) 이
조직한 ‘치웬촨 자치연합회’의 영향 하에 성 헌법 준비 위원회에 3개항을 제사하고 10명의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파견하여 쓰촨성 헌법위원회에서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남녀공민권을 비롯한 각종

18) “男子三妻四妾, 實爲天經地義, 女子唯酒食是義, 著之于經, 今乃求欲參政, 殊爲千古奇談”. 『 中國婦女運動
史』, p.125.
19) 中華全國婦女聯合會,1989, 『中國婦女運動史』, p.126.
20) 中華全國婦女聯合會,1989, 『中國婦女運動史』,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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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사상을 명문규정화 하였다. 예를 들면, 성민(省民)은 남녀를 불문하고 만21세 가 되면 모두
공민권이 있으며, 성의 공민은 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첫째 선거권, 둘째 제안권, 셋째 표결권, 넷
째 복무권 등을 제정하였다.21) 이러한 열기는 쪄쟝(浙江)과 쟝시(江西), 여성참정운동으로 전개되
었으며 그 결과 쪄쟝성에서는 왕삐화(王碧華)가 성의원에 당선되었다. 5.4운동 이후 여성들의 운동
은 점차적으로 축적되어 갔다. 1922년 여름에 뻬이징을 중심으로 다시 여성의 참정열기가 일어나
고 전국적으로 많은 여성연합회조직이 생겨났으며 여성운동을 더 한층 촉진시키는 큰 세력이 되
었다. 이는 뻬이징여자참정협진회(뻬이징총회)와 뻬이징 여권운동동맹회로 나뉘어졌다. 뻬이징 대
학 여학생 완푸우(萬璞)와 여자고등사범 여학생 왕샤오잉(王孝英) 등은 참정 운동을 발기하였으며,
법정전문학교에 발족 준비 위원회를 두었다. 그러나 의견이 서로 달라서 조직이 분열되었으며, 왕
샤오잉과 완푸우 등은 여자 참정 협진회를 조직하였고, 저우민 등은 여권운동 동맹회를 조직하였
다.22)
1922년 8월 “뻬이징 여자참정협진회”가 정식으로 설립되고 여자고등사범학생 왕샤오잉이 주석
으로 당선되었으며 이들은 헌법상 여성권리보장, 여성의 경제적 독립, 교육제도의 개선과 지식평
등을 요구하였고 상하이, 후난, 후뻬이, 쪄쟝 등 8개의 성과 시에 연락체계를 두고 사람을 파견하
여 분회를 만들었고 의견을 교환하고 지방의 소리를 듣게 하였다. 또한 뻬이징 여자참정협진회는
“여자참정협진회 청원문”를 제출하고 청원활동을 통하여 각국의 참정권획득을 제시하고 중국여성
도 이를 쟁취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뻬이징참정협진회의 이러한 강경하고도 열정적인
활동은 그 취지에 명시된 ‘여자들이 전국의 정치에 참여를 요구 한다’ 는 뜻과 같이 참의원과 중의
원 양원에 글을 올리고 마침내 헌법과 관련선거법규에 ‘남자’를 ‘남녀’로 바꾸는 법을 개정하게 되
었다. 뻬이징여자참정협진회중에서 특히 ‘상하이참정협진회(후에 중화여자참정회로 개칭)는 두드
러진 활약을 하였다. 또한 쪙위셔우(鄭毓秀), 주왕따오윈(朱汪道蘊)를 1923년 로마에서 개최하는
제9차 만국여자참정회에 파견하여 국제여성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이 국제
회의에서 중국여성참정운동의 상황을 소개하였으며 만국여자참정회에 중국여성의 투쟁에 대하여
성원을 보내줄 것을 호소하였다.23) 이로써 중국여성의 대표가 국제여성조직의 활동에 참가하여
세계여성들과의 교류와 연락을 강화시켰고 서방국가로 여성으로 하여금 중국여성운동에 대한 이
해를 촉구하게 되었다.
여성조직의 큰 주류의 다른 하나는 여성운동동맹회이다. 1922년 8월에 뻬이징여자사범대학생
쪼우민(周民) 등은 여성문제가 참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 운동의 폭을 넓혀야한다고 주장하
고 여권운동대동맹을 조직하니 이것이 뻬이징총회의 성격을 가진 ‘뻬이징여권운동동맹회’이다. 이
21) 그 외에도 혼인은 남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람을 인신매매나 저당할 수 없으며 남녀불문하고 동등하
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정하였다. 匯冰, 『評女子參政運動』,「 解放과 改造,」 2卷4号, 1920年.4月.
22) 談社英 編著, 『中國婦女運動通史』, 民國叢書 第2編, 18, 民國叢書編輯委員會 編, 商務印書館 1937年版
影印, p.114.
23) 中華全國婦女聯合會, 1989, 『中國婦女運動史』,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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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주장, 사회정치투쟁, 중국사회의 주요모순에 대한 여권운동과 반제
반봉건적 민주혁명을 결합하였다. 그들은 7개항을 주장하였는데 전국교육기관에 일률적으로 여성
을 개방할 것을 비롯하여 전족금지, 공창금지, 사법상의 부처관계, 승계권, 재산권 등 광범위한 여
성관련 법규를 요구하였다. 비록 뻬이징여권운동동맹회가 광범위 하게 여성의 법률적, 교육적, 직
업적으로 지위 평등 확대를 취지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에 대해 강력한 주장
을 하고 있다: “우리들은 서로 믿지 않고 남녀 양성의 계급을 타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가 말이다. 우리들은 서로 믿지 않고 사회적으로 절반의 사람을 억압
하고 있으며, 절반은 억압을 받고 있으니, 진정한 자유평등의 행복을 말할 수 있는가 말이다. 하나
의 사회는 오로지 남자에게만 활동할 기회를 허용 한다. 나머지 절반의 부녀자는 일체의 생활에서
배제된다. 가정 생활을 제외하면, 그 사회는 전제주의적인 사회가 아니겠는가? 어떻게 민주주의
정신이 충만한 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

24)

또한 선언서는 “남녀 모두가 정치에 참여 할 권리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 이다” 라고 강조 하고 있다. 그 후 여성동
맹회는 쪄쟝여자운동동맹회(1922. 10.10,), 상하이여권운동동맹회(1922. 10. 29), 난징여성운동동맹
회 (1922. 10.31), 여성운동동맹회산똥지부(1922.11.6)를 각 각 조직하고 지속적인 민주, 정치, 인권
요구와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역할을 하였다.
5.4운동시기부터 1923년까지 여성참정권운동을 중심으로 조직된 여성단체와 그들의 조직형태,
주요 지도자, 취지 및 주요업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5.4운동-1923년 여성참정운동 조직 현황25)
명칭

조직
년월일

조직형태

꽝똥여계
연합회

1919년
가을

이사제

伍智梅, 唐允恭 외
7인

취엔져 여계
연합회

1920

회장제

王壁華(正), 陳愫,
後明(副)

빈민의 생계, 남녀교육비용의
평등, 성 헌법명문화

후난여계
연합회

1921.3

책임제

陳俶, 童錫揁 외 7인

. 창녀폐지, 여자재산권계승 주장 1924년6월9일
. 교육의 남녀불평등 반대
재 창립

뻬이징 여자
참정 협진회

1922.8.
13

王孝英, 萬璞

간행물발간, 상해, 호남, 호북,
사천 등 지회 구성

주요지도자

취지 및 주요업적

비고
1927년 조직개선

24) <女權運動同盟會 宣言> 중에서 , 談社英 編著, 『中國婦女運動通史』, p.122.
25) 기존의 중국부녀연합회가 발간한 『中國婦女運動史』는 5.4운동 전 후의 여성단체의 현황을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단체들이 왜 설립되었는가 하는 설립취지는 단체의 목표나 추구하고자 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명기되어야 한다, 또한 주요업적은 한 단체가 이루어낸 여러
활동이나 업무를 분석함으로서 당시 여성이나 그 단체들의 핵심 사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中國
婦女運動通史』를 분석하여 “취지 및 주요업적” 을 구체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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뻬이징
여권운동
동맹회

1922.8.
23

회장제

周敏(正)

. 여성의 법률, 교육직업에서
권리 및 지위향상
. 성 헌법, 국가헌법 재정 요구

쩌어쟝 여권
운동동맹회

1922.10.
10

회장제

王壁華(正), 孫朗玉,
候明(副)

상하이 여자
참정협진회

1922.10.
15

위원제

1927년
黃幼艾, 王立明, 朱 .참의원, 중의원에 청원서 제출
중화여자참정회
劍霞
.헌법에서 남녀평등권 요구
로 개칭

상하이여권운
동동맹회

1922.10.
29

평의이사
제

난징여권운동
동맹회

1922.11.
6

위원제

倪亮, 童家嫻, 施福
貞

여권운동동맹
회산똥
지부

1922.11.
20

회장제

秦之贊, 范季藝, 丁 법률적 사회적 권리와 지위의
仲華
확대

쟝시여계
연합회

1922

쓰촨성여계연
합회

1923.01.
14

沈儀彬, 程婉珍, 黃 성의원 선거법에 ‘남성’을 ‘남
紹蘭, 胡彬夏
녀’로 수정통과

金士鈺

여성의 평등한 정치참여 권리
를 규정,‘남녀’두글자 명문 규
정화

陳雲嘗, 萬郁文

.성헌법 심의위원중10명의 여
성 심사위원을 명문규정
.남녀평등 규정

자료출처 : 談社英 편저, 『中國婦女運動通史』, 1936년도 영인본. pp. 94-153.
분석정리 후 필자작성

<표 1> ‘5.4운동-1923년 여성참정운동 조직현황’ 에서 보는바와 같이 취엔져어 여계연합회는
빈민계층의 생계유지와 남녀교육비용의 평등에 대해 성 헌법에 명문화하도록 촉구하였다. 후난여
계연합회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진보적 사상을 가지고 창녀폐지와 여자의 재산권계승을 주장하였
는데 이는 당시 여성은 집안이 부유하였으나 여성이란 이름으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재산 상속의
혜택 또한 받지 못하여 학업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생명을 잃은 한 여학생의 죽음이 가져온 사회
적 영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단체는 교육의 남녀불평등을 강력하게 비판하
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뻬이징 여자참정 협진회는 뻬이징 총회의 역할을 담당 하였
으며 특히 상하이, 후난, 후뻬이, 쓰촨 등 지회를 창립하고 각 지회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
고 있다.
뻬이징 여권운동동맹회는 법률, 교육, 직업에서 여성도 동등한 권리획득 및 지위향상을 주창하
였다. 또한 성 헌법, 국가 헌법제정을 요구하였다. 상하이 여권운동동맹회 여자참정협진회는 참의
원과 중의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헌법에서 남녀평등권 요구를 주장하였다. 특히 성의원 선거법에
명시 되어있는 “20세의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 한다”라는 규정을 “20세의 ‘남녀’에게 선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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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한다” 로 법규를 수정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쟝시 여계연합회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
에 대해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규정을 바꾸어 법규에 “남녀” 두 글자를 명문화하였다.
쓰촨성 여계연합회는 성 헌법의 심의원 중 10명이라는 여성심사위원수를 확정토록 명문규정화 하
였고 또한 남녀평등권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여권운동동맹회 산똥 지부는 여성의 법률적 사회
적 권리와 지위의 확대를 취지로 명문화 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표 1>에서의 각 여성
단체들의 취지와 주요활동업적 중 두드러진 것이 바로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요구사항임을 알 수
있다. 즉 ‘성시엔파 (省憲法)와 꿔어쟈 시엔파(國家憲法)에 남녀교육의 평등, 남녀참정의 평등을 제
도적으로 규정 해 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만 하다고 하
겠다. 다시 말하면 여성의 권리확정과 지위향상을 위해 많은 여성단체가 각 단체의 주요목적과 취
지에 명시해 놓고 이를 강력하게 촉구 하였는데 상하이 여권운동동맹회는 성의원 선거법에서 이
를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성의원을 선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성의 권리확정과 지
위향상은 5.4시기 여성단체가 일구어낸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당시 여성단체들의 조직형태를 보면, 이사제 (1개 단체), 회장제 (4개 단체), 위원제 (2개
단체)를 비롯하여 평의 이사제, 책임제 등 다양한 형태를 구성함으로서 여성들이 단체를 이끌어나
갈 때 협의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현재 민주사회와 유사함
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4운동시기 여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참정권운동
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후난성에서의 수많은 현 의원과 성 의원의 당선, 그리고 쩌쟝성
의 왕삐화(王碧華)가 성 의원으로 당선되어 여성들이 명실상부한 민주의 대표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여성의 참정권은 노력 없이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5.4 운동 시기 중국여성들은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항위 시위를 하였고, 중상, 구타 등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노력하여
몇 개의 성에서는 보람된 참정권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비록 그 이후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합
작 등을 거쳐 혁명위주로 여성들의 참정운동도 변화되어 갔지만 5.4운동 시기에 중국여성들이 쟁
취하고 이룩한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실험 할 수 있었던 값비싼 교훈으로 주목 받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민족초기에 주춤했던 참정운동이 1924-25년에 활발해진 것도5.4운동시기의 여성해방운동
확산에 힘입은 바가 컸다26)

2. 여학생의 활동과 민주주의의 체험
5.4운동은 학생들을 조직화 체계화 하였다. 이는 여학생도 예외가 아니었다. 5.4전야에 여학생들
은 남학생과 함께 시위에 참가하기로 하였으나 학교당국과 전통 봉건시대의 사고는 이들을 함께

26) 신성곤 ․ 윤혜영 지음, 2006,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도서출판: 서해문집 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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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 펑밍(彭明)은 5.4운동사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 하였다. “1919년
5.4운동 전날의 저녁에 뻬이징대학 학생들은 뻬이징 여자고등사범학교에 가서 남녀학생이 시위에
공동으로 참여할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학교당국의 저지와 봉건예교의 속박으로 5월4일의 당일
시위에는 여학생은 참가하지 못하였다”

27)고

했으며, 또한 쉬떠옌(許德衍) 역시 당시의 상황에 대

해 “ 나와 몇 사람이 여학생들과 공동으로 시위를 준비 하려고 직접 여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났
으나 여자사감의 남녀7세 부동석의 관습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28)고

회고 하였다. 그러나 5월

4일 저녁에 여자고등사범의 학생들은 남학생들이 구류된 것을 알았으며 학교당국의 만류를 물리
치고 밖으로 나와 감옥의 밖에서 남학생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거나 투쟁에 참가하는 시위를 벌였
는데 이것은 천지가 놀랄 큰일 이었다. 따라서 5.4운동 당일의 시위에는 여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없었으나 그날 저녁부터 여학생들은 빠커(罷課:수업거부)를 의결했고, 전단을 뿌렸고, 체포된
남학생을 돕기 위해 준비하였으며 5월7일에는 급기야 ‘뻬이징여학계연합회’를 창립하였다. 뻬이징
여학계연합회는 ‘전국여성계에 알리는 글’(告全國女界書 )과 ‘뻬이징여자학교에서 파리강화회의
각 국 대표에게 보내는 전보(北京女校致巴黎和會各國代表電 )’를 통과시켰다.29) 그 중 ‘전국여성계
에 알리는 글’ 에서는 “중국여성계가 동포들에게 바라는 바는 우리의 영토를 보전하자는 것이다.
우리 2억 여자동포들은 참으로 패기와 혈기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라며 구국운동의 결의와 여
성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뻬이징에서 여학생이 벌인 첫 번째 활동은 6월4일의 시위행진이었는데 당시 북양정
부는 학생870명을 체포하고 뻬이징대학의 법과 강의실과 이과 강의실에 이들을 가두고 임시 감옥
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전국 각계의 분노를 일으켰고 뻬이징의 15개 여자학교는 6월4일
총통부에 가서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청원4개항의 내용은 여성들의 인권과 민주운동을 대변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대학은 감옥으로 사용될 수 없다. (2) 무장한 도적떼와 같은 완력으로 순수한 학생들을 대우
할 수는 없다 (3) 이 후에는 군경을 다시 불러 애국 학생들의 연설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4) 학생
들에게 단지 경고는 할 수 있어도 학대해서는 안 된다30). 또한 그들은 또 뻬이징대 법과에 체포된

27) “ 5.4運動与 體育--5.4前夕訪許德椼同志 ”, 「5.4運動回億彔」續, 第 585. 彭明, 『五四運動史』,1998, 2版,
北 京 : 人民出版社, pp.625-626. 인용
28) “5.4전날 저녁에 여학생과 함께 5.4운동에 참가하려고 나와 몇 남학생이 여자고등사범학교에 갔다. 커다
란 방에서 두 여학생대표가 우리를 접대했는데 한사람의 여자사감이 더 있었다 우리는 이쪽에 앉고 여자
학생들은 모두 저쪽에 있었다. 중간에 여자사감이 앉았다. 방안은 굉장히 넓고 거리는 멀었으며 말하는
것은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은 예의가 없으며 많은 말들을 중간에 앉아있는 사
감을 통해서 전달해야했다. 두 학교의 학생이 담화 할 때에 사감이 중간에 앉아서 그 말을 전달했음으로
우리의 협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다." 周傳云 : 《訪問孔文桭同志記錄》, 1981年 9月24日 下午. 彭
明,『五四運動史』, pp.625-626. 인용
29) 中華全國婦女聯合會,1989, 『中國婦女運動史』, pp. 71-74.
30) 彭明,『五四運動史』, p.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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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에게 수 천 개의 동전을 던져주어 그들을 도왔는데 여학생들의 이러한 열정과 올바른 행
동은 여성의 해방과 평등권을 얻으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라고 하겠다.

31)

이를 시작으로 톈진,

상하이, 쓰촨성 등 전국 각지에서 여학생들과 수업거부, 선서식, 시위참여, 혈서작성, 모금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당시 북양정부가 국민의 적이 되어 산동성의 칭따오를 일본에 넘기게 된데 대
한 민족, 민주, 자유의 열정을 표출하였다. “칭따오는 중국인의 칭따오이며 중국은 4만 만인의 중
국이며 남성의 중국이 아니다. 우리 중국의 여성들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다” 고 전국의 여성계
에 알리고 전보를 보내었다.

32)

여기에 더해서 더 많은 여성들에게 설득력과 참여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어려운 가정생활에도 불구하고 학구열이 뛰어났던 여자고등사범학교 학생 리차오(李超)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로 죽게 되자 여학생과 여성단체들은 그녀를 기리는 추모회에
신문화운동의 많은 선구자들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하였으며 이 강연회는 많은 여성들의 호응과
설득력을 얻었다. 특히 후스는 이 학생의 죽음에 대해 “이는 사회제도의 압박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정부와 사회제도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후에 톈진여성계애국동지회 (天津女性界愛國同志會)가 결성되었는데 이것은 여학생이 중심이
되어 각계각층의 여성을 단결시킨 하나의 애국군중 여성단체였다. 청년애국동지회는 애국선전으
로부터 여성의 평등, 권리쟁취, 모호 보성, 아동보호 등의 여러 가지를 포함 각종 활동을 개최하였
으며 그들이 준비한 강연은 항상 청중들을 감동시켰다. 7월20일 1차 강연때 1000여 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학생들이 외부에 나가 강연하는 것은 결코 순
조롭지만은 않았다. 후일 쪼우은라이(周恩來)의 부인이 된 떵잉차오(鄧潁超)는 당시 강연대 대장
이었는데 주민들의 집에 찾아가서 강연할 때 대문 밖에서 거절당하였으나 의기소침하지 않고 집
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방문하였고 설명 하였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33)

5.1일에는 ‘상하이학생

연합회(上海學生聯合會)’ 가 조직 되었고 44개 학교 중에 상하이여자중학, 중시여숙(中西女塾)등
12개 가 여학교였으며 그중 8명의 여학생이 연합회의 간부로 일함으로서 조직상에서 남녀구분의
한계를 타파할 수 있었다. 당시 상하이시보(上海時報)는 “남녀가 함께 하는 일(男女一同 做事)” 기
사를 싣고 이러한 기풍을 칭찬하였다.
이 시기에 특히 일본에 대한 중국인의 각오는 일본상품을 배척하고 중국국산품을 애용하는 것
또한 5.4 애국운동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였다. 당시 일본은 중국의 시장을 독점하였고 원료를
약탈해 갔으며 중국이 경제활동을 규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일본의 경제적 침략은 중국 민
족공업의 생존과 발전을 크게 위협하였기 때문에 일본상품배척과 국산품애용을 외치는 구호가 5.4
운동 시기에 큰 호응을 얻었다.

31) 당시에 체포 되었던 뻬이징대 학생 광호생(匡互生)은 다음과 같이 회고 하였다 : 種熱情義擧, 不僅加了
男同學不少的 勇氣, 且可以說, 就是中國女子自己 解放自己取得平權的第一聲. 『中國婦女運動史』,, p.72.
32) 彭明, 『五四運動史』, p.627.
33) 中華全國婦女聯合會,1989, 『中國婦女運動史』,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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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은 여러 지역에서 의연금을 모아 자금을 조달하거나 작은 일용품을 모아 애국상점을
열기도 하였다. 당시 후난성의 기관지인 대공보(大公報)에서 6월19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은 것을 볼 수 있다: “여학생 4명이 휴대용 가방 속에 여러 가지 국산품을 넣고 어깨위에는 비스
듬이 하얀 손수건을 묶었는데 그 위에 모 학교 국산품 판매단 이라고 물건을 팔았다. 그 물건들은
시장에 비해 저렴하여 무리를 지어 구매하는 사람이 많았다”.34) 여성들의 민주, 애국운동에는 가
녀(歌女)와 기녀(妓女), 노동자 계급의 여성들도 참여한 적극적인 운동이었다.
이와 같이 5.4 운동 시기 구국운동으로 시작한 여성운동은 여학생은 물론 남녀학생, 가녀, 기녀,
여성단체가 함께 혼연일치된 힘으로 적극적인 민주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동시에 중국 각계의 여
성들로 하여금 점차 민주의식의 폭을 넓히고 각성 시켜 여성의 교육평등권을 쟁취 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V. 여성 교육평등의 쟁취와 실현
중국의 사상가요 정치가며 신민주의를 주장했던 량치차오(梁啓超)는 일찍이 교육의 중요성을
주창하고 젊은 청년들을 외국에 파견하여 그 나라의 문화와 교육을 익히게 했다. 그는 또한 많은
글을 통하여 여성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倡設女學堂啓」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강성한 것은 여성
권리를 높게 일어나게 하였고 女學(校)의 창립에 근거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女學」에서는
여자교육의 실시는 남성 의존적인 경제에서 독립하여야 가능하며, 전통봉건사상인 婦人無才是德
을 타파해야하고, 무지한 어머니는 훌륭한 자녀교육을 할 수 없고, 훌륭한 민족을 유지하기위해서
는 푸쉬에(婦學)를 진흥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35)
무쉬변법이후인 20세기 초에야 청 정부는 여자 소학당을 설립 하였다. 그러나 그 규정에 “여자
소학당과 남자 소 학당을 분리하여 설립하고 혼합(공학)하여 설립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였
다.

36)그

후 신해혁명의 10여 년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녀신문과 잡지 등이 약 20종으로 대단히

많이 나타났고 그중 여학교와 여성권리문제를 제창한 것이 대단히 많았다. 중국의 걸출한 여성 지
도자 치우친(秋瑾)은 「中國女報」를 창간하였으며 , 「中國女報」 제2기에 “여학(교)을 제창하고
뜻을 연합하며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내일의 중국부녀협회의 기초를 쌓는 것이며 이는 협회의 중
요한 목적이다”라고

37)설립취지를

말하였다.

34) “女生四人, 手提皮包, 內㶆各種國貨, --上書某校國貨販賣團, 在司門囗一帶發賣, 拼隨地演講提倡國貨以救
亡各情況, 廳者無不鼓掌. 其貨物較市面爲廉, 購者甚伙.『中國婦女運動史』, p.80.
35) 梁啓超, “女學”, 『飮氷室全集』, 1卷, pp.38-41.
36) 彭明, 『五四運動史』, pp.615-616.
37) 彭明, 『五四運動史』, p.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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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난징임시정부교육부가 공포한 장정규정에 따라, 소학교는 남녀의 공학을 허용하였다. 그
후에 독립적으로 여자학교를 설립되었고 사립여학교도 더욱 많았다. 신해혁명을 전후로 하여 외국
교회가 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5.4운동 전 날 전국의 각종 학교의 여학생 수
는 18만 명이었다.38) 비록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국주의 교육과 봉건주의의 전통교육을
받았고 약간의 정도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높은 학력과 문화지식의 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곧 진
일보한 신문화, 신사상이 창조한 어떠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양 정부는 여전히 현모양처주의적인 교육 사상을 엄격하게 고수하였고 여학교에 대해
서도 엄격한 관리를 계속하였다. 1914년 중화민국의 교육총장 탕화롱(湯化龍)은 市 사회의 일부
진보적 인사들이 신학과 남녀공학과 여성정치학교를 설립하자고 주장하는데 일격을 가했다. 그는
자신의 여성교육관은 장래의 현모양처가 되어 가정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1916년 교육부는 여학교의 분위기를 단정, 엄숙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단발
과 전족을 법령으로 금지 했으며39) 이유 없는 결석과 시위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시에 여성의 교육에 대해 사회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논쟁으로는 왕쭤민(王卓民)과 뻬
이징 여학생의 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전형적인 보수 세력의 여성교육의 견해는(王卓民)이
<부녀잡지>에 발표된 글에서 볼 수 있는데 그는 여자의 사회적 직능이나 취업전망을 볼 때 여자
는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며 단지 여성은 문학, 회화, 의약, 음악, 자수 등과 등 쉬운
분야에 국한하여 종사할 수 있을 뿐이며 농업, 과학, 법률, 상업 등과 같은 심오한 학문은 할 필요
가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봉건예교의 여성상을 들어 남녀공학은 정숙하고 현명한 여성의 미덕에
남녀유별과 분별이 교란될 수 있기에 부적합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뻬이징대학 학생 하나는 국
내외의 뜻있는 여성들이 대학에서 수강이나 청강을 못하는 상황에서 여학교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유학 가는 여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당시의 여학교가 가숙(家塾 )교육의 색채
를 농후하게 띠고 있는데 대해 고루할 뿐만 아니라 학생을 억압하는 특성이 강하다고 비판하였으
며 남녀공학만이 여학생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사회의 문화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뻬이징의 「晨報」에 '대학에서 남녀공학의 적합성여부'에 대해 토론할 것에 대한 발기대회를 준
비했으나 5.4운동이 일어나서 계속되지는 못했다. 5.4운동 전 상하이 푸단(復旦) 대학에서도 남녀
공학의 적합성여부에 대한 토론회를 조직했다. 「소년중국」은 1919년 10월 여성 특집호에서 후스
등이 대학의 여성의 입학허용에 대해 쓴 글을 게재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여론은 대개 여성해방이란 무엇보다도 교육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여
성이 현대식 교육을 받기만 하면 바로 충분한 지식과 기능을 얻을 수 있고 사회에서 자기 독립적
38) 5.4전의 중국의 여학에 대해 살펴보면, 1884년 寧波에 세워진 제일소 여자학교는 선교사 Miss Alderssy
에 의해 세워졌으며 이는 중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여학교였다. 20세기 초에 중국인에 의해 세워진 최
초의 여학교는 1897년 상해에서 經元善이 세운 經正女學(經氏여학이라고도 함)을 들 수 있다. 朱有獻, 錢
曼情, 「經正女學是我國自辦的最早女學堂」,『上海師範大學學報』, 1980年 第1期. 참고.
39) http://mahan.wonkwang.ac.kr/nonmun/99/9541.htm, 검색일 : 2006-10-2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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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것이 바로 남녀 평등권을 실현하
는 근본조건이며 가정문제나 결혼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여성의 교육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신문화운동의 리더들은 남녀평등교육 의식을 선전했다. 5.4운동의 고조기 에는 평민교육의
조류가 교육계에서 불면서 뻬이징, 텐진, 상하이 등 대도시의 여자 청년들은 평민여성들이 자존,
자립적인 의식을 갖도록 돕고 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해 평민 여학교를 설립했다. 예를 들면 1919년
10월에 뻬이징여학계연합회는 경비를 모금해 평민 여성 60명을 모집, 평민직업여학교(平民職業學
校)를 개설했다. 교육과목으로는 문화지식을 매일 2시간씩 가르치고 재봉, 자수 등의 기능도 지도
하였는데 이런 직업학교들은 평민 여성들의 적지 않은 환영을 받았다.
공립과 사립 그리고 기독교 계통의 여학교들이 늘어났고 더욱 대중적이 되어갔다. 학교들의 수
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은 아직도 뻬이징 전체 학생들의 12%를 약간 상회할 뿐이었으며
1920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소녀들이 고등교육기관에 들어갔다. 그 해에 고등보통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5.4운동 시기 여성의 교육평등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학에 여성의 입학허용을 제도화
시키는 일이었다.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서북 깐수(甘肅) 출신 여학생 떵춘란(鄧春蘭)이
다. 그녀는 민주의식을 갖고 심오한 학문적 탐구를 갈망 하였으나 서북지역의 학문적 낙후성에 실
망해 당시 뻬이징대학의 총장인 (중국은 校長이라 호칭함) 차이위엔페이 에게 뻬이징대학에 여학
생의 입학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낸다. 얼마 후 그녀는 뻬이징에 상경하여 신문지상에 <전국 여자
중, 소학교 졸업자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해 뜻있는 자를 모아 대학의 여학생 입학금지 철폐를 요
구하는 청원 단을 조직하자고 제의한다. 당시 이 글은 뻬이징과 상하이의 몇몇 신문, 잡지에 게재
되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장쑤성의 여학생 왕란(王蘭)은 여성으로 최초로 뻬이징대학의 철
학과에 들어가기를 요구하는 제출서를 보낸다. 뻬이징대학의 교장 차이 위엔 페이, 문화원 교수 후
서 등은 여학생의 대학 진학을 적극 지지한다. 차이 총장은 “서구 의 여러 나라를 보면 모두가 남
녀공학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성의 입학허용 여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다음 해 뻬이
징대학 입시 수준에 맞는 여학생이 응시하여 합격한다면 입학시킬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1920년
2월에 뻬이징대학에서는 최초의 여학생 9명의 입학이 허가되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문과에서 청
강을 하였으나 그 다음해인 1921년부터는 정식학생이 되었다. 이는 중국의 여자교육사상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하겠다. 여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자 사회적으로는 물론 뻬
이징대학 교내에서도 파문이 일어났다.40) 뻬이징대학의 교내에서 남학생들은 여학생이 대학에 입
학한 것에 호기심을 드러냈고 여학생의 근황에 대해서도 여론이 분분했다. 그러나 2-3주일이 지나
자 잠잠해졌고 남녀 사이의 경계심도 점점 완화되었다. 이것은 전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
학이 여성 입학 금지를 해제한 것은 여자교육사상 혁명적인 일이었다. 뻬이징대학에 이어 난징고
40) 彭明, 『五四運動史』, p.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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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사범학교, 뻬이징고등사범학교 역시 여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21년에 이르면 뻬이
징에서 7개 공립대학이 여학생을 모집하였고 사립인 민국대학. 신화대학 역시 여성에게 문호를 개
방했다.
뻬이징대학은 입학생의 남녀 정원을 정식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학생들을 배려하는
의미로 별도로 15명의 특별여학생 정원이 있었고 15명의 여학생에게 매년 150원의 보조금을 미국
의 주중국 대사 부인의 장학금에서 지급되었다. 북양 정부 교육부는 대세에 밀려 여자고등사범학
교를 정식으로 복경여자사범대학으로 개편했다. 1922년에 이르러 전국에서 대학에 입학한 여학생
은 655명에 달했는데 그 중 국립대학 414명, 성립대학45명, 사립대학 206명이었다.41) 비록 이 665
명의 여자 대학생은 당시 대학생 총수의 겨우 2.1%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계
기가 되었고 매우 큰 진보였다. 여학생들은 새로운 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진보세력의 적극적인 지
지를 받아 끝내는 스스로 대학의 문을 두드렸으며 대학교에 여성이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
이 여성 입학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 조류가 되면서 여자중학 교육 역시 필연적으로
개혁의 추세에 직면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더 많은 여성들에게 설득력과 참여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어려운 가정
생활에도 불구하고 학구열이 뛰어났던 국립고등여자사범학교 학생 리차오(李超)가 그 뜻을 이루
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로 죽게 되면서이다. 여학생과 여성단체들은 물론 그녀를 기리는 추모회에
신문화운동의 많은 선구자들 예를 들면, 차이위엔페이, 천뚜셔우 등 유명한 학자들도 모두 이 추모
회에서 강연을 하고 시를 낭송하였으며 수많은 여성들의 호응과 설득력을 얻었다. 특히 후스는 이
학생의 죽음에 대해 이것은 사회제도의 압박으로 죽은 것이라고 정부와 사회제도를 거듭 비판하
였다. 리차오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첫째 남녀평등의 문제. 여자가 있
는데 왜 후사를 얻으려 하는가 ? 왜 여자는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는가? 둘째 왜 여자는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없는가? 이런 의문이 사회적문제로 까지 확산되어갔고 후
스는 6-7천자의 리차오쨘「李超傳」를 써서 추모회의장에 나누어주었고 여성들은 새로운 각오와
의식을 가졌다.
과거의 여자 중학의 교육 목적이 현모양처 양성이었기 때문에 여자사범은 유치원 보모양성의
목적을 추가했다. 따라서 수업과정 중에서 가사의 중요성에 비해 과학의 비중이 적어 학업상 남학
생과의 경쟁이 어려웠다. 따라서 여자중학교육의 개혁문제는 중등교육의 실현 및 대학의 여성 입
학금지 해제의 달성과 보조를 같이해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1920년 9월 뻬이징의 각 여자학교
500여명은 북양정부 교육부에 청원서를 제출해 여자중학 개혁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
은 여자중학의 과정과 재정을 남학교와 서로 동등하게 하고 여학생들도 졸업 후 직접 대학에 응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추세에 밀려 여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통지
했다. 또한 남녀공학의 중학을 설립하는 뻬이징대학이 모범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육연합회
41) http://mahan.wonkwang.ac.kr/nonmun/99/9541.htm, 검색일 : 2006-10-27,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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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20년 11월 상해에서 제 6차 연례대회를 개최했는데 16개성의 대표 28명이 교육부에 중학의
남녀공학을 실시하라는 요구사항을 결의한다. 교육부는 이 사항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강력하
게 거부하는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1922년에 이르러 남녀공학을 실시한 중학교는 다음과 같
다. 뻬이징고등사범 부속 중학교, 꽝똥집신학교, 후난악운중학교, 꽝저우제일중학교, 상하이오송,
바오딩육덕중학, 난징기남학교, 동난대학 부속 중학보습반, 쟝쑤성립1중학 등이다.
5.4운동 시기는 남녀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신지
식인들의 영향과 배우고자하는 열정을 가진 여성들의 개혁의지는 전통 보수세력의 남녀차별적인
관념을 설득하고 깨우치게 하여 남녀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풍을 세웠다는데
중대한 의의가 있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봉건예교의 여성은 재능이 없어야 미덕이다 (婦女無才是
德) 라는 관념을 무시하고 현모양처의 교육이념에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성과는 사실 학
교가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점과 봉건전통세력의 영향력을 볼 때 대단한 결과이다. 이는
또한 당시 산빠(3罷 -罷課, 罷示, 罷工)의 상황을 낳았지만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인 조류였
고 민심의 향방이기도 했다. 결국 5.4운동시기의 여성들의 교육평등의 실현은 여성들의 조직된 힘
으로 중국 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제도의 초석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겠다.

Ⅵ. 결 론
1909년부터 1911년까지 중국은 입헌민주주의를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각 성에서는 지
방자치를 실천에 옮겼는데 후뻬이성 자의국(湖北省諮議局-오늘날의 지방의회)을 비롯한 각 성의
자의국에서는 의회를 소집하여 생활 정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특히 후뻬이성 자의국은 탕화롱(湯化龍) 의장을 비롯하여 성 내의 일 뿐만 아니라 국회 개회를 주
장하는 국회 청원을 정부에 제출하고 앞장섬으로서42) 민주주의의 실천에 일조를 하였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경험은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가 신문화운동의 기치와 5.4운동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여성과 여성단체가 민족과 애국 그
리고 민주사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쟁취와 교육의 평등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다. 그리고 이루어 내었다. 그 민주의 체험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고 오래 지속적이지 못하
였지만 5.4운동 중 여성들이 일구어낸 ‘민주주의의 체험과 결실’ 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다시 평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4 운동 시기 중국여성운동은 분야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
은 역할과 기능을 발휘 했다고 할 수 있다.

42) 河暎愛, 「湖北省諮議局的組織與功能之硏究」, 北京大學 歷史硏究所 講演 ; 2002년 6월 22일, 오후 2시-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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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5.4 운동 시기 중국여성운동이 이루어낸 가장 커다란 업적은 여성을 조직화, 체계화 하였
다는 점이다. 여성단체들은 조직을 바탕으로 민주사회의 기본이 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 투쟁하였다. 그 대표적 조직으로는 창사 여계연합회, 베이징 여계연합회, 베이징 여자참정협
진회, 베이징 여권운동동맹회를 비롯하여 (활동이 많은 알려진 여성단체만 해도) 조직현황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12개 여성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시위, 청원, 심의, 언론
게재 등의 다각적인 활약을 통해 법규채택을 이루어내었으며 또한 여성 성 의원, 현 의원을 다수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중에서 특히 여자참정협진회 베이징 총회는 왕샤오잉과 완푸우을
중심으로 베이징 총회로서의 총괄적 역할을 명실 공히 추진하여 상하이, 후난, 후베이 등 8개 지회
를 조직하였고 직접 사람을 파견하여 지회를 관리케 하여 상호유대를 강화하였다. 이들 지회 중에
특히 상하이 여자참정협진회는 외국의 ‘만국여자참정회’에 회원을 파견하여 중국여성의 참정과
각종 활동을 알리고 세계여성들과도 상호 연계하는 국제 활동 까지 하였는데 이는 당시 전통봉건
사회에서 중국의 여성활동을 세계에 알린 실로 의미 깊은 일이라고 하겠다.
당시 여학생은 독자적으로 또는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투쟁하였다. 여자고등사범학교 학생들과
상하이 여자연합회 등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구국운동은 중국의 인민으로 하여금 민주주의
의식을 갖게 하였으며 특히 여학생들은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국산품 애용과 일본물품 불매운동을
펼치고 의연금을 만들어 자금조달 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족투쟁운동을 벌여 국민들의 동참을 이
끌어내었다. 또한 창사 여계연합회의 적극적인 여성참정권 운동은 성헌법(省憲法)초안에 ‘남녀, 종
족, 종교, 계급, 구별 없이 인민은 법률상 평등하다’ 규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여성
참정권 운동은 여러 성에서 활발히 추진되어 여성 성(省)의원과 여성 현(縣)의원을 당선시켜 민의
를 반영하고 여성의 심성을 대변하게 되었다.
둘째, 5.4 운동 시기 중국여성운동은 북양정부로 하여금 남존여비사상에서 벗어나 평등교육의
제도를 받아들이고 베이징 대학에 최초의 여학생들을 입학시키게 했으며, 고등교육기관에도 여학
교설립을 추진하여 중국사회에 남녀동등교육을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셋째, 봉건유교제도 및 관습에서 새로운 가치규범으로의 신생활을 촉구하게 하였다. 후스와 천
뚜셔우 그리고 차이위엔페이 등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은 강연과 기고문을 통해 당시 열녀와 절부
제도나 혼인 관습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여 국민들을 계몽 설득시켰으며 그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차이위엔페이의 신사고는 당시 여성들에게 금기시되었던 재혼과 이혼까지를
주장했다. 그의 “남녀평등사상 5개항”은 중국 인민의 봉건혼례관습에 새로운 가치규범을 심어주기
도 했다.
5.4 운동 시기 이러한 중국 여성운동의 성과는 오랜 세월 많은 여성운동가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이룩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 시기 중국의 여성운동은 교육, 정치, 문화, 사상 등에서 근대사에서 가
히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베이징 대학의 짱지엔(藏建) 교수는 ‘그 시기(5.4 운동) 독립
가구가 대가족의 족쇄로부터 분리되었고 개인성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나갔다. 고 했으며, 주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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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사 부인이었던 천이삥(陳一冰)여사는 중국여성은 전통사회의 전족과 봉건적 결혼 등 수많은
억제된 생활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은 중앙정치에 여성이 대거 참여하는 등 장족의 변화
를 가져왔다43)고 하여 당시 여성 운동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공산당 시대로
접어들면서는 여성 운동 역시 여성노동 해방에 초점을 둠으로서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와는 점차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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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ese Women's Movement at the period of 5.4 movement:
Focusing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qual education movements

Ha, Young-Ae
(KyungHee University)

New Cultural Movement (hereafter NCM), which took place among chinese intellectuals on
May 4th 1919, has great influence in Chinese modern history. We need to understand the
general idea of NCM so as to study relationship between 5.4 Movement and Chinese Women's
Movement. Also, the Condition of that time of Chinese women as well as individual studies on
leading women for Women's Movement are needed to be considered. This paper mentions
these things in the first part.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choolgirls and women who
emerged as new force for social change at the period of 5.4 Movement; intending to follow up
and analyze through what occasions and procedures they were able to approach the 5.4
movement and what activities they showed by taking part in the Movement. For the sake of
more specific analysis, I give attention to women's systematizing struggles for the right to
vot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qual education (social participation). I also classify several
data about the procedure how woman political representatives, under the enduring chinese and
rocentric society, were emerged as they demonstrating, reforming, associating, and struggling.
Then, I deal with women's movement for equal education which has been shown in the
development of Chinese women's movement history. I elaborate the procedure how Chinese
women struggled for gaining the right of receiving higher education. In sum, Chinese Women's
Movement at the period of 5.4 Movement exerts functions and roles below through several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First, the systematization of Chinese women is the biggest
achievement of Chinese Women's Movement at the period of 5.4 movement. Women
organizations fought for the suffrage and eligibility for election which are basis of democratic
society. Some leading organizations are around 12 including Changsha female line association,
Beijing Female line association, Beijing women's participation 협진회, Beijing women'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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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alliance. They resulted in producing several female members of an assembly and
achieving the adoption of new laws for women's suffering. Second, they made Chinese
government accept the equal education system and made the university admit woman students
for the first time. Also, they laid the groundwork for men and women's equal education in
Chinese society by establishing higher education institutes for woman students. Third, they
urged conservative Confucian system and custom to move toward the new life with new norms
and values. The steadfast and persistent struggle of woman activists was rewarded with good
fruits. However, as the whole society came up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women
movement was also estranged from democracy and liberalism with rather focusing on liberation
of women labor.
Key Words: 5.4 movement, New Cultural Women's Movement, a woman association, the
right for women's equal education, women's suffr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