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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만주국의 여성작가 梅娘(1916~2013, 본명 孫嘉瑞)은 1940년대 일본 점령하의 

베이징에서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활약했다. 전후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으나, 1980년대에 일본 점령지 문학이 재조명되자 梅娘의 문학은 일본의 지배나 

여성을 억압하는 남권사회(男権社会)를 향한 비판을 묘사했다는 측면에서 

재평가되었다. 1  이윽고 1990년대에 이르러 일본 점령하의 중국 지식인의 선택을 

‘저항’과 ‘협력’의 이항대립으로 파악하는 것이 의문시되면서, 2  이항대립만이 아니라 

다종다양하고 유동적인 문화적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梅娘의 

문학활동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3  

이러한 연구 배경을 의식하면서, 본 발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 말기에 梅

娘이 『婦女雑誌』에서 발표한 수필 ｢為日本婦女祝福｣(6권 5, 6기, 1945. 6)이다. 이 잡

지는 일본 주부나 전쟁에 협력하는 총후(銃後, 후방)의 여성을 칭송하는 잡지였고, 선

행연구는 梅娘이 가정의 속박에 사로잡힌 여성상을 긍정했다고 보고 그 여성 의식의 

혼란과 일본의 침략전쟁을 고무했다는 점에서 민족의식의 결여를 지적하였다.4 하지만 

梅娘이 ｢為日本婦女祝福｣을 발표하는 데 이른 사상적 배경를 깊이 검토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본 발표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 ｢為日本婦女祝福｣이 발표된 장(場)으로서 『婦女雑誌』

의 담론공간에 주목하고자 한다.5 『婦女雑誌』는 일본군이 설립한 武徳報社 산하였던 

탓에 전후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일본 점령하에서 중국 여성

의 근대화를 지향한 잡지로서 재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婦女雑誌』의 담론공간에서 梅

娘의 ｢為日本婦女祝福｣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고, 그 사상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１． 『婦女雑誌』의 담론공간—근대적 주부상과 여성의 전쟁협력 

『婦女雑誌』(趙今吾 주편, 華北文化書局 발행)는 부인 대상 종합잡지였고, 1940년 

9월부터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까지의 약5년 가까이 발간되었는데,  일본점령하에서 

발행된 부인잡지로서는 간행 기간이 가장 길며 또한 영향력이 컸다. 최근 

연구에서는『婦女雑誌』가 정치나 시국 관련 기사에서는 일본 정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는 했지만 여성 관련 논설에서는 되도록 정치에 거리를 두고 남녀평등이나 

여성교육 보급, 가정생활의 향상을 꾀했다고 평가되고 있다.6  

『婦女雑誌』의 ｢발간사｣(1 巻 1 期、1940. 9)는 그 사명을 "신시대의 조류에 따라 

원칙적으로 남녀 관계의 합리적 발전을 탐구하고, 국가 사회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1 예를 들어, 張泉의 ｢梅娘:鼎貴家庭背景与平民女権視角｣,『抗戦時期的華北文学』, 貴州教育出版社, 

2005, 岸陽子의 ｢梅娘の短編小説｢僑民｣をめぐって｣, 『中国文学研究』26 号, 2000. 12 등이 있다.  
2 이론적 틀로 Poshek Fu, Passivity, resistance, and collaboration : intellectual choices in occupied 

Shanghai, 1937-1945,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의 ‘그레이 존’이나 平野健一郎의 『国際文化論』, 

東京大学出版会, 2000 의 ‘문화접촉’이 있다.  
3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陳言, 『忽値山河改：戦時下的文化触変与異質文化中間人

的見証叙事(1931〜1945)』, 中央編訳出版社, 2016. 
4  陳言,｢梅娘与《婦女雑誌》,《実報》関係的考釈｣(『忽値山河改』前掲),趙月華, 

｢歴史重建中的迷失ーー 

梅娘作品修改研究｣, 『中国現代文学研究叢刊』, 2005 年第 1 期 참조 
5 『婦女雑誌』에서 梅娘의 활동 전체를 관통하는 여성관은 이미 졸고 ｢『婦女雑誌』にみえる梅娘の

女性観｣(『現代中国』92 号, 2018 掲載予定)에서 검토한 바 있다. 본 발표는 특히 『婦女雑誌』의 

담론공간과 梅娘의 ｢為日本婦女祝福｣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논하고자 한다.  
6 肖楠, 『華北淪陥区《婦女雑誌》期刊研究』, 江西師範大学修士論文, 2014 참조. 



 “혼인제도, 가정조직, 부녀도덕, 아동교육, 연애의 자유’를 논하고 부녀 해방을 지향해

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편집 방침에 따라, 지면도 여성교육이나 직업·결혼·출산 등

 여성문제 관련 논설이 중심이었다.  그 외에 외국 여성의 소개, 여성교육자나 여학교

 방문기, 각계 여성의 좌담회, 독자 교류란이 실렸다. 그리고 전쟁이 확대되면서 여성 

동원과 전쟁협력 관련 기사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婦女雑誌』의 담론공간에서 

직업여성과 함께 현대 여성의 중요한 하나의 유형으로 다루어진 것이 바로 현모양처-

근대적인 주부상이었다.  이는 전근대의 유교 도덕에 근거한 여성관과는 달리, 서양 

근대국가에도 공통되는 현대 사상의 하나였다. 부부간·부모 자식 사이의 강한 정서적 

관계를 전제로, 여성이 국민국가의 일원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

로 합리적·효율적인 생활을 운영한다는 것이었다.7  지면에서는 이외에도 위생·가사·육

아 관련의 과학적인 생활 지식도 다수 소개되었으며, 이 점에서 보아도 『婦女雑誌』가

 근대적 주부상의 도입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대 주부상에 관한 논설에서는 여성이 가정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도  책

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특히 1942년경부터는 주부의 전쟁협력-전시하의 증산

과 절약, 방공 관련 기사가 많이 실렸다.8 

 

２．『婦女雑誌』의 일본여성 소개-현대 여성의 모범  

『婦女雑誌』의 여성 관련 논설은 당시 일본 논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일본의 

서적과 잡지를 번역한 기사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설이 23편에 이른다. 

특히 당시 일본에서 대표적인 여성잡지였던 『婦人公論』, 『新女苑』, 

『婦人倶楽部』, 『主婦之友』의 번역 13편이 포함된 숫자이다.   

일본여성을 소개하는 글(23편)과 사진(8편)도 다수 실려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본여성은 근대여성의 모범으로서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여성교육이 

보급되어 있다는 점이나, 직업여성이 폭넓게 등장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근대적인 주부상이었다. 일본 주부는 온화·순종·근면하며 

합리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가정을 책임지며 현모양처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소개되었다.  1942 년부터는 이외에도 전쟁에 협력하는 총후 여성상도 활발하게 

언급되었으며, 일본 주부가 강한 국가의식을 가지고 민족과 사회에 책임을 다한다는 

점을 칭송하였다.9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婦女雑誌』가 일본 외에 구미 여러 나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여러 구미 국가의 여성을 소개하는 글이 31편에 이르는데, 

이는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나라를 중심으로 여성교육, 결혼과 가정생활, 

직업과 사회진출, 전시의 여성 동원 상황과 전쟁협력을 거론하고 있다. 각국별로 

보자면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독일여성의 소개가 가장 많지만 (16편), 미국여성에 관한 

논설도 다수 게재되었다 (15편).  일본이나 독일 여성의 소개에서는 근대적 주부상이 

중심이었던 데 비하여, 미국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진출이나 직업여성에 관한 정보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로 미루어 볼 때, 『婦女雑誌』는 일본뿐만 아니라 구미 여러 나라의 여성에게도 

                                                   
7 현모양처(근대적 주부상) 담론은, 예를 들어 美麗의 ｢賢妻良母｣, 1 巻 1 期, 1940. 9, 痴心의 

｢関於婦女的職責｣, 2巻 1 期, 1941. 1, 蕊弟의 ｢中国婦女運動的展望｣, 5巻 9 期, 1944. 9 등 많은 논설이 

언급한 바 있다. 『婦女雑誌』의 현모양처 담론이 근대사상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周潔의  
｢1940‐1945 年淪陥区報刊的複雑面相―以《婦女雑誌》中“新母親”形象書写為中心的考察｣, 『大慶師 

範学院学報』, 37 巻 1 期,  2017. 1 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8 光輝, ｢節約生産與婦女｣, 3 巻 5 期, 1942. 5, 範舜農, ｢庭院空地是家庭農場――主婦們的増産工作｣, 

5 巻 4 期, 1944. 4, 淑子,  ｢主婦與防空｣, 3 巻 10 期, 1942. 10 등이 있다. 
9 당시 일본사회에서는 메이지(明治) 이후 여성교육이나 부인잡지의 보급으로 근대적인 주부상이 

널리 공유되었고, 이를 체현하는 여성이 다수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小山静子, 『良妻賢母という

規範』, 勁草書房, 1991, 木村涼子, 『<主婦>の誕生――婦人雑誌と女性たちの近代』, 吉川弘文館, 2010 

참조.  



현대 여성의 모범으로서 관심을 보였다. 특히 정치적 입장을 뛰어넘어 미국여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일본여성을 중심으로 다룬 것은 물론 일본 점령하에서 그 문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일본이 근대여성에 관한 가장 

가까운 정보의 원천이었다는 점, 그리고 일본여성이 현대 주부상의 가장 좋은 

모범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이 그 배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３．  梅娘의 ｢為日本婦女祝福｣에 나타난 여성관  

梅娘은 『婦女雑誌』에서 1942년 2월부터 1945년 6월까지 활동했고, 소설과 번역 

(각 2편, 연재는 1편으로 계산) 외에 주로 여성교육에 관련된 많은 방문기와 

르포르타주(9편) 등 총 23편을 게재했다. 이러한 활동 끝에 발표한 것이 

｢為日本婦女祝福｣이었다. 이 글은 원래 전시 일본여성을 위해 방송한 라디오 원고였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梅娘의 대일협력에 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梅娘의 여성관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그것은 

『婦女雑誌』의 담론공간에서 도입하고자 했던 근대적인 주부상과 겹치는 것이었다.  

｢為日本婦女祝福｣에서 梅娘은 일본 주부가 가정에서 현모양처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칭송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형용하는 모든 장점과 사랑스러움, 존경의 말을 써서 일본 어머니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본 어머니의 마음은 태양같은 위대함으로 빛과 열에 가득차 

있어, 그토록 끈기있게, 그토록 온화하게, 그토록 시의 적절한 격려를 하며, 집에서는 

화기애애하게  만듭니다. 아이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정시에 

출근시키며, 규율 속에서 쾌락을 찾아, 어머니는 한 알의 진주 핵처럼 그녀를 둘러싼 

아이와 남편에게 영원히 올바른 생활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또한 梅娘는 일본의 주부들이 전시하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는 모습을 기려,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경애하는 일본여성은, 모두 일관되게 계속해서 자애로운 

어머니, 근면한 아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장, 농촌, 광산 각 방면의 노동 

현장에서 위대한 노동력을 바쳐 국방을 굳건하게 하고, 국가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은 국가 민족을 위해 이 시대의 숭고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강조는 인용자〕”  

梅娘은 일본의 총후 여성상을 칭송했지만, 그 중점은 전쟁협력 자체가 아니라 

여성이 강한 국가의식을 갖고 민족과 사회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나는 일본의 주부-여러분이 이러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중략) ... 나는 당신들이 후방의 

전장에서 불굴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중략) 전쟁은 

일시적인 일이지만, 여성의 국가와 민족, 사회에 대한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강조는 

인용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婦女雑誌』의 여성 관련 논설은 대부분 정치에 거리를 

두었지만, 그 중에는 국가에 대한 여성의 책임을 강조하고 중국여성에게 대동아전쟁과 

중일제휴에 협력하기를 호소하는 것도 있었다. 10  그러나 梅娘은 이러한 진영에 

참가하는 일 없이, 정치적으로는 일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梅娘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婦女雑誌』의 담론공간에서 ｢為日本婦女祝福｣이란 

일본여성을 어디까지나 근대적 주부상의 모델로서 본 것이며, 梅娘은 그러한 

‘근대적’인 여성의 존재방식을 칭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맺으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바는, 『婦女雑誌』의 담론공간이란 일본의 점령하에서만 

                                                   
10 黎鴻, ｢中国婦女與大東亜戦争｣, 3巻3期, 1942. 3, 李竹君, ｢由東亜共栄圏的確立：再談到中日 婦女

的提携｣, 3巻7期, 1942. 7, 一丁, ｢大東亜戦争與華北婦女之責任｣, 3 巻 10 期, 1942. 10, 尹梅伯, ｢同

盟条約與婦女任務｣, 4 巻12期, 1943. 12 등이 있다. 



태어날 수 있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사회에 일정한 보편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일전쟁기에 여성의 현모양처 역할을 강조하고, 그 전쟁협력을 국가 의식의 

발로로서 칭찬하는 담론은 일본 점령지외에서 발행된 여성 

잡지-상하이의『上海婦女』, 충칭의 『婦女共鳴』나 『婦女月刊』, 

옌안의『中国婦女』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지면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비록 비중은 다르지만 미국, 영국, 소련 등 외국 여성의 전쟁협력을 모범으로 

소개하는 담론도 폭넓게 찾을 수 있다.11  

그리고 梅娘의 근대적 주부상을 중시하는 여성관은, 일본의 점령에서 벗어난 

전후에도 이어졌다. 전후 梅娘은 반우파 투쟁에서 문화대혁명 종결까지 문학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부터1950년대 후반까지 상하이의 

『新民報』(晩刊), 홍콩의『大公報』에서 다양한 소설과 수필을 발표하였다. 12  이는 

주부의 관점으로 가정생활과 아동교육, 사회를 묘사한 수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수는 37편에 이른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梅娘의 여성관은 일본의 점령 여부와 

관계없이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그 때문에 전후의 중국 사회에서도 통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기] 본 연구는 科研費(18K00346)조성을 받아 이루어졌다.  

  

   （日本語からの翻訳：安志那） 

                                                   
11『上海婦女』 연구로 連玲玲, ｢戦争陰影下的婦女文化：孤島上海的婦女期刊初探｣, 『近代中国婦女 

史研究』20 期, 2012. 12 을 참조. 『婦女共鳴』, 『婦女月刊』, 『中国婦女』 연구는 『中国近現代 

女性期刊匯編』의 복각판(線装書局, 2006) 참조. 
12 1950 년대 梅娘의 문학활동은 荘培蓉의 『迎合, 背離与反思：梅娘 1950 年代作品研究』, 

華東師範大学修士論文, 2016 에 의해 정리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