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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바라뜨 스뜨리 마하만달의 창립, 아슈라마의 실천, 여성
국민회의 분리 발언 등을 통해 드러난 사랄라 데비의 비전과 여성운동을 
검토했다. 

사랄라 데비가 마하만달을 창립한 것은 남성이 주도하던 여성단체와는 
다른 목표를 가진 단체를 설립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여성이 주체가 되어 
여성 문제를 다루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여성이 남편의 동의 
없이도 아슈라마의 은둔기와 유랑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실천한 것은 삶에 대한 여성의 자주적 결정권을 강조한 것이며, 나아가서 
사회·정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역에도 여성의 주체적 결정권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드러낸 것이다. 

1931년에 사랄라 데비가 여성국민회의 분리를 주장한 것은 남성 적대적
인 급진적 페미니즘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기보다는, 불복종 운동에 여성들
을 동원하고 대거 참여시키면서도, 법을 제정하는 일에는 여성들에게 아무
런 역할도 주지 않는 인도국민회의의 의사 결정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법을 제정하는 일과 인도국민회의 활동 
방향을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 운영위원회 등에 여성들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 이에 대한 비판으로 여성국민회의 분리를 주장한 것이다. 또한 민족 독
립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면서 후순위로 밀려난 여성 문제를 부각시
키고, 아울러 정치 영역에서도 여성들이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비전
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랄라 데비의 비전은 마하만달 창립, 아슈라마 실천, 여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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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세기 중반부터 남성과 여성의 영역이라는 이분법적 영역 분

할과 전통적인 여성 규범을 넘어서서 주체성과 독립성을 갖고 자

아를 실현하려 했던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여성들

에 대하여 신여성(新女性, New Woman)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인도의 경우에도 19세기 말부

터 자아 인식과 주체성을 표현하거나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규범

과 제도를 비판하는 여성들 즉 신여성이라 규정할 수 있는 여성들

이 등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신여성 가운데 한 명인 사랄

라 데비(Sarala Devi Chaudhurani: 1872-1945)가 가졌던 비전과 

여성운동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벵골 출신의 사랄라 데비는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던 과학 교

육을 받고자 열망하는 한편 남성들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던 음악

과 직업 세계에 도전하기도 했다. 또한 무예(martial art)를 선보이

는 행사를 주최하거나 벵골의 영웅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기리는 

축제를 조직함으로써 상무정신(尙武精神)을 강조하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도 하고, 간디의 물레 운동에 동참하여 스와데시 운동

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

성단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바라뜨 스뜨리 마하만달(Bharat 
Stree Mahamandal)을 설립하여 여성 주체적 여성단체 조직의 초

민회의 분리 주장을 통해 드러났으며, 이러한 비전이 반영된 사랄라 데비의 
여성 운동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주체적 여성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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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마련했으며, 인도국민회의에서 여성문제를 선순위에 두지 않

는 것을 비판하면서 여성을 위한 인도국민회의 분리를 요구하기

도 했다.
이처럼 사랄라 데비는 신여성으로서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여

성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인도의 신여성 연구 자체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사랄라 데비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경우도 많지 

않다.1) 또한 사랄라 데비를 다룬 연구자들이 관련 자료를 분석하

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음도 필자가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동시대에 활동한 ‘사랄라 데비’라는 이

름의 여성이 여러 명이기 때문인데 동명의 사랄라 데비의 사료를 

제대로 분류해 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랄라 데비가 기고한 글들, 사랄라 데비의 

회고록, 해당 연도의 인도국민회의 연차대회 보고서(Report of 
the session of the Indian National Congress, INC Report로 약

칭), The Indian Annual Register(IAR로 약칭), The Modern 
Review, The Indian Social Reformer(ISR로 약칭) 등의 사료를 비

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사료를 인용한 연구자들의 오류 

역시 검토하여 사랄라 데비의 비전과 여성 운동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 설립에 대한 비

전을 검토하고 다음으로는 여성 평등의 범주를 인생의 네 단계인 

아슈라마(Āśrama)에까지 확대하려는 비전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

의 전개 과정에서의 여성 자결권에 대한 비전과 페미니즘 성향 등

을 분석할 것이다. 

1) 본 연구는 인도의 신여성과 민족주의 담론을 연구하는 다년 연구의 일환이다. 
이에 인도의 신여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사랄라 데비의 생애에 대해서는 본 

서론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인도 신여성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박금표(2015b) pp. 165-167를, 사랄라 데비의 생애와 선행 연구에 대해서는 

박금표(2017) pp. 26-28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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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단체와 여성의 주체성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기 시작한 이래 사회의 진보 수준과 여성

의 지위를 연결시켜 해석하는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인도 여성과 

관련된 악습 개혁과 여성의 진보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으며, 더
뜨(Umesh Chandra Dutt)가 여성 계몽을 위한 책자 발간과 여성

의 문학 활동을 증진키기 위한 문학상 제정 그리고 여성 교육을 

위한 지원을 목표로 설립한 Bāmābodhinī Sabha(1863), 차또빠드

야이(Hari Charan Chattopadhyay)를 비롯한 사회 활동가들이 공

공복지를 위해 설립한 Uttarpara Hitakari Sabha(1864) 등의 단체

들이 여성 계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벵

골에서는 센(Keshub Chunder Sen)이 설립한 Arya Nari 
Samaj(1879), 사다란 브라흐모 사마즈(Sadharan Brahmo Samaj)
가 후원하는 Banga Mahila Samaj(1879) 등의 여성단체가 설립되

었고, 마하라슈뜨라의 Satara Abalonnati Sabha, 방갈로르의 

Mahila Seva Samaj, 베나레스의 Bharat Mahila Parishad, 알라하

바드의 Prayas Mahila Samiti 등의 여성단체들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좀 더 건설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관습을 개혁함으로써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

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남성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가부장제 

성향을 띠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라마바이(Ramabai)가 설립한 

Arya Mahila Samaj(1882)와 신지학회 여성들을 기반으로 스와르

나꾸마리 데비가 설립한 Sakhi Samiti(1885) 등과 같이 여성들이 

설립한 여성단체도 있었으나 소규모의 단체이며 그리 오래 지속

되지 못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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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든 그룹과 계급을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인도국

민회의는 적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논제들을 피하기 위해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문제들은 인도국가사회협의회(Indian National 
Social Conference)에 일임하고 있었다.3) 게다가 1900년대 초까지

도 인도국민회의는 대중성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작해야 1
년에 한번 개최되는 연차대회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선언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사랄라 데비는 1905년에 “Congress O 
Svaratta Shasan(The Congress and the Issue of Autonomy)”이
라는 글을 통해 인도국민회의의 이러한 양상을 비판한 바 있다. 

모든 운동은 일반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신문들이 논제에 대

하여 강한 논쟁을 시작하고 나서야 인도국민회의의 공식 결의안에 등

장한다. 인도국민회의는 어떤 선동적인 계획에도 참여한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일반 대중에게 맡겨졌다. 인도국민회의는 어떤 성공

적인 캠페인을 이끈 적이 없고 대중들의 노력은 실패했다. 이것은 당

연한 것이다. 인도국민회의는 해마다 3일 동안의 회기를 갖고 이 3일 

동안 그 해의 활동들을 논의하여 결의안에 담는다. 인도국민회의는 오

직 이 3일 동안만 살아 있다. 마치 가을의 두르가 뿌자처럼.4) 

위의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인도국민회의는 대중성이 미

약했고, 어떤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나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 여성 문제는 인도국민회의

의 주요 논점이 되지 못했고, 인도국가사회협의회 역시 인도국민

회의 연차대회와 함께 개최되지만 이 역시 여성 문제를 상시적으

로 논의하는 기구는 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국가사회협의

2) 여성 관련 단체에 대하여는 Ghosh(1951) pp. 129-169; Raman(2009) p. 137 
참조 요망. 

3) Forbes(1988) p. 55.
4) Ray(2012) p. 1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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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내에 여성단체인 바라뜨 마힐라 빠리샤드(Bharat Mahila 
Parishad)가 1904년에 창립되었으나 이 역시 남성들에 의해 운영

되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사랄라 데비는 여성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성협의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1909년 12월에 라호르에서 인도국민회의 연차대회와 더불어 인

도국가사회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바라뜨 마힐라 빠리샤드 모

임에 참석한 여성들이 모여 여성들을 위한 바라뜨 스뜨리 마하만

달(Bharat Stree Mahamandal: 인도 여성의 위대한 단체. 이후 마

하만달로 약칭함)이라는 이름의 여성단체를 창설하여 매년 크리스

마스 시즌에 연례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마하만달의 

설립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사랄라 데비가 1911년에 

Modern Review에 기고한 “A Women's Movement”에는 마하만달

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목표, 지부 등에 대해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먼저 출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부각된 ‘개
혁가 남성들’의 반대에 대해 살펴보자.

1909년 모임에서 여성들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

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1년 동안 마

하만달 창립을 위해 준비를 했고 1910년 11월에 라호르에서 모여 

센(Mrs B.N. Sen)을 의장으로 사랄라 데비를 총서기로 하며 창립

총회는 알라하바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마하만달 창

립에 필요한 수순을 밟고 있을 때, 소위 개혁가 그룹에 속하는 남

성들이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사랄라 데비는 다음

과 같이 기술했다.

12월 중순에 알라하바드에서 이상한 기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을 알게 되었다. 남성 집단이 여성들에게 전면적인 반대를 표명했다. 
그들은 사회개혁가라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약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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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옹호하는 자들이라고 선전한다. 여성을 위한 평등한 기회, 여성교

육 및 여성 해방은 연례 프로그램의 주요 연설 주제였다. 교육받은 여

성들이 그들의 플랫폼에 와서 위의 주제들에 대해 연설을 하도록 촉구

하여 여성 문제에 대한 좋은 본보기로 삼으려는 진심어린 노력도 했

다. 그러나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자 도전하는 여성들에게는 분노했다. 
(중략) 교육을 통해 여성을 자조(self-help)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

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시도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고, 
남성들이 여성단체를 이끄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마누의 그늘 

아래 여전히 머물러, 인도 여성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그
들이 발전하는 매 단계에서도 오래된 전례에 따라 여성들을 노예상태

로 있게 하고 싶다면 그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5) 

요컨대 마하만달 설립을 제안했을 때에는 찬성하던 사람들이, 
창립이 가시화되자 온힘을 다해 이를 저지했는데, 이들은 다름 아

닌 개혁가라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가들조

차도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규정한 마누법전의 젠

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19세
기말부터 여성들이 자신들에 관한 담론의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음에도6) 여전히 남성들은 여성을 종속적인 존재이며 수혜

의 대상인 타자(他者)로 인식할 뿐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므로 

마하만달의 설립을 통해 ‘여성 주도의 여성단체 결성’이라는 사랄

라 데비의 비전 그 자체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여성에 대

한 인식이 드러남으로써 여성이 여성 담론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도 부각된 셈이다.
그러나 결국 남성들의 반대로 1910년 알라하바드의 여성 컨퍼

런스는 남성이 주도하는 기존의 바라뜨 마힐라 빠리사드와 마하

만달 두 개로 분리되었다. 마하만달은 1910년 12월 30일 마요 대

5) Chaudhrani(1911) p. 345.
6) 여성담론의 주체성 확립에 관하여는 박금표(2016) pp. 55-71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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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Mayo College)의 비지아나그람 홀(Vizianagram Hall)에서 창립

대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바로다 왕국의 왕비와 하이데라바드의 

사로지니 나이두(Sarojini Naidu) 등의 격려를 받았으며 특히 사로

지니 나이두는 “이 컨퍼런스가 신기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도

의 딸들은 진보의 참된 수호자이며 번영과 평화의 청지기입니다

.”7)라는 격려의 전보를 보냈다. 이로써 여성이 주체성을 가진 최

초의 여성단체가 탄생했다. 이때 분리된 두 개 단체의 특성에 대

하여는 “유감스럽게도 영광스러운 1910년 알라하바드의 여성협의

회의 에너지는 분산되었다. 한쪽은 남성들이 뒤에서 줄을 당기고 

여성들은 무대에서 인형극의 꼭두각시처럼 행동 하는 단체이며 

다른 하나는 전율하는 여성들이 기사도 정신을 가진 남성들과 협

력하여 운영하는 단체이다.”8)라고 한 사랄라 데비의 글에 함축적

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랄라 데비가 주축이 되어 마하만달을 창립한 일에 대하여 후

대의 학자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평가를 했다. 로빈슨(Robinson)은 

남성들에게 의존하던 여성단체들의 중요한 진보를 의미하는 것이

며, 개혁가들의 행동은 그들의 선언이나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지만, 마하만달의 목표는 남성들에게 굴종되어 

있다고 사랄라 데비가 비난했던 다른 단체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회원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되게 함으로써, 남성

과 여성의 관심이 상충되는 사안을 끌어안는 데까지 확장되지 못

했고, 한편으로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인도에서의 여성의 문제는 

곧 남성의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남성들의 도움을 기대하는 표현

을 했다고 평가했다.9) 
사랄라 데비가 밝힌 마하만달의 목표는 여성 가정교육 조직, 지

7) Chaudhrani(1911) p. 346.
8) Chaudhrani(1911) p. 345.
9) Robinson(1999)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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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문학서 보급과 장려, 여성들이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수공예품을 팔 수 있는 판매시설 제공,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 개발, 모든 지역에 본부와 연계되는 지부 설립, 마하만달과 

유사한 여성단체나 협의회와의 연합, 여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사

무소 개설, 회원들 혹은 다른 지역 여성들의 정기적인 모임 개최 

등이다.10) 
로빈슨이 지적한 대로 대부분의 목표는 남성들이 주도하는 여

성단체의 목표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전국적인 지부의 설립

이나 다른 여성단체와의 연합을 꾀하는 등의 목표는 기존의 단체

들과는 차별되는 목표이다. 이것은 그저 정관에 들어 있는 명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마하만달이 창립 된 후 실제로 라호르, 알
라하바드, 델리, 까라치, 암리차르, 하이데라바드, 깐뿌르, 반꾸라, 
하자리바그, 미드나뽀레, 캘커타 등에 지부가 설립되었다. 
이 지부에서는 연례행사로 위에 언급한 여성 문제를 다루는 것

이 아니라 상설기구로서 지속적으로 여성 문제를 다루었다는 차

이가 있다. 또한 회원자격에 대해서는 ‘민족, 인종, 계급, 신앙, 지
역에 상관없이 마하만달의 목표와 목적에 동조하는 모든 여성은 

입회서와 1루피를 냄으로써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

다.11) 그렇기 때문 회원 자격이 여성으로 한정된 문제를 지적한 

로빈슨의 견해 역시 일견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남성과 여

성의 관심이 상충되는 것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한 부분은 

좀 과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관심이 상충되는 사안

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라고 보는 데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것을 기존의 단체들이 남성 중심으

로 다루었기 때문에 여성이 주도하는 여성단체의 필요성이 등장

10) Chaudhrani(1911) p. 347.
11) Chaudhrani(1911) p.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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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 자격이 여성에게 주

어졌지만 이와 더불어 사랄라 데비가 ‘기사도 정신을 가진 남성들

과 협력하는 단체’라고 마하만달의 성격을 설명한 것과 함께 고려

한다면, ‘회원은 여성으로 제한하면서 남성의 도움을 기대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여성회원들이 주도하고 남성 회원들은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즉 

남성이 주가 되고 여성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존의 단체와는 

반대의 상황으로 단체를 운영하고자 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

이다. 
한편으로 바라띠 레이는, 처음 이러한 여성 협의회를 조직한다

고 했을 때 찬성하던 인물들도 이 단체의 설립의 가시화되자 반대

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여성들이 그렇게 빨리 협의회를 조직할 것

이라고는 남성들이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는데12) 이 지

적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와 독립 후에도 나타났기 때문이다.13) 그러나 어쨌든 역

설적이게도 이러한 반대는 오히려 남성 개혁가들이 이끄는 여성

단체가 있지만 여성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성단체가 필요하

다는 타당성을 제공한 셈이다. 또한 레이는 마하만달의 창립으로, 
여성 운동의 지도권을 남성에게서 여성에게로 이전시켰고 나아가

서 여성에게 적합한 것이라고 남성들이 판단한 사안을 다루는 것

이 아니라 여성들 자신의 안목으로 문제들을 제기함은 물론 여성 

12) Ray(2012) p. 81.
13) 1931년 까라치 인도국민회의 연차대회에서 ‘남녀평등’을 기본권으로 

발의했을 때 찬성했던 인물들이 독립 후 힌두법 개정안에 결혼과 

재산에서의 남녀평등권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1931년 당시 여성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강했고 현실로 나타날 

미래는 멀리 있었기 때문이라거나 이상적인 평등과 실제적 평등에 대한 

정의가 충돌했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여성단체 설립과정에서도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Som(1994) p. 169; 박금표(2015a) 
p. 36 이하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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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개혁의 책임은 여성 자신에게 있다는 믿음을 발생시키고 여

성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킴으로써 페미니즘 출현의 단초가 되

었다고 평가했다.14) 뿐만 아니라 로빈슨의 평가와는 달리 사랄라 

데비가 애국적인 남성들에게 그들 가족의 여성들이 마하만달에 

참여하도록 자극하고 인도하라고 요청하고 아울러 남성들에게 정

식으로 기부하여 후원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노력이 결합되어야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 주었으

며, 남성 적대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15) 
어떠한 시각으로 마하만달의 창립을 평가하든 마하만달이 인도 

여성사에서 획기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마하만달 창립의 주요 목적은 남성들이 하던 개량 프로그램과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으며, 남성을 배척하는데 주목적

을 둔 것이 아니었다. 연례회의에서 몇 가지 선언을 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여서 논의할 상설기구를 만들자

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것을 여성이 주도하자는 데 있었다. 그런데 

이 창립을 반대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남성 개혁가들은 오히려 

여성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여성단체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더욱 공고히 해준 셈이다. 
이렇게 설립된 마하만달은 이후 무슬림인 로께야(Rokeya Sak-

hawat Hossin)가 창립한 이슬람 여성 단체(Anjuman-i-Khawatin-
i-Islam: an organization of Muslim women, 1914)와 Women’s I-
ndian Association(1917), National Council of Women in India(19
25), All India Women’s Conference(1927) 등의 전국적 여성단체 

설립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므로 마하만달의 설립을 통해, 사랄라 

데비가 드러낸 비전은 여성단체의 주체성 확립 즉 ‘여성들을 위

14) Ray(2012) pp. 86-87.
15) Ray(2012)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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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들에 의한’ 여성단체의 설립이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Ⅲ. 여성 평등과 아슈라마

아슈라마(Āśrama)는 인생의 네 단계로 첫째는 학습기(Brahma-
cārya)이며 둘째는 가정생활기(Gṛhastha) 셋째는 은둔기(Vānapr-
astha) 넷째는 유랑기(Sannyāsa)이다.16)

아슈라마의 첫 단계인 학습기는 입문식(uapanāyana)으로 시작

되는데, 마누법전 2장 36절17)에서는 수태된 해로부터 브라만은 

8년째에, 끄샤뜨리야는 11년째에, 바이샤는 12년째에 입문식을 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장 66-67절18)에는 여자들은 모든 

의식을 만뜨라 없이 행해야 하며 여자들에게 결혼식은 베다의 성

례이며 남편을 모시는 것은 스승에게 머무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2장 74-79절에서는 베다를 학습하는 학습기에는 

‘옴’으로 시작하는 만뜨라를 비롯한 여러 만뜨라를 읊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 그러므로 만뜨라를 읊을 수 없는 여자와 수드라

는 입문식을 거행할 수 없으며 브라만, 끄샤뜨리야, 바이샤 남자

만 이 입문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16) 아슈라마의 각 단계에 대한 통일된 한글 표기가 없다. 범행기(梵行期), 
가주기(家住期), 임서기(林棲期), 유행기(流行期) 등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학생기, 가정기, 산림기, 유행기 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단계의 

의미를 살려서 학습기, 가정생활기, 은둔기, 유랑기 등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17) Jha(1999) Vol. 3, p. 276.
18) Jha(1999) Vol. 3, pp. 320-321.
19) Jha(1999) Vol. 3, pp. 3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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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기를 마치고 은둔기에 접어드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작된 

모든 음식과 자신의 소유물들을 놓아두고 아내를 아들에게 맡기

거나 아내와 함께 숲으로 가야 한다(6장 3절)고 규정하고 있다.20) 
아슈라마에 대한 이러한 규정들은 대부분의 인도 고대 법전에

서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도의 고

대 법전들에 따르면 여성에게는 결혼식이 입문식을 대신하며, 아
슈라마의 둘째 단계인 가정생활기의 역할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

며, 여성이 은둔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남편과 함께 가는 경우

뿐이다.21) 
이러한 아슈라마의 규정이 남녀평등 정신에 어긋나는 전통이지

만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보기 드물다. 근대에 들어 여

성의 지위 향상이나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게 여성 교

육과 참정권 등과 같은 사회적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에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랄라 데비는 여성의 평등을 아슈라마

의 영역까지 확대하여 그 문제를 제기하고 은둔기를 스스로 선택

하여 남편을 동반하지 않고 은둔기에 들어갔다. 1923년 2월 3일자 

The Indian Social Reformer22)에서는 “인도의 은둔자(An Indian 
Hermit)”라는 제목 하에, ‘힌두교 성전에는 남자에게만 삶의 네 단

계가 규정되어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여성에게 적절한 것으로 간

주되어 온 것은 결혼 생활뿐이었다. 다른 나라의 여성들이 정치적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반면에 인도의 개화된 여성인 사랄라 데

20) Jha(1999) Vol. 5, p. 190.
21) 이러한 고대 법전들의 규정이 이념적인 것일 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삶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강력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 범주를 넘어서는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계급과 여성, 차별과 평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고대의 

법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것은 

이후 기술되는 사랄라 데비와 기자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22) ISR(1923) Vol. 33, p.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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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남성에게만 규정되어 있는 은둔기와 유랑기에 대하여 남성

과 동등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요지의 논평을 싣고, 
Navajivan에 힌디어로 게재된 인터뷰 내용 전문을 영어로 게재했

다.23) 그 내용 가운데 주요 부분을 살펴보자. 

1922년 9월 9일부터 사랄라 데비가 은둔기에 들어가 1년 동안 

탁발수행자로 살겠다고 맹세했다는 말을 듣고 기자가 무쏘리

(Mussoriee)에 찾아갔을 때 사랄라 데비는 오전 9시까지는 묵언을 

하는 수행 중이었고, 수시로 명상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어
렵게 그녀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으며 먼저 은둔기에 들게 된 이유

에 대해 묻자, 결혼 후 아르야 사마즈 사람들로부터 삶의 셋째 단

계인 은둔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50세쯤 되면 셋째 단계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는데, 마침 건강이 좋지 못하여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 휴지기에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은둔기에 들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어 은둔기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는 ‘넷째 단계를 위한 예비 단계’라고 답했다.
그리고 기자는 사랄라 데비가 은둔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간

디와 남편의 승인 여부를 물었다. 간디의 승인 여부를 물은 것은 

당시 사랄라 데비가 간디의 물레 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물레 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던 사랄라 데비가 갑

자기 은둔기에 들어가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면 간디의 신조를 외

면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랄라 데비는 자신이 

은둔기에 들어간 것을 간디가 알고 있다고 답했을 뿐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아내는 남편 없

이 은둔기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23) ISR(1923) Vol. 33, p. 370-371.



사랄라 데비(Sarala Devi)의 비전과 여성운동 ∙ 121

은둔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아내와 그럴 준비가 된 아

내는, 내켜하지 않는 아내를 세상의 소용돌이에 남겨두고 그 단계에 

들어가는 많은 남편들처럼, 남편보다 먼저 그 단계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 영혼은 성별, 성적 무능 혹은 성적 우월성 등이 없다. 세속적인 

속박으로 서로 묶여 있는 체화된 영혼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급적 

빨리 그 속박을 벗어버리는 것이 상호 최상이다. 

그리고 어린 아들이 있는 어머니로서 은둔기에 들어가면 아들

이 돌봄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아마 훨씬 더 나의 주의 깊은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세속적인 야망과 기쁨에 매달려 있는 엄마보다 떨어져 있

는 엄마가 자신의 아들을 삶의 더 높은 이상으로 훨씬 더 잘 인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랄라 데비는 결혼 후 라호르에 살면서 

그녀가 자란 브라흐모 사마즈 환경과는 다른 아르야 사마즈에 속

하는 사람들과 접하고 아슈라마 특히 은둔기와 유랑기에 대해 깊

이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도 이러한 아슈라마를 실천할 결심을 했

던 것으로 보인다. 
사랄라 데비는 1872년에 출생했고 7세에 베튠 학교(Bethune 

School)에 입학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17세까지 그 학교에 다녔다. 
이 시기를 학습기라고 보면 33세에 결혼한 후 라호르에 정착하여 

살던 시기는 가정생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50세가 

되던 1922년에 그녀의 결심대로 은둔기에 들어간 것이다. 물론 힌

두교 전통의 온전한 의미의 은둔기는 아니었다. 1년 후에 세속으

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 인용했듯이 남자들이 아내를 

집에 놓아두고 은둔기에 들어가듯이 여자들 역시 자신이 원하는 

때에 남편을 세속에 남겨두고 은둔기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

장한 사랄라 데비의 비전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기자가 

남편의 승낙이 있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은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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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남성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결혼한 여성이 남편을 세

속에 남겨두고 명상 수행을 위해 홀로 은둔기에 접어든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교육과 정치의 장에

서 요구하는 것이 남녀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정신세계나 

종교생활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러나 그것은 남편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것이었고, 남편인 람부즈 

역시 아내가 홀로 은둔기에 들어가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는 않았

으나 사랄라 데비의 ‘영혼의 필요성에 항복’함으로써 남편의 승인

을 얻어 은둔기의 고행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남편

을 설득하여 항복하게 한 것은 일종의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세속적인 권리를 위한 투쟁뿐 아니라 정신 영역에서의 권

리에 대한 투쟁도 동반되어야 완전한 평등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랄라 데비는 은둔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인 유랑기 역시 실천하고자 했다. 사랄라 데비는 유랑기의 산냐시

(Sannyasi: 유랑자)는 세계의 시민이며 특정 국가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냐시로서 자신이 봉사할 곳으로 인도를 택하는 것은 

‘그곳의 사람들, 언어, 관습 등에 대한 지식이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한 것보다 훨씬 친숙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24)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사랄라 데비는 1년의 은둔기를 마친 후 세속으로 돌아왔

지만 이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종의 봉사로서 사회적 활동

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게 10년 정도 인도를 위해 봉사한 

다음인 1935년부터 공적인 사회활동을 접고 물러나, 고스와미

(Bijoykrishna Goswami)를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에 전념했다.25) 

24) ISR(1923) Vol. 33, p.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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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935년 이후 모든 활동을 접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
러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 이후에도 사랄라 데비의 이름이 공식 

석상 참석자 명단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름이 등장

한 곳은 1937년 라마끄리슈나(Ramkrishna Paramahansa)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세계 종교회의에서 아리안 리시에 관

한 글(The esoteric science of the Aryan Rishis)을 읽었다는 기

록26)), 인도철퇴운동으로 구속된 간디가 단식을 선언한 후 간디의 

석방을 위해 1943년 2월 19일에 개최된 전-인도 지도자 회의

(All-India Leaders Conference)가 개최되었을 때 참석하여 간디

가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일27), 그리고 1944년 11월 힌두법

안을 반대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치우치지 않는 시각으로 인도 여

성 문제를 바라보라고 발언한 일28)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유랑기의 산냐시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한다는 그녀의 생

각에 그리 크게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전통적인 아슈라마 체계 안에서 여성에게는 가정생활기

만을 강조했으나, 사랄라 데비는 이를 넘어서서 남성들과 마찬가

지로 온전한 아슈라마의 단계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자 한 것

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갖고자 한다면 정신

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수행의 권리, 은둔기와 유랑기를 선택할 

권리도 가져야 한다는 사랄라 데비의 비전은 당시 세계 어느 곳에

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유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5) Chaudhurani 외(2010) pp. 24-25; Chaudhurani 외(2011) p. xvii; Ray(2012) 
p. 16

26) IAR(1937) Vol. 1, p. 417.
27) Gandhi(1944) p. 189.
28) ISR(1944) Vol. 55,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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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성 자결권과 페미니즘

사랄라 데비는 여성단체인 마하만달을 창립하면서 여성문제를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918년에 이르

러서는 여성문제를 여성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요구했다. 
이것은 1918년 1월 8일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선언한 민족 자결주

의 원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윌슨이 '14개 평화 조항'을 제시하고 전후(戰後) 세계질서에 필요

한 주요 항목으로 민족자결주의를 강조함으로써 당시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수많은 약소민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

으켰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인 1918년 12월 26에 델리에

서 개최된 인도국민회의 연차대회에서 사랄라 데비는 “국민회의

는 어떠한 조건에서든 남자들에게 규정 된 것과 같은 자격을 가진 

여성들이 성 때문에 자격을 박탈당해서는 안 될 것임을 촉구해야 

한다.”는 안건을 발의하고 다음과 같은 제안 설명을 했다.

지금은 인간의 권리, 정의, 자유, 자결의 시대입니다. 나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 안건이 ‘자결’이라는 이름으로 환영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윌슨 대통령의 정의에 따르면, 영토나 경제적 계약 또는 국내

적 개발 등의 모든 문제의 타결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가 그 협

정을 자율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근거해야 하며, 다른 타결을 원하는 

당사자의 물질적 이익이나 우위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결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사뜨야무르띠(Mr. Satyamurti)가 말한 것을 들었

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도 여성들은 남성들과 똑 같이 우리들에 대한 

‘자결’의 권리가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어떤 특별한 우호적인 취급

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완전한 평등을 원하며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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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똑 같은 자격을 가진 여성이 성으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개정안에 인도 여성

의 자격 있는 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인도 여성을 배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원하는 것뿐입니다.29) 

1919년 인도통치법(The Government of India Act, 1919) 개정

에 즈음하여 몬터규(Edwin Montagu: 당시 인도 담당 장관)가 인

도를 방문했을 때인 1917년 12월에 사로지니 나이두가 이끄는 전

인도여성대표단이 그를 찾아가 여성 참정권을 요구했다. 사랄라 

데비 주장은 이러한 여성 참정권 주장과 연계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요컨대 사랄라 데비는 민족의 자결권을 젠더의 자결권으로 확

대시켜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성참정권을 바탕으로 여성의 

자결권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비록 1919년 인도 통치법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각 지방 입법부에 그 

결정을 맡김으로써30) 여성 자결권을 보장받지 못했지만, 사랄라 

데비가 발의한 ‘인도국민회의 내에서의 남녀평등’ 안건은 만장일

치로 가결되었다.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국민회의 내에서의 여성의 권리는 제대

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1931년에 이르러 사랄라 데비는 인도국

민회의가 여성의 의사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면서 

여성 국민회의 분리를 선언했다. 사랄라 데비가 여성 국민회의 분

29) INC Report(1919) pp. 118-120.
30) 1919년 통치법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여성 참정권이 논의되었고 1921년에 

봄베이와 마드라스, 1923년에 UP, 1926년에 펀잡과 벵골 그리고 아쌈, 
1929년에는 CP주와 비하르 그리고 오리싸에서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다. 
인도의 여성 참정권 운동에 대하여는 Roy(2005) pp. 121-175를 참조. 재산과 

교육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제한 선거권이었기 때문에 1923년 

선거에서 봄베이의 여성 유권자는 5.03%였고, 마드라스는 8.46%였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가 향상된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성이 더 강한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Nanda 2002: 24).
31) INC Report(1919)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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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선언한 것은 전벵골여성회의(All-Bengal Women’s Congress)
에서였다. The Indian Annual Register에 게재된 선언과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931년 5월 1일 캘커타에서 개최된 전벵골여성회의(All-Bengal 
Women’s Congress) 첫 모임에서 의장을 맡은 사랄라 데비는 여성을 

위한 국민회의 분리 요구는 새로운 자아 인식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사랄라 데비는 먼저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동면을 깨고 

나온 역사를 추적하여 말한 후에 한 세기 동안 서구 여성들이 노력한 

결과가 인도에도 미쳐 새로운 인도 통치법에서는 인도 여성들이 지방

자치단체, 상원, 입법부의 자리에 비교적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

며, 여성들은 집안일에 한정된 활동의 장애를 극복했고 국가적 활동의 

측면에서도 여성들의 유용함을 보여주어 여성에 대한 성적 적대감이 

거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민족 투쟁에서의 여성의 활동에 대해서

는, 국민회의는 여성에게 법을 어길 역할만을 할당하고 인도 새 헌법

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을 만들 입지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자와할랄 

네루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사회주의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여성 문제

를 적절한 각도에서 다루고 국민회의로 이끌어갈 큰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면서, 다음 인도 헌법에 포함되

어야만 하는 여성의 기본권에는 성인참정권, 남편의 수입에 대한 평등 

동반자 권리, 평등 상속권, 평등 보호자 권리, 평등한 공공 고용 권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천명했다.32)

먼저 사랄라 데비가 여성 국민회의 분리를 주장하게 된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간디가 인도 민족주의 운동의 선

봉에 서서 비협조 운동을 시작한 1920년대 초부터 물레 운동을 중

심으로 여성들도 민족주의 운동 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1930년
에 이르러 간디의 비협조 운동이 불복종 운동으로 전환되면서 민

족주의 운동에 여성 참여는 더욱 확대되었다. 꾸마르(Kumar)가 

32) IAR(1931) Vol. 1, p. 374.



사랄라 데비(Sarala Devi)의 비전과 여성운동 ∙ 127

“수천의 여성들이 소금행진(Salt Satyagraha)에 참가하여 인도 전

역에서 소금을 제조하고 판매했는데, 이는 민족주의 운동에 여성

이 참여한 신기원을 이루었으며, 독립 운동에 인도 여성이 대거 

참여한 최초의 것으로 기억된다.”고 설명했듯이33) 1930년 소금행

진을 즈음한 여성의 활동은 1920년대와는 질적·양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인도의 대영투쟁 양상의 변화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인도국민회의에서는 1929년 12월 29일 개최된 라호르 

연차대회에서 ‘완전 독립’을 결의하고 1930년 1월 26일을 독립일

로 선포했다. 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간디는 염세 폐지를 포

함한 11개 조항을 요구하고 이를 영국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 영국 정부의 소금 독점법을 일부러 위반하는 소금행진을 감행

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리고 1930년 3월 12일부터 4월 5일까지 

소금행진이 진행되었고, 이후 전국에서 불법으로 소금을 만들어 

판매하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당시 불복종 운동 즉 영국이 규정한 법을 일부러 어기는 운동은 

소금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물, 기차, 산림 등에서도 광범위

한 비영리 캠페인(Non Revenue Campaign) 즉 돈을 받지 않고 승

차시키거나 물이나 산림 등과 관련된 세금을 내지 않는 등의 운동

이 전개되었고, 여러 여성 단체들이 조직되어 이 운동에 참여했

다.34) 또한 여성해방과 인도독립을 목표로 봄베이(지금의 뭄바이)
에 설립된 여성 정치 단체인 Rashtriya Stree Sangha(1921년 설

립)에서는 간디의 소금행진에 부응하기 위해 하부 조직으로 Desh 
Sevika Sangha를 결성하여 여성들의 불복종운동, 피케팅, 보이콧 

운동을 이끌었다. Rashtriya Stree Sangha 설립 당시부터 의장을 

33) Kumar(1993) p. 78.
34) Kumar(1993)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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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있던 사로지니 나이두(Sarojini Naidu)는 소금행진의 최고봉

이었던 다라사나 제염소(Dharasana Salt Works) 불법 점거를 이

끌도록 지명되었으며 이 운동으로 체포되어 1년 동안 투옥되기도 

했다. 
이처럼 1920년대 이후 1930년까지 여성들은 민족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사랄라 데비 역시 간디의 물레 운동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국민회의 지

도부의 여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Forbes)의 연구에 따르면, 간디가 사로지니 나이두에게 다

라사나 불법 점거를 지도하도록 맡겼을 때 일부에서는 그러한 위

험한 일을 사로지니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35) 
또한 간디는 여성들에게 소금행진 운동에 참여하라고 요청하고, 
여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지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즉 여성들 자신이 판단하여 행동하도록 한 것이지만 여성들의 활

동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인도국민회의

는 이들 여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관

을 개정했을 뿐만 아니라 통제권 안에 있지 않는 Desh Sevika 
Sangha를 대신할 여성 조직을 만들어 인도국민회의 내에 두려함

으로써 마찰이 생겼고, 네루는 Desh Sevika Sangha가 인도국민

회의 내에 합체되기를 원했지만 Desh Sevika Sangha는 이를 거

부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민족주의 운동, 대영투쟁에 참여하고 그 역

할이 증대되고 있었지만 인도국민회의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

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1931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까라치(Karachi)에서 인도국민회의 연차

대회가 개최되었고, 기본 권리로 1조 4항에서 모든 시민은 평등한 

35) Forbes(1988)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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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성(sex)으로 인해 차별되지 않는다는 규정

과 제5조에서 여성 노동자의 보호와 특히 출산 기간 동안 휴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36) 그러므로 인도 

독립 결의와 소금행진에서 보여준 여성들의 기여,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인도국민회의에서는 ‘남녀평등’과 ‘여성노동자 보호’라
는 획기적인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사

로지니 나이두가 결의안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의 서두에서 “국민

회의 진행 절차에서 충분한 부분이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불평이 제기되었다.”37)고 말했던 것으로 보아 남녀평등

을 기본권으로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결의

안을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충분한 발언권을 주

거나 결정할 권리를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던 것 

같다. 이러한 불만이 사랄라 데비가 “여성에게 법을 어길 역할만 

할당하고 법을 만들 입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당시 인도국민회의가 ‘완전 독립’을 선언함으로

써 민족의 독립 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었고 사회 개혁이나 

여성 문제는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것도 사랄라 데비가 ‘여성 국

민회의 분리’를 선언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여성의 입장

을 대변할 전국적 단체로는 1927년에 설립된 전인도여성협의회

(All-India Women’s Conference)가 있었는데38) 그 지도부에는 사

로지니 나이두, 까말라데비(Kamaladevi Chattopadhyaya), 라즈꾸

마리(Rajkumari Amrit Kaur) 등과 같이 인도국민회의와 관련된 

36) INC Report(1931) p. 139-140.
37) INC Report(1931) p. 154.
38) 1927년 설립될 당시에는 여성 교육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전인도여성교육협의회(All-India Women’s Educational Conference)였으나 

여성교육과 더불어 사회개혁을 의제에 포함시키면서 1929년에 그 명칭을 

전인도여성협의회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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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여성 정치 활동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성교육의 진보

는 유아혼을 없애는 것과 같은 사회적 개혁에 달려있고, 참정권을 

포함한 정치 개혁은 사회 개혁의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이 있었기 때문에39) 민족주의 투쟁에 적극적인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랄라 데비가 속해 있던 벵골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인도여성협의회가 결성된 것과 같은 해인 1927
년에 벵골여성교육연맹(Bengal Women’s Education League)이 탄

생했다. 사우사드(Southard)의 연구에 따르면40) 벵골여성교육연

맹은 교사와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교육받은 여성들이었

고 벵골의 여성 지도자들은 대부분은 개혁가 그룹인 브라흐모

(Brahmo)에 속하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나 남편의 적극적

인 지원을 받아 사회활동을 하는 인물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폭

넓은 구성원들을 가진 전인도여성협의회보다는 페미니스트로서의 

도전 정신은 오히려 미약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래서 벵골 여성 지도자들도 인도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부

당함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남성과 여성 사이의 힘의 관계, 
가장 진보적인 남성들에게서조차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인식하여 페미니스트 의식을 표출한 인물은 사랄라 데비뿐

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랄라 데비도 벵골여성교육연맹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지 않았고, 전인도여성협의회가 정치

적 견해를 표명하는 입장을 보인 것과는 달리 벵골여성교육연맹

은 여성 교육에만 헌신하는 성격을 유지했다. 사랄라 데비는 여성 

교육과 관련된 단체가 사회개혁이나 정치 문제에 눈을 돌리기보

다는 여성 교육 증대를 위한 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랐으며, 여성의 

39) Southard(1984) pp. 60-61. 
40) Southard(1984) pp. 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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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자결권 등의 정치 사회적인 문제는 인도국민회가 그 역할

을 맡아주기를 바랐던 것 같다.41) 그러나 인도국민회의는 민족문

제에 천착하여 여성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여성들에

게 의사 결정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랄라 데비가 ‘분리된 여

성국민회의’를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31년 당시 사랄라 데비가 여성 국민회의 분리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31년 6월호 

The Modern Review에서는 “벵골여성회의는 여러 면에서 시대적 

신호이며 환영받을 신호이다. 사랄라 데비의 의장 연설은 여러 곳

에서 남성에 대한 불평조의 말들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불

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42)라는 논평을 실었다. 그리고 불편한 진

실의 예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문제에 대한 연설을 인용하고, 
이어서 “술을 파는 가게가 남성들에게 해를 끼는 것처럼 윤락업소 

역시 여성을 가장 모욕하는 곳이다. 전인도, 아시아 여성협의회

(All India and All Asiatic Women’s Conferences)에서는 음주 금

지를 넘어서서 윤락업소 금지를 주요 주제로 삼았으나 인도국민

회의는 음주 금지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윤락의 

악이나 불명예스러운 업소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는 연

설을 인용했다. 
그러나 1931년 5월 16일자 The Indian Social Reformer43)에서

는 “벵골의 여성 운동(The Women's Movement In Bengal)”이라

41) 1929년 1월 3일에 개최된 전인도교육개혁여성협의회에서 활동범위를 교육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아동과 관련된 사회개혁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안건이 제시되었을 때 사랄라 데비는 이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협의회 활동을 여성교육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활동범위를 사회개혁으로 확대했고 이후 전인도여성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IAR(1929) Vol. 1, pp 423-424에 들어 

있다. 
42) The Modern Review(1931) Vol. 49, p. 727.
43) ISR(1931) Vol. 41, pp. 58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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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목 하에 비판적 기사를 게재했다. 편집자(K. Natarajan)는 사

랄라 데비가 ‘열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여성을 협력자로 받아들

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통 남자들의 정신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

고 여성의 지위와 운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개한 사람을 인도의 ‘보통남자’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벵골여성회의에서 

여성의 이혼 권리를 제외시키는 수정 결의안이 제시되었는데 사

랄라 데비가 이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결국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고 논평했다. 요컨대 사랄라 데비가 남성 적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여성권리를 부정하는 미개한 남성을 ‘보통의 남성’으로 평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가 반대하는 여성 이혼 권리를 주장

한 것 등에 대해 비판 한 것이다.44)

그러나 1936년 5월 18일에 “Address to Women”이라는 제목으

로 네루가 했던 연설을 보면, 인도국민회의가 여성에게 적합한 역

할을 주지 않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나는 국민회의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 명의 여성도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성들이 하는 불평들을 들었다. 나는 이러한 불평을 들은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평이 그렇게 적다는 것에 놀랐다. 인
도 여성들은 그들의 권리를 대담하게 주장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해의 의장이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의 책임은 

의장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러크나우 회기(1936년 4월 12일에 개최

된 연차대회로 여기서 네루를 의장으로 선출했음)에서 어떤 일이 있었

는지 모두가 알아야 한다. 나는 강력하게 연설했고 내 견해를 제시했

다. 그러나 내가 연설한 많은 것들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내가 주

장한 여러 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략) 안드라에서 온 빤디

뜨는 여성들을 가정으로부터 뛰쳐나오게 한 책임은 국민회의에 있다

44) The Modern Review 는 캘커타에서 발행되는 월간 저널로 1907년에 

창간되었으며, The Indian Social Reformer는 봄베이에서 발행되는 주간 

저널로 1890년에 창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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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했으며, 여성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자유를 국민회의가 여성들

에게 주입시키려고 안달을 한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권리를 

위한 여성들의 투쟁에서 여성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충고하는 바이다.45)

네루는 1929-30년 그리고 1936-37년에 인도국민회의 의장을 맡

았다. 1931년 3월 까라치 연차대회에서 남녀평등을 결의했으며, 
사랄라 데비가 여성에게 적합한 역할을 주지 않는 국민회의를 맹

렬히 비판하며 여성국민회의 분리를 선언한지도 몇 년이 흐른 

1936년에도 국민회의 지도부의 반대로 여성들을 운영회의 위원으

로 받아들이려는 네루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1931년에 사랄라 데비가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위해서는 여

성을 위한 국민회의를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상당한 근거

와 타당성을 가진 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The Indian Social Reformer의 편집자인 나따라잔은 사랄

라 데비가 남성 적대적인 급진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 즉 한편에서는 The Modern Review처럼 사

랄라 데비의 정당성을 논평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따라잔처럼 

사랄라 데비가 남성 적대적인 급진적 페미니즘 성향을 띠고 있다

고 비판하는 대조적 시각은 후대 연구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 
센(Sen)46)은 모든 여성들이 민족주의에 대한 남성들의 의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며, 사랄라 데비, 무투락슈미(Muthula-
kshmi Reddy), 암리뜨(Amrit Kaur) 등과 같이 간디의 비협조·불복

종 운동에 전념한 여성들도 시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한 것

이 아니었으며, 사회개혁과 참정권 운동을 하고 있던 여성 지도자

들도 여성의 의제와 민족의 의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

45) Nehru 외(1972) pp. 235-236.
46) Sen(2002) p.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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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사랄라 데비가 1931년에 여성국민회의 분리를 발의한 것은 

시대를 앞서 가는 통찰력을 보인 것이며, 법을 어길 권리만 주고 

법을 만들 지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인도국민회의에서 여성문제

를 다루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발의한 것이지만 그 시도

는 무산되었다고 기술했다. 사우사드47) 역시, 사랄라 데비는 인도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에 대한 예리한 의식

을 표출했고, 그러한 의식 표출로 별도의 여성회의를 요청한 정당

성을 보여주었다고 기술했다. 
그런데 포브스와 바네르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사랄라 데비의 

강력하고 도발적인 페미니즘 성향에 대해 기술했다. 포브스는 사

랄라 데비가 여성에게 법을 위반하는 역할은 부여하면서 법을 만

드는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한편 법적, 경제적, 사
회적, 교육적 평등을 요구함으로써 1930년대에 매우 강력한 페미

니스트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48) 또한 여성들이 독립 운

동에 참여한 것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

이며 그러한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랄라 데비는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획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시위(agitation)의 힘으로 해야 하며, 남성들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

주도록 강압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들 사이에 널리 알려야 한다.’
고 말했다고 기술했다.49) 바네르지50)는 포브스가 페미니스트적 

발언이라고 한 것을 인용한 후, 따밀에서 한 또 다른 연설에서 사

랄라 데비는 더욱 도발적인 견해를 더욱 분명히 드러냈다고 기술

했다. 즉 여기서 한 말들은 전사이며 정치가인 여성을 떠올리게 

하며,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능력을 가진 여성을 떠

47) Southard(1984) p. 72.
48) Forbes(1996) p. 142.
49) Forbes(1996) p. 154.
50) Chaudhurani 외(2011) pp. xxxviii-xxx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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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게 하는데, 그러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매우 급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고 기술한 것이다. 
포브스와 바네르지는 위와 같이 분석하면서 자료의 출처로 2개

의 행사에서 한 사랄라 데비의 연설을 들었다. 그 하나는 앞에서 

기술한 전벵골여성회의 의장 연설이고 그 다음으로는 1931년 9월 

12일에 따밀에서 개최된 따밀나드 여성협의회(Tamil Nad 
Women's Conference)에서 한 사랄라 데비의 연설이다. 이 연설

이 바네르지가 ‘더욱 도발적인 것’이라고 분석한 연설이다. 그 연

설에서 포브스와 바네르지가 인용하거나 출전으로 기술한 부분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즉각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이를 완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여성의 기본권: 아버

지 재산 상속의 동등권, 남편 재산의 동등한 권리, 자신의 육체에 대한 

권리, 자신의 마음에 대한 권리, 자녀에 대한 권리, 모든 공공 영역에 

고용될 권리, 동등 시민권. (2) 소녀들에 대한 의무 기초 교육과 여성

을 위한 성인 교육시설. (3) 성인 여성의 완전한 참정권, (4) 자유노동

의 존엄성.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라고 물을 

것이다. 우리의 시위의 힘으로써 우리는 남성들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

들이도록 강요해야만 하고 동시에 우리들 사이에 널리 알려야 한다. 
이것은 힘든 일이므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반드시 얻도록 노

력해야 한다. 
남성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원하는 우리의 자매들이 공격과 방어

술을 개발하고, 그러한 면에서 남성들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하기를 진

심으로 기원한다. 고대 인도의 라니(Rani: 왕비)들과 다른 여성들도 그

렇게 했다.51)

위 연설의 앞 문단은 포브스가, 뒤의 문단은 바네르지가 인용하

면서 ‘매우 급진적’ 혹은 ‘도발적’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위의 연설 

51) IAR(1931) Vol. 2,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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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그들의 평가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강경한 주장

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 연구의 주

제인 사랄라 데비의 연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했

다시피 당대에 활동하던 사랄라 데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대표적으로 벵골의 사랄라 데비, 오리사의 사랄

라 데비, 아흐메다바드의 사랄라 데비가 있으며 이들 모두 간디의 

추종자였던 공통점도 있다.52)

특히 벵골의 사랄라 데비와 오리사의 사랄라 데비는 모두 간디

의 비협조 운동을 지지하고 따랐던 여성인데, 신문 기사 혹은 연

설문에 사랄라 데비라는 이름과 함께 출신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

은 경우 이들 가운데 누구에 관한 기사인지, 누가 한 연설인지 혼

동을 일으키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후대의 인도 여성 연구자들이 

선행 연구자들의 기록과 사료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재인용하면서 

52) 벵골의 사랄라 데비는 Sarala Devi Goshal, Sarala Devi Chaudhurani, Mrs. 
Sarala Devi(Punjab), Mrs. Sarala Devi(Bengal), Saraladevi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Janakinath Ghosal의 딸이며 Rambhuj Dutt 
Chaudhary(Chaudhurani는 Chaudhary의 여성형)의 아내이다. 오리사의 

사랄라 데비는 Mrs. Sarala Devi(Utkal) 혹은 Mrs. Sarala Devi(Odisha)로 

주로 표기되어 있으며, 자민다르인 Bhagirathi Mohaptra의 아내이다. 
아흐메다바드의 사랄라 데비는 독립 투쟁을 했던 Ambalal Sarabhai의 

아내로, Mrs. Saraladevi Ambalal Sarabhai, Mrs. Saraladevi 
Ambalal(Ahmedabad), Saraladevi Sarabhai, Sarala Devi Sarabhai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인도 여성의 이름 끝에 데비(Devi)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Devi는 여성들의 성(last name)이 아니다. 여성 이름 끝에 여신을 

의미하는 데비를 붙이는 것은 힌두의 관습이다.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름 끝에 Devi를 붙인 여성 활동가와 

작가들이 많았다. Devi라는 라스트 네임 대신에 남편의 성을 끝에 붙이는 

현상이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나, 브라흐모 사마즈에서도 이를 

반대하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Murshid, 1983: 159-160 참조). 그런데 

벵골의 사랄라 데비와 아흐메다바드의 사랄라 데비의 이름 뒤에는 남편의 

성이 붙어 있지만, 오리사의 사랄라 데비의 경우에는 이름 뒤에 남편의 성을 

붙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리사의 사랄라 데비의 경우 다른 

사랄라 데비와 구분하기가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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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오류가 반복되는 양상도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된 따밀나드 여성협의회 의장 연설은 이들 가운데 누구

의 연설인가. 
따밀나드 여성협의회 연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The Indian 

Annual Register53)의 서두를 보면 두르가바이(Srimati Durgabai)
가 협의회 개막 연설을 했고, ‘Srimati Saraladevi of Utkal’이 의

장 연설을 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두르가바이가 개막 연설 끝에 

의장을 소개할 때에도 ‘Srimathi Saraladevi of Utkal, the 
President-elect of our gathering to-day’라고 표현했다. 뿐만 아

니라 의장 연설의 말미에서 사랄라 데비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멀

리 웃깔(Utkal)에서 온 나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보잘 

것 없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웃깔은 오리사

(Orissa)의 옛 이름이다. 그러므로 따밀에서 의장 연설을 한 사람

은 이 연구의 주제인 사랄라 데비 차우드라니가 아니라 웃깔의 사

랄라 데비인 것이다. 요컨대 연구자들이 ‘사랄라 데비가 도발적, 
급진적 성향으로 변했다’라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1931년 따밀 

여성협의회 의장 연설은 잘못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랄라 데비 차우드라니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래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몇 편 있고 대부분의 인도 여

성 연구에 적어도 이름은 등장하는 편이다. 그러나 오리사의 사랄

라 데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오리사 주정부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Orissa Review 2008년 1

월호에 민족운동에서의 “오리사 여성(Oriya Women in National 
Movement)” 가운데 한 명으로 간단히 언급되었고, 2013년 8월호

(Sarala Devi : the Socio-Political Reformer of Odisha)와 2014년 

1월호(Sarala Devi, An Inspiration for Women)에 사랄라 데비를 

53) IAR(1931) Vol. 2, pp. 29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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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한 기사가 실린 것이 거의 전부이다. 2016년 11월에 오

리사의 사랄라 데비에 관한 책(The Lost World of Sarala Devi : 
Selected Writings)이 출판되었으나 머리말(foreword)을 쓴 포버스

나 서문(introduction)에서 그녀의 생애를 기술한 모한띠(Sachida-
nanda Mohanty) 역시 1931년 따밀에서 의장 역할을 했던 일을 

서술하지 않았다. 이는 사랄라 데비 차우드라니와 오리사의 사랄

라 데비의 역할에 혼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차후 

오리사의 사랄라 데비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 앞서 언급한 사

료 인용의 오류가 바로잡아지기를 기대한다.
요컨대 1930년대 초 사랄라 데비의 도발적 혹은 급진적 페미니

즘을 언급하는 후대의 학자들이 활용한 사료는 잘못된 것이므로 

1930년대 사랄라 데비의 페미니즘을 논하자면 전벵골여성회의 의

장 연설만을 사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The Indian Social Reformer의 편집자인 나따라잔의 비

판54)과 포브스와 바네르지의 평가처럼 전벵골여성회의 의장 연설 

자체로도 당시의 기준으로는 상당한 급진성을 띠고 있다고 논할 

수 있다. 특히 온건한 페미니즘적 성향을 지니고 있던 벵골의 분

위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더욱 그러한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오늘

날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고 ‘급진적 페

54) 편집자인 나따라잔은 사랄라 데비를 비판했던 바로 다음 호인 1931년 5월 

23일자에, “미래 인도 헌법에서의 여성의 지위(Status Of Women In Future 
Indian Constitution)”라는 제목 하에 인도 여성 국가 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f Women in India), 전인도여성협의회(All-India Women’s 
Conference), 인도 여성회(Women’s Indian Association)가 합동으로 제시한 

여성 참정권에 대한 비망록을 게재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평하면서 

“입법에 즈음하여, ‘법을 어기는 데뿐 아니라 만드는 것에도’라고 한 사랄라 

데비의 신랄한 비판적 말을 사용하지 않고, 여성의 상호협조와 가치를 

인식한 교육받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것을 택한 것이다”(ISR, Vol. 
41, pp. 598-599)라고 논평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사랄라 데비의 연설을 또 

다시 꼬집는 논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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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즘’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지만 사랄라 데비에게 ‘급진적’ 혹은 

‘도발적’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남성 적대적 성향’을 띠었다는 것

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

면, 사랄라 데비의 주장이 남성을 적대시 하고 여성과 남성을 분

리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았기 때문에 당대에도 급진적이고 도발

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후대의 학자들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유사한 평가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분리 혹은 남성에 의존한 여성운동의 한

계성은 사랄라 데비에 의해 부각된 것만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

듯이 네루 역시 남성에게 의존하는 여성 운동의 한계성에 대해 충

고하면서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1930년대에 발표된 여성들의 문

학 작품에서는 남성을 비판함은 물론 관습과 제도가 여성을 억압

하는 주요 기재라는 의식이 표출되기도 했다. 1931년-1935년 사

이에 발표된 사하스라부데(Indira Sahasrabuddhe), 베데까르

(Malatibai Bedekar), 기따 사네(Geeta Sane) 등의 소설들은, 개혁

가들이 여성 교육을 장려하면서도 실제로 여성들이 자아를 실현

하고자 할 때에는 엄청난 반대를 하고 오히려 나쁜 여자로 낙인찍

는 현실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이 겪는 좌절과 고통, 그리고 부모에 

의한 강제 결혼으로 고통 받는 여성, 결혼제도 자체 등을 문제로 

삼은 소설들이다.55) 또한 기따 사네의 경우 가부장제 체제 속에서

는 여성의 미래, 여성의 행복이 보장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모

계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사랄라 데비의 주장이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비해 그리 급진성을 띤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앞에서 언급했던 웃깔의 사랄라 데비의 

55) 문학작품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룬 것들에 대해서는 박금표(2016) pp. 64-71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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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내용에 비하면 벵골의 사랄라 데비의 주장은 온건한 편임이 

입증되는 셈이다. 
그러나 당시 사랄라 데비가 여성국민회의 분리를 주장한 것은 

급진적 페미니즘 차원보다는 민족주의 차원에서 더 우려를 낳았

을 가능성이 있다. 민족의 독립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면서 여성 

문제에 시선을 집중시킬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여성문제를 

선순위에 둘 여성국민회의 분리를 요구한 것은 시기적절한 요구

였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민족주의자들은 사랄라 데비의 민족주

의 노선 분열에 대한 우려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을 가능성도 있

다. 그러한 우려에 대한 반증은 이후 여성단체에서 남녀의 협조를 

강조하는 주장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특히 1934년 3월 13일에 

개최된 여성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of Women)에서, 바로다

의 왕비는 인도 여성의 생각과 전망이 바뀌어야 함과 동시에 남성

들도 위대한 사회적 원칙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

는 한편 서구의 여성 운동을 모방해서는 안 되며, 반은 남자 반은 

여자인 아르다나리스와라(Ardanareeswara)에 구현된 모습처럼 

남성과 여성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로지니 나이

두 역시 바로다 왕비의 발언을 지지하며, 여성 운동은 남성과 협

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남성에 대한 혐오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56) 
이러한 것들과 비교하면 벵골여성회의에서 사랄라 데비가 했던 

발언은 다소 남성 적대적인 성향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네루를 비롯한 당대 인물들의 발언 수위나 문학적 분위기 등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그리 급진적 페미니즘 성향이 드러난다고 보

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1931년에 여성국민회의 분리를 주장한 사랄라 데비의 

56) ISR(1934) Vol. 44,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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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은 급진적 혹은 도전적 페미니즘의 분출이라고 평가하기보다

는 1910년에 창립한 마하만달, 1918년에 주장했던 ‘여성의 자결

권’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성 있어 보인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요컨대 남성 적대적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주권, 여성의 의사 결정권, 남녀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민족 독립 문제를 우선시 하고 있는 인도국민회의와는 별도로 여

성국민회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랄라 데비가 제시한 비전의 

핵심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 결론

지금까지 사랄라 데비가 설립한 마하만달, 온전한 아슈라마의 

실천 권리, 여성국민회의 분리 발언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에 대

한 그녀의 비전을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그녀의 행보에는 그녀가 

가졌던 비전이 반영되었고, 그 핵심에는 여성의 주체성과 자주적 

의사 결정권에 대한 비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사랄라 데비가 마하만달을 설립한 것은 여성이 주도권

을 갖는 여성단체를 설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마하만달을 설립할 

당시까지 여성 담론, 여성 단체의 주도권은 남성들이 갖고 있었

다. 마하만달이 남성들이 주도하는 여성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았

다는 비평을 받기도 하지만, 사랄라 데비는 그러한 기존의 여성 

단체들과는 다른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사랄라 데

비가 마하만달을 창립한 것은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주

체는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 즉 ‘여성의 자주적 의사 결정권’을 목

표로 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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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다. 
둘째로 아슈라마에서 가정생활기의 다음 단계인 은둔기와 유랑

기를 남편의 동의 없이도 여성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실천한 것 역시 여성의 자주적 결정권을 강조한 것

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사회·정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역에도 여성의 주체적 결정권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사랄라 데

비의 비전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31년에 사랄라 데비가 여성국민회의 분리를 주장

한 것에 대해 남성 적대적인 급진적 페미니즘 의식을 드러낸 것이

라고 평가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영역

에서, 불복종 운동에 여성들을 동원하고 대거 참여시키면서도, 법
을 제정하는 일에는 여성들에게 아무런 역할도 주지 않는 인도국

민회의의 의사 결정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

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

이 주도 하는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게 하면서 법을 제정하는 일, 
인도국민회의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 등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운영위원회에 여성들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 이에 대

한 비판으로 여성국민회의 분리를 주장하고, 그러한 여성국민회의

를 통해 민족 문제의 후순위에 있는 여성 문제를 부각시키며, 한
편으로는 민족 문제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의사결정권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1910년에서 1930년대까지 마하만달 창립, 아슈라마 

실천, 여성 국민회의 분리 주장을 통해 드러난 사랄라 데비의 비

전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자주적 여성 운동이었으며, 남성 

적대적인 급진적 페미니즘은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

자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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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ision and Women’s Movement of Sarala Devi*57)

 Park, Kyum-Pyo
(Research Professor in Institute of Ind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arala Devi’s 
vision about women’s movement focused on the foundation 
of Bharat Stree Mahamandal, practice of Āśrama, and re-
marks about separating Women’s Congress.

Sarala Devi founded Bharat Stree Mahamandal not be-
cause she meant to build a organization having different 
goals from those of women’s organization led by men but 
because she wanted to form a group dealing with female is-
sues with women being the subjects of it. 

She had the idea that women should be able to enter the 
life stage of Vānaprastha and Sannyāsa without her hus-
band’s consent. She had practiced this idea and stressed 
women’s autonomous rights for making decisions in life. 
Through these activities, she revealed her vision that wom-
en’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should be established not 
only in social or political aspects but mentally, too.

In 1931, Sarala Devi insisted that Women’s Congress 
should be separated from Indian National Congress. It wa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5S1A5A2A0101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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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to present her radical feminist consciousness against 
men but to raise her objection to Indian National Congress. 
Because Indian National Congress did not give the right of 
the making laws and decisions to women even though they 
were mobilized and participated in Civil Disobedience 
Movement. To sum up, the reasons why she claimed 
Women’s Congress are as follows: Indian National Congress 
excluded women in the Congress Working Committee and 
the right of the making laws. She also wanted to ensure 
women's decision-making right in the political sphere.

Therefore, Sarala Devi’s vision, shown through the 
foundation of the Bharat Stree Mahamandal, practice of 
Āśrama, and insistence about the separation of Women’s 
Congress, should be regarded as independent women’s 
movement ‘by the women and for the women.’

Keywords: Ashrama(Āśrama), Bharat Stree Mahamandal,
Feminism, New Woman, Sarala Devi, Women’s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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