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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딸아!

너희는 새 조선의 어머니다

너의 젖은 힘 있을 지어다

새 이천만의 튼튼한 자녀를 먹이라!

참되고 굳센 자녀를 먹이라

너의 아름다운 입술이여!

옅은 사랑은 속살거리는 그릇이 아니요

민족 만년의 큰 정신을 불어넣는 거룩한 풍구자로다

…(하략)…

―  허영숙, 「각오하여 두어야 할 조선 여자의 천직, 

특히 여자교육가에게 드리는 말」(1925)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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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인생의 청춘시절을 몇 살서부터 몇 살까지를 가리켜 말함일까

요. 20세부터 30세까지를 청춘이라 할진대 나는 벌써 청춘이 아닌

지 오래입니다. 억지로 늘여서 40세까지를 청춘시절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의 다 청춘을 일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청춘시절은 불

행한 가운데 슬어지고 말았습니다. 22세까지는 공부하느라고 애를 

썼고 그 후에는 행복하지 못한 연애사건으로 무한한 고초를 받았

고, 20년씩이나 끌어온 남편의 병―연년히 생기는 병약한 아이들

의 어머니 노릇―가장 사랑하든 아들의 변사― 이 모든 불행은 계

속하고 계속하여 나의 청춘은 다 가고 말았습니다.1)

사십을 앞둔 허영숙(許英肅, 1897~1975)은 잡지 『삼천리』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했다. 이 잡지에서는 여류 명사 8인의 슬픈 청춘가를 실었는데, 

허영숙은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화여전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미모와 지성

을 자랑했던 박인덕, 여류시인 정칠성, 화가이자 여성운동가였던 나혜석 등이 

그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여의사로는 그가 유일했다. 십팔 청춘이 이미 이

십년 흐른 데다 사랑하던 아들을 잃고 나서 쓴 글이라 이글에는 비장함이 넘

치지만, 허영숙은 여의사로서, 기자로서, 춘원 이광수(1892~1950)의 아내로

서 누구보다도 신나는 인생 한판을 엮어온 신여성이었다.

오늘날 허영숙은 대중에게는 전혀 낯선 인물이며, 문학사 전공자나 의학

사 전공자에게는 춘원의 사랑을 쟁취하여 그를 결핵이라는 악병에서 지켜낸 

인물로 주로 기억된다. 여성사 전공자는 여성 직업인인 여의사 중 일인으로

서, 보수적인 신여성으로서 그를 조명하기도 하지만 그 불빛은 희미하기만 

하다.2)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허영숙의 삶 중심에는 어

1)  허영숙 등, 「靑春을 앗기는 佳人哀詞」, 다녀간 애아여」, 『삼천리』 7-3, 1935, 103쪽. 이 인용문

을 포함하여 『삼천리』, 『별건곤』, 『동아일보』 등의 기사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음을 밝힌다.

2)  허영숙의 삶과 의학을 다룬 글로는 현재 정구충, 『한국의학의 개척자』 (동방도서, 1985), 

591-4쪽에 실린 짧은 글이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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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나 의학이 있었다. 개업의, 산원 원장은 물론이거니와 기자로서 그가 담

당한 내용을 의학적 정보제공과 계몽이었고, 그 연장에서 신여성 허영숙의 발

언이 이루어졌다. 의학사의 눈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 허영숙의 삶과 업적은 

충분히 기억할만한 존재일까?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그의 삶과 업적의 궤적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일차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다. 아울러 그의 

궤적을 통해, 일제강점기 여의사의 등장 배경과 활동 공간, 그 활동의 특징과 

성격의 파악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2. 한국 최초 여성 개업의가 되다

“내 아직 지금 마흔 둘이니까 명치 30년이지요. 다방골 한 구석에서 응애 

응애 소리를 질렀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선 내가 금지옥엽 같은 딸

이었어요.”3) 명치 30년은 1897년으로 대한제국이 선포되던 그 해다. 그는 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상인 허종의 넷째 딸로 태어났다(정구충, 1985: 

584). 그의 어머니 나이 46세 때 얻은 늦둥이였다. 집안에서 남아를 얻으려다 

막내까지도 딸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다방골은 서대문 새문안에 있었는데, “물질의 혜택을 풍족하게 차지한 싶

던 큰 대문 집이 있었으니”4)라 한 걸 보면 그의 집에 꽤 유복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홉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과부 어머니가 허영숙을 비롯한 네 딸

을 키웠다.5) 큰 언니는 그보다 15살, 둘째 언니는 10살, 셋째 언니는 5살 연상

이었다. 언니들과 달리 허영숙만 유일하게 신식 교육을 받았다.6)

허영숙은 아홉 살이 되던 1906년 진명학교에 입학했다. 때마침 이해 4월 

3)  허영숙, 「나의 자서전―일대의 문인 춘원의 애인」, 『여성』 4-2, 1939, 26쪽.

4)  「명문 따님 5형제 행진곡」, 『삼천리』 4-2, 1932, 55쪽.

5)  허영숙, 「나의 자서전」, 1939, 26쪽. 여기서는 인쇄가 잘못되어 아버지라 할 부분에 어머니라

고 한 부분이 보이는데, 문맥으로 볼 때 오타임이 분명하다.

6)  「명문 따님 5형제 행진곡」, 『삼천리』 4-2, 1932,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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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위한 진명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다.7) 이 학교는 고종의 계비인 엄귀

비의 지원을 받아 엄준원이 세운 학교였다. 갑오개혁 이후 서양식 교육이 시

작되었으며 미약하지만 여자 아이를 위한 교육도 움이 터서 그가 혜택을 받

은 것이었다. 이화학당, 배화학당 등 이미 설립된 외국 선교사가 세운 학교와 

달리 이 학교는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여학교였다. 진명학교는 설립 당시 2년

제의 보통과로 출발하면서 8세~15세 여자 아이 70명을 받아 수업을 시작했는

데, 허영숙은 그 중 1인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수신, 국어, 한문, 산술, 재봉, 

수예, 창가, 도화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허영숙이 2년 보통과를 마치던 해인 

1908년 9월 진명학교에는 그보다 한 등급 높은 3년제 중등과가 생겨서 허영

숙은 바로 이 과정에 진학했다. 그는 공부를 잘해서 1910년 4월 3학년에 우등

생으로 진급했다.8) 이듬해 그는 동료 9명과 함께 중등과를 졸업했다.

1911년 그는 졸업하자마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기여고)에 진학하

여 이후 3년 과정을 마쳤다.9)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는 1908년 공포된 고등

여학교령에 따라 설립된 최초의 관립 고등여학교로 원래 5년제 과정이었지만 

일제 강점 이후 3년 과정으로 축소되었고, 남자 학교인 경성고등보통학교와 

함께 국내 최초 수재가 가는 학교로 인정받았다. 허영숙은 이 학교 3회 졸업

생이다. 졸업 동기로는 국내 최초의 여기자인 이각경, 육당 최남선의 여동생 

최설경 등이 있었다.10) 여기자로 유명한 최은희가 그의 5년 후배이다.

1914년 여고보를 졸업한 후 허영숙은 의사가 되려고 일본 유학의 길을 선

택했다. 허영숙이 왜 의학의 길을 선택했을까? 허영숙 “의학에 취미를 두어” 

동경으로 떠났다는 짤막한 후일담을 남겼다.11) 1909년에 『대한흥학보』에 발

표된 창해자(滄海子) 이상설이 쓴 “女學生에게 醫學硏究를 勸告 ”이라는 글

7)  학교에 관한 정보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진명여자고등학교」조 참조.

8)  『매일신보』, 1910년 4월 5일.

9)  「제대 의과에 입학한 허영숙 여사」, 『매일신보』, 1922년 2월 4일.

10)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이각경’ 조 참조.

11)  『매일신보』, 1922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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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어느 정도 당시 여학생의 의학공부에 대한 단서가 감지된다.12) 그는  

‘우리 대한(大韓)의 일천만 동포를 대표’하여 여학생이 ‘의학을 연구하는 것이 

혁신의 시대에 중요한 일’이라 하면서, 왜 그런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이 

얻는 장점이 무엇인지 설파했다.13)

그는 여학생이 의학 연구해야 할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심오한 학

술로 교육의 진보를 협찬한다. 둘째, 온건한 필설로 여계(女界)의 경종(警鐘)

을 표방한다. 셋째, 원만한 가정으로 현처의 수완을 발휘한다. 이 셋은 비단 

의학이 아니라 다른 고등교육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여학생의 의학, 특히 

서양의학을 공부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한의학의 미비함, 남성 

중심의 의원 양성, 조선 사회에 고착된 내외법의 폐해 등이 그것이다. 좀 길지

만, 이상설의 발언을 직접 듣도록 하자.

원래 我韓의 의학은 支那로부터 수입  자라. 연구가 완전치 못

중, 역시 남자에만 한 야 학습 며  此에 모순 야 남녀의 내

외법이 염연 획정됨으로 여자가 一朝, 병상에 委臥 야 의사를 초

빙  시에  其 진맥의 법이 愈出愈怪 야 병인의 渾體는 衾褥으로 

매몰 고 다못 좌수의 일부만 돌출케 야 의사가 집맥  후에난 거

개, 감기, 시기, 몸살 등으로 진단 야 …(중략)… 자궁병, 대하증, 

월경불순증” 등 여성만의 특수 질병을 고려한다면 “皆曰 寧死언졍 

여자의 體膚난 남자의 진찰에 露供키 불가라 야 千愁萬淚로 일신

을 埋過타가 병세가 兪篤 면 최후의 결과난 不過是 天賦의 芳年을 

一條로 斷送하야…… 타책이 頓無 니 此ㅣ 엇지 아 한민족의 일

대 결점이 아니리오.14)

특히 그가 강조한 점은 내외법의 폐해였다. 이런 폐단을 어떻게 고칠 것인

12)  창해자는 독립운동가 이상설(1870~1917)의 가명이다. 『대한흥학보』에는 ‘창해자’란 가명

만 나와 있는데, 당시 출판물 중 『양의사합전』을 그가 지은 것으로 나와 있다. 『양의사합전』

을 지은 인물이 이상설이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독립운동에 매진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

에 가명을 사용한 듯하다.

13)  창해자, 「女學生에게 醫學硏究를 勸告     」, 『대한흥학보』 6, 1909, 22-5쪽(아세아문화사 영인

본, 1978, 30-3쪽).

14)  창해자, 「女學生에게 醫學硏究를 勸告     」, 『대한흥학보』 6,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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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해자는 내외법을 깨버리는 것이 한가지고, 여학생이 서양의학을 공부

해 여자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다른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다.15) 그는 내외법 

타파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의사 배출이 더 낫다는 견해

를 제시했다.

이상설은 또한 여학생이 의학을 공부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도 크다고 했

다. “도덕상 지대한 명예”를 획득하고, “신성한 한민족의 일분자 되기”에 부

끄럽지 않고, “물질적 이익”의 막대함이 기대되기 때문이었다. 

이상설은 글 끄트머리에 4년제 동경[여자]의학교 수학 정보를 덧붙였다. 그

것을 보면 1·2학년 때에는 물리학, 화학,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의화학 등 

기초 과목을 수강하고, 3·4학년 때에는 병리학, 병리해부학, 외과학, 약물학, 

내과학, 산과·부인과학, 안과학, 모형연습, 위생학, 법의학, 정신병학 등 더

욱 전문적인 내용을 수강토록 되어 있었다. 

이상설의 권장대로 진명학교 중등과 졸업생 허영숙은 5년 후 이 학교에서 

의학 공부를 시작한다. 이상설의 글이 예언이나 된 듯, 놀랍게도 허영숙은 이 

글의 논지와 거의 비슷한 삶을 펼친다. 동경여자의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부인과 진료를 봤으며,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계몽을 펼쳤고, 현

모양처형 신여성의 대표자가 되었다. 게다가 산원을 개원하여 경제적인 성

공을 맛보았다.

여의사와 관련해 1909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이해 5월 28일 

국내의 두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 최초의 여성 대학 졸업자 표창

식이 있었다. 다른 2인과 함께 한국 최초의 여의사인 볼티모어여자의학교 졸

업생 김점동(1877~1910)16)이 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점동은 자신이 통역해

15)  유교 이념이 지배한 조선에서는 남자 의사와 사족인 여자 환자 사이의 내외는 20세기가 되

어서도 강하게 남아 있었다. 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태종 때부터 설치한 의녀제도

는 이미 1882년에 유일한 양성기관인 혜민서 혁파로 더 이상 양성이 되지 않았으며, 1885년

에 설립된 서양의술 전문병원인 제중원에서는 임시로 의녀를 뽑아 남자 의사를 보조했다.

16)  김점동의 세례명은 에스더이다. 그가 결혼한 후 서양의 전통을 따라서 선교사들은 그를 남

편 박씨 성을 따서 박에스더라 불렀다. 김점동은 자신이 통역해주던 미국인 여의사 로제타 

홀(Hall)의 수술 솜씨에 감격해 여자 의사의 길을 꿈꿨다. 1895년 로제타의 남편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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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던 미국인 여의사 로제타 홀(Hall)의 수술 솜씨에 감격해 여자 의사의 길을 

꿈꿨는데, 1895년 그를 따라서 남편인 박유산과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1896년 볼티모어여자의학교에 입학하여 1900년 어려운 과정을 졸업한 후 바

로 귀국하여 선교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돌봤다. 표창식 거행으로 볼 때 김

점동이 한국 최초로 서양의학을 공부한 여의사로서 여학생 사이에서 잘 알려

져 있었겠지만, 허영숙이 여의사 선배로서 김점동을 직접 언급한 사례는 보

이지 않는다.

1914년 허영숙은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도쿄여의전)에 입학했다. 그는 조

선의 여성으로 의학 유학의 길을 밟은 두 번째, 일본 의학 유학생 중 최초의 여

성이었다. 이해에는 조선총독부의원양성소(1916년 경성의학전문학교로 승

격)에서도 청강생 제도를 두어 3인의 여학생을 뽑아 입학시켰다.17) 안수경

죽게 되면서 홀이 고향으로 귀국하게 될 때, 김점동은 그를 졸라서 남편인 박유산과 함께 미

국 유학길에 올랐다. 1896년 볼티모어여자의학교에 입학하여 어려운 과정을 끝내고 1900

년에 귀국하여 선교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1910년 폐결핵으로 34세라는 짧은 삶을 마감

했다. 김점동이 이화학당에 입학하여 미국 볼티모어여자의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기록은 

“The Story of the First Koean Woman Doct”, The Gospel in All Land, June 1899, pp.268-

72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귀국 후 의사로서의 행적은 셔우드 홀의 저서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McLean, VA.: MCL Associates, 1978)에 여러 군데 흩어져 나온다. 홀 여사의 

일기 등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이 높다. 그의 행적에 관한 국내신문의 기사는 

그의 사망과 추도에 관련된 기사가 『대한매일신보』(1909. 4. 15, 5. 17) 등에 보인다. 여의사 

김점동이 부각된 것은 1970년대 들어서이다. 최은희는 「刀圭界의 효시 박에스터 여사」[『조

국을 찾기까지(하)』 (탐구당, 1973), 226-31쪽]라는 글을 써서 김점동이란 존재를 다시 세상

에 알렸고, 장병욱 또한 「한국 닥터 제1호 박에스더(1876-1910)」[『한국 감리교의 선구자들』 

(성광문화사, 1978), 262-76쪽]라는 글로 김점동을 클로우즈업했다. 학계에서는 반응이 더 

늦어서 1993년 기창덕이 「한국최초의 여의사 김점동 (박에스터) (1876-1910)」[『한국치과의

사협회지』 31-2, 1993, 156-8쪽]라는 짧은 글을 썼고, 오조영란·홍성욱은 「에스터 박」[『남성

의 과학을 넘어서-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본 과학·기술·의료』 (창작과비평사, 1999), 229-

34쪽]에서 김점동의 과학사적 의미를 탐구했다. 2007년 이방원이 「박 에스더(1877-1910)의 

생애와 의료선교활동」(『의사학』 16-2, 2007, 193-211쪽)에서 다른 연구자가 활용하지 않은 

1차 자료를 섭렵하여 본격적인 내용을 학계에 보고했다. 최근 정민재는 리뷰 논문 「조선 최

초의 여의사, 박에스더」(『한성사학』 24, 35-52쪽)을 발표했다. 김점동은 의학선구자로 평가

되어 2006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김점동의 출생 연도(1877)는 

이방원의 논문을 따랐음을 밝힌다.

17)  청강생 제도는 1925년 무렵 폐지되었고, 국내에서 본격적인 여의사 양성은 1928년에 선교 

여의사인 로제타 홀이 서울에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만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허영숙도 

이 강습소의 발기인 중의 일인이었다. 1934년 여자의학강습소 졸업생 5명이 의사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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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김해지(22세), 김영흥(24세) 등 3인이 그들이다. 총독부에서 한국 여

성 의학교육의 선구자인 로제타 홀 여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제도를 운영

했다. 김해지, 김영흥은 평양 출신으로 선교단체 추천으로 홀 여사가 수업비

용을 댔다. 안수경은 허영숙과 같은 경성여고보 출신으로서 남작 이재극이 

학비를 댔다.18) “의학에 취미를 느낀” 허영숙이 국내에서 여의사가 되려고 시

도하지는 않았다. 이 제도를 건의한 홀 여사 추천 2인, 친일 유력인사 추천 1

인이라는 선발된 3인의 면면을 보면, 평양출신 기독학교 졸업생도 아니고 권

력과 끈이 닿아 있었던 것도 아닌 상인의 딸 허영숙은 그들과 배경이 크게 달

라서 추천케이스에 선정되기 힘들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허영숙이 도

쿄여의전에 입학할 무렵 의사가 되기 위해 일본 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남자

의 경우에도 채 10여명밖에 되지 않았다(기창덕, 1995: 333-60). 이를 보면, 

허영숙이 얼마나 당돌한 소녀였는지 쉽게 짐작이 간다. 홀 여사를 따라간 김

점동과 달리 허영숙은 17세 혈혈단신으로 현해탄을 건너가 일본에서 학교생

활을 시작했다.

일본에서 여의사 양성을 위한 학교로 사립 [요시오카]도쿄여자의학교만 존

재했다. 이 학교는 1900년 일본의 여의사 요시오카 야요이(吉岡彌生)의 개인

병원에서 의학교를 시작한 4년제 학교이다. 일본에서도 여의사 교육이 쉽지 

않아서 이 학교가 여의사만 전문으로 양성하는 유일한 학교였으며, 허영숙이 

입학할 당시에는 의학전문학교로 승격이 되지 못한 사립강습소 수준에 머물

러 있었다.19) 그렇기 때문에 1918년 7월, 의전을 졸업한 후 허영숙은 귀국하

여 이해 10월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의사검정시험을 치러야만 했다. 그는 

조선여성 최초로 이 검정시험에 합격했다.20) 하지만 국내에는 이미 여의사 3

에 합격했다. 1938년에 이 강습소는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김성은, 「로제타 

홀의 조선 여의사 양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27, 2007, 25-39쪽 참조).

18)  『매일신보』, 1918년 4월 3일.

19)  동경여자의학교는 설립한 지 12년이 지나서야 의학전문학교로 승격이 되었으며, 이보다 

늦은 1920년이 되어서야 졸업생이 자동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문부성 지정학교가 되었다. 

『Wikipedia-Japan』 ‘吉岡彌生’ 조 참조.

20)  허영숙이 첫 스타트를 끊은 이후 일제강점기에 총 59명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기창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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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이미 배출되어 있었다. 위에서 말한 청강생 3인이 1918년 3월 경성의학

전문학교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면허를 취득했다.21)

허영숙은 의사자격을 얻은 후에는 총독부의원에서 임상 수련을 1년간 거쳤

다.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전문으로 했다. 또 함흥지방의 모 병원에서 얼마간 

실습을 했다. 이윽고 1920년 서울 자기 집을 개조하여 병원을 열었다. 조선 

최초의 여의 개업이었다. 이는 선교병원이나 총독부의원 부인과에 취직한 다

른 동료와 구별되었다. 그의 집안이 유복한 데다 아직 처녀로서 그와 칠십 노

모 둘만 사는 집이었기에 이런 개업이 가능한 일이었다.22) 그는 병원 이름을  

‘영혜의원’이라 지었다. ‘영’은 ‘허영숙’의 ‘영’을 뜻하는 것이고, ‘혜’는 ‘광혜원’

이나 ‘혜민서’에 들어간 의술을 시혜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 병원은 산부인

과와 소아과 전문을 표방했다.23)

영혜의원 개원에 이르는 길을 보면, 허영숙이 여성 의사의 길을 선택해 산

부인과와 소아과 영역의 의원을 내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남녀 내외

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여전히 많은 부인들이 남성 의원에게 진료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시절이다. 일찍이 이상설이 권고한 바와 같이, 여성 의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틈새시장을 개척한 것이다. 허영숙은 『매일신보』 인터

뷰에서 개원에 즈음하여 자신의 포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와 같은 조그마한 의원을 내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만 당분

간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하는 수 없이 이같이 하였습니다. 지금 

저의 형편으로 하면 당년에 칠십 되신 어머님을 뫼시고 있는데 어

머님은 항상 병환으로 고생을 하시는 고로 집안에 다른 사람 없고 

단지 슬하에는 나 하나 뿐인 고로 집안을 좀 보살피기도 하며 또는 

혼자는 더 크게 할 수도 없는 중 남자 의사는 두지 아니하고 여자 

의사를 써야할 터니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은 장차는 안채를 마저 고쳐 가지고 저의 뜻대로 큰 병원을 만들어

국근대의학교육사』, 325쪽).

21)  『매일신보』, 1916년 9월 23일.

22)  『매일신보』, 1920년 5월 2일.

23)  『매일신보』, 1920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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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힘껏 사회에 대하여 진력하고자 합니다.24)

3. 춘원의 사랑을 쟁취하다

오늘날 허영숙을 기억하는 사람은 의사 허영숙이 아니라 소설가 춘원 이광

수의 부인 허영숙을 기억한다. 그렇지만 당대 최고의 문인의 아내였기 때문

에 사람들은 그 어떤 여의사보다 그의 이름을 잘 알았다. 정구충은 『한국의학

의 개척자들』이라는 책에서 여의사로는 허영숙과 최정숙 둘만 실었는데, 허

영숙 편을 이렇게 시작한다.

허영숙 하면 우리는 곧잘 춘원 이광수를 떠 올린다. 허영숙은 어

찌 보면 의사로 한 평생을 살다 갔다기보다는, 이광수라는 한 거목

의 원정(園丁)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널리 

아는 바와 같이 허영숙 여사가 없는 춘원을 생각하기가 곤란하므

로. 그녀는 한국근대문학의 찬란한 탑을 세운 춘원문학의 자양분 

역학을 해낸 우리 의료계의 독보적 존재이다. (정구충, 1985: 584)

허영숙이 춘원과 결혼하면서 한동안 의학을 접게 되었지만, 둘의 만남에는 

‘의학’이 운명처럼 버티고 있었다. 도쿄의 한 병원에서 소설에나 볼 수 있는 피 

토하는 젊은 폐병 문필가와 아리따운 예비 여의사의 사랑이 싹텄다. 허영숙은 

훗날 연애의 시작을 이렇게 회고했다. 1917년의 어느 날이었다.

의전에서 내가 실습을 하고 있을 때지요. 그 때 조선사람 환자가 

한사람 찾아왔어요. 그이가 바로 지금 내 남편 춘원 이광수씨였더

랍니다. 그 때로 말하면 조선 사람으로서 도쿄 유학이 드문 때였습

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선 사람을 만나기가 극히 어려웠지요. 이러

한데 조선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오니까 내지 동무들은 너희 조선 

사람이 왔다고 만나보라고들 하면서 제각기 떠들었지요. 이 때 비

24)  『매일신보』, 1920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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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나는 춘원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만나본 춘원은 말이 아니었

어요. 보기에 소름이 끼치는 혈담을 기침 끝마다 칵칵 뱉어내는 폐

결핵 환자였으니까요. 그러니 뉘가 그 이를 가까이 대하기를 좋아

하겠어요. 그런데다 사고무친한 도쿄에 와서 그런 몸이 되었으니 

더더구나 돌보아 줄 사람이 뉘 있겠어요.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으

면 그이는 꼭 얼마 안 있어 죽을 사람 같더군요. 그래 내가 선생께 

말을 하고 해서 그이를 돌보아드렸습니다. 약도 싸게 지어드리고 

무엇이나 힘 가는 데까지는 편리를 보아 드렸지요.25)

여기서 허영숙은 마치 자기가 실습하는 동경여의전 병원에 춘원이 우연히 

처음 만난 것처럼 회고하고 있지만, 그건 꾸며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회

고록보다 앞선 기록에는 다른 서술이 있기 때문이다. 이광수와 허영숙은 이

미 어떤 유학생 모임에서 춘원을 만난 적이 있었다. 물론 허영숙이 춘원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이 때 이광수가 허영숙이 의학교에 

다닌다고 하니까 폐병에 대한 약을 물었다. 허영숙은 학교에 가서 자세히 알

아가지고 나중에 대답하겠다고 했다. 그런지 며칠 후는 허영숙은 ‘크리오 소

다’란 환약을 사가지고 과감히 이광수의 하숙집을 찾아갔다. 외간 남자의 하

숙집을 들어갈까 말까 부끄러워서 몇 번을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대문을 

들어섰다. 

저이가 쿵쿵쿵 내려오겠지요, 어떻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얼굴

이 화끈거리는지 그저 약과 몇 마디 말을 던지고 올라오라는 것도 

못 들은 체하고 획 나왔습니다. 여자가 남자 찾아온 것이 부끄럽고 

또 선생님으로 숭배하는 이를 만나니 자연 그랬습니다. 이런 말은 

잡지에 쓰지 마세요.26)

그러니까 「나의 자서전」에 쓴 글은 선후가 뒤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먼저 

25)  허영숙, 「나의 자서전-일대의 문인 춘원의 애인」, 『여성』 4-2, 1939. 2, 26쪽.

26)  「춘원병상방문기」, 『문예공론, 창간호, 1929[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한길사, 1986), 

589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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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숙이 “약을 지어드리면서” 가까워진 것이다. 세간의 비난과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알리바이는 약이요, 폐병 환자를 간병하는 의전 학생이었

다. “가만 두면 죽을 것 같은” 환자였기에 처자가 딸린 유부남과의 ‘불륜’을 스

스로 정당화했던 것이다.

이렇게 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이 때 허영숙은 나이 스무 살의 처녀, 이

광수는 나이 스물여섯 살의 유부남이었다. 허영숙은 네 딸만 있는 집의 막내

딸로 장안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춘원에 호감을 느꼈고, 끝없이 각혈을 해대

는 젊은이에 대해 할 수 있는 한 의학적 조언과 간호를 펼쳤다. 폐병의 고통으

로 죽음을 맛보는 중 이광수는 오직 자신의 병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는 미모

의 신여성에게서 모성애를 느꼈다. 둘 모두에게 사랑의 화살이 쏘여졌으니, 

현실의 장애를 넘어서는 일이 그들에게 남았다. 이후 둘은 도쿄에서 수백 통

의 편지를 주고받았다.

1918년 7월 허영숙은 이광수와 함께 야마기타(山北), 수와(諏訪), 후지산

이 보이는 해변가 등 요양지 여행을 다녀왔다. 아무리 환자와 예비여의사의 

여행이라고 해도, 이는 조심스럽게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편지질을 하는 그

런 상황이 아니었다. 허영숙은 조선 처녀로서 지켜야할 선을 훌쩍 넘어 있다. 

아마 이 여행은 둘의 약혼 여행의 성격을 띠었을 것이다. 이달 여의전을 졸업

한 허영숙은 1년만 더 머물러 달라는 이광수의 간청을 떨쳐버리고 곧 귀국했

다. 이광수는 두 달 후 아들 딸린 처 백혜선과 이혼을 성사시켰다. 이로써 이

광수는 허영숙이 가장 큰 짐이라 여기던 유부남과의 불륜이란 죄의식의 딱지

를 떼어주었다. 

이제는 허영숙이 성의를 보여야 차례였다. 처와 이혼한 이광수는 곧 허영

숙과 결혼할 것을 원했으나 허영숙은 아직 그럴 처지가 아니었다. 집에서 반

대가 엄청 심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춘원이 대단한 문인이었다고 해도, 딸 가

진 어머니의 눈으로 보면 고아 출신의 한량에 지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억지

로 그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낼 기세였다. 이런 처지에서 허영숙은 집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1918년 10월 의사검정자격시험에 합격하자마자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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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 있어 이광수와 함께 베이징 행을 단행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집에서는 나더러 시집을 가라겠지요. 그

러나 나는 시집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략)… 내가 춘원을 위

하여 시집을 안 갔습니다. 내가 그이를 간호해 드리지 못하면 그이

는 몇 해 안가 죽을 것만 같거든요.27)

훗날 허영숙은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다. 베이징에는 의전 졸업생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허영숙은 거기서 생활비를 마련하리라 생각했다. 

이번에는 시국이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았다. 그는 한민족의 거센 독립운동

의 기세를 감지하자 1918년 11월 말 홀로 베이징에서 도쿄로 갔다. 거기서 그

는 유학생들과 함께 독립운동 거사를 꾀했다. 대표로서 1919년 2·8 유학생 

독립선언서를 썼다. 그는 3·1운동에 앞서 이루어진 일본 내 조선 학생의 독

립선언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이끌었다. 소설가로서 명성을 얻은 데다 그는 이

제 독립운동가의 명성을 더 얹은 거물이 되었다. 2·8 독립선언 직후, 그는 곧

바로 상하이로 탈출해 임시정부에 몸을 담아 기관지 『독립신문』의 주필이 되

었다. 그는 허영숙에게 그곳에 와서 살림을 차리자고 요청했다.

허영숙은 입장이 달랐다. 허영숙은 1918년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총독부의

원에서 1년 동안 임상을 수련했고, 잠시 함흥에서 임상 경험을 쌓았다. 그러

다가 1920년 5월 1일 서울 자신의 집을 뜯어고쳐 영혜의원을 개업했다. 상하

이에서 이광수가 보낸 축하 편지를 받았다. “병원, 영혜병원은 개업되었다는, 

왜 매일신보에 광고가 아니 나오? 나도 첫 사업, 영도 첫 사업, 깊이 축하하고 

항상 성공을 빕니다. 아무쪼록 전 심력을 다하여 분투하시오. 혼자 영의 병원

에 있어 움직이는 모양을 그려봅니다.”28) 하지만 허영숙은 이광수에게 빨리 

그쪽 (독립운동)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할 것을 종용했다. 허영숙을 분노케 한 

것은 그가 자포자기로 건강이 쇠약해지고, 기생집에 다닌다는 소문이었다. 허

27)  허영숙, 「나의 자서전-일대의 문인 춘원의 애인」, 1939, 27쪽.

28)  「춘원서간문범」, 『이광수전집9』 (삼중당, 1971), 301쪽.



SHIN Dong-won : Life and Works of Heo Yeng-suk, the First Female Medical Practitioner

│ 醫史學38

영숙은 1920년 5월 이광수가 그에게 준 ××(아마 약혼반지가 아니었을까)를 

되돌려주고, 또 ×로 ○고 찢어서 ×× ○○에 버린다는 통첩을 보냈다. 허영

숙은 “본국으로 곧 오라 하시고 연하여 네게 어찌 그러한 용기가 있으랴, 성의

가 있으랴”하면서 춘원의 본심을 확인하려고 했다.29)

춘원은 위기를 느꼈다. 이해 7월의 한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절규했다.  

“나를 버리지 맙시오. 아무러한 것이 있더라도 참고 용서하고 버리지 맙시

오. 이미 4년이 넘는데 갈수록 영이 없이 살 수 없이 생각됩니다. 더구나 모

든 사업에 실패가 오고 동지의 가치에 의심이 나고 인생의 고독을 맛볼수록 

당신의 깨끗하고 뜨거운 사랑이 그리워집니다. 지금 당신이 가시면 나는 없

어집니다.”30) 이해 8월, 이광수는 “지금까지 모처와는 일체 통신을 끊었습니

다. …(중략)… 그 사진을 받았으나 모두 찢어버리고 말았소이다. ‘나는 너를 

버린다’, ‘나는 죽기까지 너와 한 몸이요, 한 맘이다. 네 아내다.’ 이 둘 중 한 

대답을 택하여 줍시오. …(중략)… 나는 지금 3개의 기로에 섰습니다. 1.돈을 

모아 볼까 2. 윤리학을 연구할까. 3.죽어 버리고 말까. 이 세 가지 중에 당면

의 문제는 제3외다.”31)는 의지를 비쳤다. 이 편지에서 이광수는 모든 여자관

계를 절연했음을 강조하면서 결혼과 버림 둘 중 하나를 택할 것을 허영숙에

게 요구했다.32)

이해 1920년 11월 둘 사이의 오해가 풀렸다. 이듬해 2월 허영숙은 상하이

의 이광수를 찾아갔다. 허영숙은 엿새 후에 홀로 귀국했다.33) 이광수는 한 달 

29)  『이광수전집9』 (1971), 304쪽.

30)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길사, 1986), 663-4쪽.

31)  『이광수전집9』, 1971, 309쪽.

32)  허영숙이 볼 때, 이광수에게는 여학생 라이벌들이 있었다. 3인이 그의 주변에 있었는데, 나

혜석도 그중 1인이었다.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길사, 1986), 585-8쪽.

33)  이광수는 『매일신보』 사장의 추천서로 일본공사관에 취직했다. 문학평론가 김윤식은 이 베

이징 행은 허영숙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광수로서는 그간의 명성을 구기는 일-여성

과 함께 사랑의 도피행, 여성에게 생활비 의탁, 일본공사관 취직 등-만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허영숙은 일단 베이징 행을 단행함으로써, 춘원에게 자신의 의지를 과시

하면서 집에서 자기에게 강요하던 혼사를 물리쳤다. 또 허영숙의 상하이행에 이는 춘원의 

돌연한 귀국을 둘러싸고 이후의 논쟁이 있었다. 해방직후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을 때, 허영

숙이 총독부의 밀명을 받아 이광수를 회유하러 상하이 행을 택했다는 보고서가 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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쯤 뒤인 3월말 도산 안창호의 만류를 무릅쓰고 귀국했다. 이해 5월 허영숙과 

이광수는 결혼했다.34)

허영숙과 이광수의 사랑에서 결혼에 이르는 파란만장함은 이렇게 대단원

을 맺었다. 둘 사이에 오간 편지가 1,200통이었다고 하니 둘이 뱉어낸 사랑의 

언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짐작할 수 있다. 그 시대 최고의 문인인 춘원 이

광수의 사랑은 결국 허영숙이 쟁취했다. 춘원은 그의 남편이기도 했지만, 그

가 간병한 환자이기도 했고, 그가 가장 존경한 우상이기도 했다. 

4. 두 번째 도쿄 유학 시도와 좌절

이광수와 4년 동안 밀고 당기면서 사랑싸움을 하면서 1921년 5월 극적으로 

결혼에 성공한 허영숙은 의사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허영숙은 이미 여성 

의학계의 대표자로 발돋움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했다. 1920년 영혜의원을 

개원한 이후 의사로서 그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단 한 차례 있었다. 1920

년 여름 허영숙은 여의 1명, 남자 의사 넷과 함께 콜레라 예방주사를 대중에

게 맞히는 방역대 활동을 했다. 이 때 허영숙은 여의 임명숙과 함께 부인들의 

예방접종을 맡았다.35) 의사로서 그가 사회로부터 받은 주목은 여성 최초 개

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예방 접종 여의사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김점동 이후 

춘원 자신이 이미 임시정부의 독립운동노선이 자신의 ‘실력양성론’과 다른 점에 회의가 있

었다. (김윤식, 위의 책, 673-7쪽). 허영숙은 이를 달리 말하고 있다. “내 생각은 이랬어요. 

춘원은 그 약한 몸으로는 ××××(독립운동: 인용자-검열이 있었기 때문) 같은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몸인데 다른 문화운동 같은 것으로 방향을 바꾸면 좋으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권

하고 나는 나왔습니다. 처음 내가 ××(상해: 인용자)를 들어갈 때에는 게서 살려고 들어갔

으나 마음에 맞지 않는 데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 후 춘원이 나왔지요. 이 때문에 항간에

는 별에 별 풍설이 다 돌아가며 죽일 년 죽일 놈하고 야단이었지만 그것은 모두 곡해로 그

랬었던 것이었습니다.”(허영숙, 「나의 자서전」, 1939, 27쪽)

34)  허영숙의 상하이행과 이후 춘원의 돌연한 귀국을 둘러싸고 이후, 그의 변절 여부에 관한 뜨

거운 논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길사, 1986), 673-7

쪽을 볼 것.

35)  『동아일보』, 1920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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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외국에서 여의 졸업장을 받아 온 그의 야심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

았다. 그가 영혜의원을 내면서 이후로는 “더 크게 내리라”는 생각을 비친 것

은 한갓 헛된 포부가 아니었다. 게다가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춘원을 사로

잡은 자부심 또한 그를 크게 분발시켰을 것이다.

1922년 2월 그는 더 수준 높은 공부를 위해 도쿄 유학의 길로 나섰다. 결혼

한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젊은 허영숙은 자

신의 부족한 의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본의 여의학교를 나

오기는 했지만, 그는 검정고시를 쳐서 의사가 된 처지였다. 그건 남자의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높은 전문성도, 또래의 신여성을 확 능가할만

한 학벌도 아니었다. 그는 더 공부하기 위해서 ‘제국대학 의학연구’과 진학을 

목표로 했다. 『매일신보』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현 주소에서 병원을 설시한 후 약 3년 동안을 일반 조선 여자들

의 내과며 기타 여러 환자를 조금도 어렵지 아니하게 치료하여 오

던 바 임술년(1922년: 필자) 새해를 맞음에 대하여 세상도 역시 새

로워지는 동시에 이만한 의술로는 도저히 조선 일류의 의사의 자

격을 얻기 어렵다는 생각이 벼락같이 뇌를 자극하는 고로 즉시 사

상을 변경하여 이때까지 침착하여 환자를 취급하던 것을 전부 치

워버리고 이로부터 약 삼년간 예정으로 음력 정월 15일 경에는 내

지로 건너가서 모교 되는 여자의학전문학교 교장의 천거로 제국대

학교 의학연구과에 입학할 예정이며 학자금은 1개월에 50원 예정

으로 1년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그 나머지 회비는 집으로부터 다달

이 보낼 모양이라더라.36)

여기서 제국대학은 도쿄에 있는 제국대학, 즉 도쿄제국대학이다. 3년 과정

의 ‘연구과’는 의과대학 정식 과정이 아니라 의과대학 연수를 통해 논문을 써

서 의학박사학위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굳이 학위 취득이 아

니더라도 입학만 되어도 그는 여성계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남자 의학계를 통

36)  『매일신보』, 1922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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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어도 뒤지지 않을 전문성과 학벌을 갖추게 된다. 

1922년 3월 2일 허영숙은 도쿄로 새로운 공부의 길을 떠났다. 집안의 남

편은 어머니에게 맡겼다. 1년 치 등록금을 다 싸들고 나선 그의 모습에서는 

모종의 결기가 느껴진다. 하지만 그의 유학은 쉽지 않았다. 국내 신문 인터

뷰에서는 제국대학 의학연구소를 간다고 했지만, 일본에서는 학교에 들어가

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다. 춘원은 병원을 어디로 정했는지 알려달라고 재촉

하고 있다.37) 허영숙이 편지에서 ‘의과대학’을 언급하자 “학교에 입학한 것이

냐”고 되묻고 있다.38) 이와 달리 허영숙은 반가운 소식을 가족에게 전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던 중 5월 9일 허영숙은 남편에게 자신의 실패를 편지로 알

렸다. 이 편지에 대한 춘원의 답장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명시적

으로 알 수 없다. 하나 분명한 사실은 허영숙의 도쿄 유학이 처절하게 좌절되

었다는 것이다.

“맘이 약한 아내여! 당신은 아직 역경에 처하는 단련이 부족 하오. 그만한 

일에 그렇게 상기하고 실망할 것이 무엇이요? …(중략)… 어떠한 세상의 풍파

에든지 까딱도 아니하는 튼튼한 여성이 되어 주시오.” 춘원은 허영숙을 위로

하면서 6월 초 귀국하여 1년 맘 놓고 놀면서 쉴 것을 권했다. 내년에는 새로 병

원을 경영해 보자고 권유하면서 의학의 꿈을 놓지 말라는 위로를 담았다. 그

러면서도 춘원은 자신이 아내의 좌절을 얼마나 슬퍼하는가를 편지에 담았다. 

“어머님께 그런 말씀하고, 하는 나와 듣는 어머니와 둘이서 울었습니다. 그랬

더니 어머님 말씀이 ‘어서 오라게. 와서 좀 편안히 놀라게.’ 하시고 우셨소.”39)

떠날 때 포부와 달리 허영숙은 넉 달 만에 짐을 꾸려 조용히 서울에 돌아왔

다. 그의 실패 이유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여자라는 것, 수준 낮은 사립 여

자의학교 출신이라는 것, 식민지 조선의 의사면허자라는 것, 이런 그의 경력 

정도로 뚫기 힘든 제국대학 의학연구과의 높은 벽만 실감할 뿐이다.

37)  『이광수전집9』, 1971, 311쪽.

38)  『이광수전집9』, 1971, 311쪽.

39)  『이광수전집9』, 1971,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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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자 허영숙의 기사와 논설

이광수와 사랑싸움을 하던 중 1920년 영혜의원 원장 허영숙은 최초의 여성 

개원의로서 신문에 여성 논객으로 데뷔했다. 이 해 4월 1일 창간을 본 『동아

일보』에서는 사회, 교육, 과학(의학), 예술을 대표하는 여성계의 인물들의 글

로 여성계의 현안을 점검하는 일련의 특집을 기획했는데, 여성 의학계의 대

표자로 허영숙이 박인덕, 김일엽, 나혜석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40) 이중 김

일엽과 나혜석은 도쿄 유학시절부터 여학생 운동으로 잘 알던 사람들로서, 춘

원을 둘러싼 그의 연적이기도 했다.41) 이 넷은 미모면 미모, 학식이면 학식을 

대표하는 조선 여성계의 아이콘으로 군림했다.

허영숙이 기고한 글의 제목은 「화류병자의 혼인을 금할 일」(5월 10일자)인 

짧은 논설로 3면에 실렸다. 이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결혼

제도에 대한 언급이다. 허영숙은 결혼제도가 개량이 시대의 급무이기는 하지

만 그것은 “엄밀한 교육의 힘을 가지고 개인을 양성한 후의 일”이므로 당장의 

결혼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둘째는 이러한 결혼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병환자의 결혼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남편의 화류병 

때문에 무고하게 전염된 부인과 아이의 끔찍함은 개인과 일가에만 그치지 않

고 국가의 성쇠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큰일이라는 논리를 폈다. 임상의사로서 

그런 일을 자주 목격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셋째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

로 그는 성병 환자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42)

짧지만 이글은 정연한 논리를 갖추고 있었고, 의학적 전문성을 배경으로 하

40)  스타트는 신여성 박인덕(1896~1980)이 끊어서 「현대여성과 남녀평등 문제」(4월 2일자)를 

다뤘다. 그는 이화학당 대학과 출신이었으며 유관순의 스승으로 3·1운동 직후 옥고를 치

른 당대 최고 유명 여류인사였다. 두 번째는 김원주(1896~1971)의 「여자교육의 필요」(4월 

6일자)이었다. 김원주는 김일엽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시인이자 수필가였다. 그 다음

이 허영숙이었다. 홍일점 여류화가로 유명한 나혜석의 글 「회화와 조선여자」(1921년 2월 

26일자)가 이듬해에 실렸다.

41)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길사, 1986), 660쪽.

42)  『동아일보』, 1920년 5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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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명문은 아닐

지 모르지지만 스물 셋 난 여의사의 데뷔 글로서는 무난한 편이었다. 

허영숙의 글이 나간 후 2주 후 그의 글에 대한 신랄한 반론이 실렸다. 허

영숙의 글 분량의 두 배쯤 되는 길이였다. 투고자는 남자 선배의사 유진희

(1893~1949)였다.43) 그는 허영숙이 처자에게까지 화류병을 옮기는 결혼제도 

자체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 말단인 남자의 화류병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는 것, 그 대책이란 것도 자신이 볼 때 ‘가장 불합리한 제도’인 법률적 제재를 

내세운 철저하게 그릇된 것임을 맹렬히 비난했다. 극단적으로 유진희는 허영

숙의 논리를 “현대의 인위적 질곡에서 조금도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무감각, 

아니 호강스러운 사치”로 치부했다. 대신에 그는 성적 매독의 근절이 오직 사

회적 매독인 결혼제도의 철폐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44)

허영숙은 유진희가 지적하고 있듯이 “현상과 타협하며 긍정하면서 개선”

을 모색하려는 입장을 굳건히 지녔다. 이후에도 허영숙은 일관되게 급진적인 

여성해방론자나 사회주의운동가의 모습과 다른 방향을 추구했다. 허영숙의 

글의 적힌 표현 “가장 엄밀한 교육의 힘을 가지고 개인을 양성한 후의 일”이

란 표현을 다시 한 번 음미하도록 하자. 아직 결혼은 안했지만, 이는 이광수의 

실력우선론, 민족개조론과 통하는 생각이었다. 그것은 결혼 철폐를 외치는 무

정부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의 견해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1924년 말 허영숙은 『동아일보』의 정식 기자가 되었다. 그것은 우연의 성

격이 짙었다. 일본 유학에서 실패해 돌아온 후 개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 이광수가 폐결핵으로 『동아일보』 기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그것을 대

신 떠맡게 되었다.45) 이후 그는 2년 약간 넘게 기자생활을 했으며, 1925년  

43)  이름과 달리 그는 여의사가 아닌 남자의사이다. 그는 1914년 총독부의원양성소(1917년 경

성의학전문학교로 바뀜)를 졸업한 의사이자 무정부주의, 사회주의운동가였다. 그는 1921

년 발생한 경성의전 교수 구보 무의 “해부학적으로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열등하다.”는 발

언으로 발생한 동맹휴학 사태를 동창회 대표로 해결한 인물이며, 1925년 조선공산당 설립 

멤버이기도 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유진희」 조 참조.

44)  『동아일보』, 1910년 5년 26일.

45)  허영숙, 「나의 자서전-일대의 문인 춘원의 애인」, 1939,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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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927년 3월까지는 학예부장을 지냈다. 아무리 남편 일을 대신한다

고 해도 신문사에서 그의 자질과 가치를 따지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 앞서 보

았듯 그는 문장력을 갖춘 희소한 여의사였다. 게다가 신문의 확장을 위해서

는 부인란 기사의 강화가 필요했는데, 여성의 의학, 위생, 과학을 담당하기에 

그가 적격이었다.

허영숙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가정 건강관리에 관해 많은 글을 썼다. 이를

테면, 「가정위생(1-2): 어린 아이 울 때 어머니의 주의, 아이를 못 낳는 부인

과 남편」(1926. 3. 1, 2), 「월경기에 있는 따님을 둔 어머니의 주의하실 몇 가

지」(1926. 3. 3), 「가정위생(4-6), 해산과 위험」(1926. 3. 4~3. 6), 「위생과 아이

의 사망률」(1926. 5. 1), 「가정위생, 월경과 안정」(1926. 5. 4) 등의 기사들이 

그것이다. 이밖에 「가정의 겨울위생」(1~6회. 1925. 1. 23~2. 6), 「유행 감기」 

(2회, 1925. 2. 23, 25), 「개에 물렸을 때 이렇게 하시오」(1926. 4. 22), 「생명을 

위협하는 파리와 모기」(1926. 4. 27), 「봄의 청결」(1926. 4. 29) 등 가정위생

에 관한 글을 썼다. 일반적인 위생 관리에 대해서는 남자 의사의 글이 실렸지

만, 허영숙의 글은 철저하게 부녀 중심의 가정 건강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가운데 우선 월경에 관한 기사들이 주목을 끈다. 잡지도 아닌 일간신문

에서 사회의 터부인 처녀의 초경 문제를 기사로 과감하게 다뤘기 때문이다. 

일본사람은 처녀에게 월경이 시작되는 말을 큰 명절이라 하며 

그 날에 팥밥을 짓고 친척이 모여 축하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와 반대로 처녀에게 월경이 시작되는 것을 무슨 큰 수치로 아는 듯

이(기실 그렇지도 아니하건만) 쉬쉬하고 숨김으로 어린 처녀가 어

떻게 부주의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월경이 시작된 것을 남에게 눈

치를 채게 되는 때는 무슨 큰일이나 저지른 것처럼 또한 근심을 하

고 애를 쓰며 이로 말미암아 정신이 대단 침울해지는 일이 않다.46)

이 기사에서 그는 월경이란 여성에게 반드시 있는 일로서 어머니가 이를 잘 

46)  『동아일보』, 1926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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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주어 딸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기사는 여자 아이 열넷 무렵 첫 월경이 시작할 때 그들의 심리변화가 크게 

생기는 것이 과학자가 증명한 것이라 하면서 모든 어머니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가 행여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허영숙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쓴 기사는 「민족 발전에 

필요한 어린 아희 기르는 법」이라는 기사였다. 그는 1925년 8월 28일에 시작

하여 이후 무려 41회에 걸쳐 이 글을 연재했다. 얇은 단행본을 낼만 한 분량

이다. 이글은 신문지상에서 임신과 육아 관련 기사 중 최초의 본격적인 것일 

뿐 아니라 당시 신문기사로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긴 글이다. 보통 

신문지상에 소개되는 건강 관련 기사는 청결이니 위생이니 단순히 과학 지식

을 소개하는 게 주류였다. 이와 달리 허영숙의 글은 “민족 발전에 필요한”이

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계몽적 칼럼의 성격을 띤

다. 이글은 임신 이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어린 아이를 기르는 각종 방

법을 다뤘다. 

왜 이 글을 썼는가. 허영숙은 민족개량에 유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 보도록 하자.

오늘날 세계 각국이 가장 주의하고 힘쓰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

은 민족개량이다. 어찌하면 각각 제 민족을 지금보다 힘 있는 민

족을 만들까, 어찌하면 가장 잘 살 능력을 가진 민족을 만들까 함

이다. 이것은 구주 대전 전까지는 군비 확장과 영토 획득 경제적 

발전에서 구하려하였지마는 구주 대전 후로 각국은 그보다 더욱 

근본적인데 착목하게 되었으니 곧 그 민족을 구성하는 분자인 각 

사람―남자와 여자를 지금보다 힘 있게 만들자 함이다. 각개의 남

자와 여자가 힘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구성된 민족 또는 국민

은 힘 있는 민족 또는 국민이 될 것이라 함이다. 모든 교육은 아동

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중략)… 보통교육에 들어가기 전 남자와 

여자의 교육 또는 보호 문제는 교육의 근본문제가 되는 것이다. … 

(중략)…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것은 맹목

적 사랑이오, 불합리한 사랑이다. 그러한 사랑 밑에서 자라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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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좋은 국민이 될 수가 없다. 보라.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우리들이 가장 쇠퇴한 백성이 되고 말지 아니었든가.47)

“아동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지·덕·체를 기르자!” 가정에서는 개별의 남

녀 아이의 향상이겠지만, 그것들의 합은 민족의 개량으로 귀결된다는 내용이 

이어지는 기사의 내용을 채운다.48) 허영숙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 신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하고, 잘못된 방법과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하고, 창의적

이며, 규율 있고, 선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

여 그는 임신이 이뤄지는 과정, 엄마 배에서 아이가 자라는 과정, 조산의 원인

과 대책, 젖의 성분과 영양, 소아전염병의 예방 등 자연과학적 지식을 민간에

서 쓰는 쉬운 말로 여성에게 풀어준다. 아이의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아

동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한다. 아이의 심성이 비뚤어져 어른 말에 복종하지 않

고, 욕심쟁이가 되고, 더러운 아이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나태한 아이가 

되도록 하는 기존의 육아 인습을 고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테면, 서양 사

람처럼 젖 먹일 때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일정량을 먹인다든지, 아이에게 

거짓말 약속을 안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각인시킨다. 더 나아

가 그는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조선의 아

이들도 서양 아이처럼 규율을 가르치는 유치원과 보통학교를 수학해야 한다

고 역설한다. 조선이 식민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지적 능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허영숙은 아이의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47)  『동아일보』, 1926년 8월 28일.

48)  이 글이 담은 내용이 무언지는 목차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대충 짐작이 가능하다. 1. 왜 이것

을 쓰나 2. 태아 시기 3. 생산 시기 4. 임신 위생 5. 유전과 태교 6. 갓난 아이 처치 7. 조산아 

8. 유아의 영양 9. 유모의 선택 10. 우유를 먹여 기르는 법 11. 젖먹이기를 그만 둘 시기 12. 

유아의 의복과 기저귀 13. 어린 아이 보아주는 사람의 선택 14. 우두와 기타 질병 15. 유아 

시기의 훈련 16. 어린 아이와 흙장난 17. 어린 아이의 장난감 18. 어린 아이의 공포심 19. 어

린 아이의 질문 20. 어린 아이의 거짓말 21. 어린 아이와 징벌 22. 어린 아이의 군음식 23. 

어린 아이와 유치원 24. 가정과 학교.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될만한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1920년대 후반이나 지금의 한국인들이 ‘근대’의 경험자

로서 같은 이념적 지평에 서 있는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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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넘치는 아이들의 질문과 행동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유명한 

어린 시절에 탐구심을 잘 길러 성광한 서양의 발명가를 예로 든다. 이런 외국 

사례와 함께 허영숙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인 흙 놀이, 자신의 금강산 여

행 때 이웃아이에게 가르쳐준 나뭇가지와 바둑돌을 이용해 형상을 만드는 놀

이가 아이의 창의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말한다. 

진실로 흙은 어린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따뜻한 젖가슴과 같

은 것이다. 어린 아이가 흙을 좋아하고 흙을 사랑하는 감정이야말

로 진실하고 천진한 것이다. 허린 아이에게 흙장난을 못하게 하는 

것은 큰 죄이다. …(중략)… 흙장난을 많이 시킨 아이는 자연을 사

랑하는 마음이 강하다. …(중략)… 어려서 흙장난을 많이 한 아이

는 감정이 순박하며 생각이 원대하게 되는 것이다.49)

계몽해야 할 대상은 가정의 어머니들이었다. 구식 부인네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교육을 받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또한 정식 유아교육

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1920년대는 부부와 아이들로 구성된 ‘가정’ 

담론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였다. 그건 이전의 효를 중심으로 굴

러가던 유교적 대가족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또한 허영숙이 말하고 있듯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 이후 구미 사회는 건강한 아이 육성에 지대한 관

심을 가지게 되었다. 전쟁 자체가 일부 군인이 나가서 싸우는 국지전이 아니

라 나라 전체, 국민 전체 총력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 몸 튼튼한, 

마음 온순한 아이를 키워내는 제1전선은 가정이었고, 어머니는 그 핵이었다.

부창부수라는 말처럼 허영숙의 「민족 발전에 필요한 어린 아희 기르는 법」

은 그의 남편 춘원 이광수가 몇 년 전에 발표한 「민족개조론」(1922년)과 표리

를 이룬다.50) 이광수는 조선민족이 쇠퇴하게 된 근본원인이 ‘허위, 비사회적 

49)  「민족 발전에 필요한 어린 아희 기르는 법(31~32)」 , 『동아일보』, 1926. 8. 28~10. 9 사이.

50)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앞에서 이헌구가 “그리고 간혹 조흔 기사와 명문을 써도 같은 사원 중

에도 그가 쓴 것이 안이고 춘원이 차작(借作)하야 준 것으로 의심하는 이가 많았다.”(이헌

구, 「여기자 군상」, 『개벽』 신간 4, 1935. 3)고 한 것과 같이 춘원이 대신 써주었다는 세간의 

오해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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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심, 나태, 신용 없음, 진취적 기상의 부족, 사회성의 결핍’ 등 타락한 민족

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광수는 민족개조를 위해서는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그

것을 저해하는 것이 허위, 비사회적 이기심, 나태, 무신, 겁나, 사회성의 결핍 

등을 들었다.51)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격 개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광수는 개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다음 8가지를 들었다.

1) 거짓말과 속이는 행실이 없게

2)  공상과 공론은 버리고 옳다고 생각하는바, 의무라고 생각하

는바를 부지런히 실행하게, 

3)  표리부동과 반복함이 없이 의리와 허락을 철석같이 지키는 

충성되는 언의(言義) 있는 자가 되게,

4)  고식, 준순(浚巡) 등의 겁나(怯懦)를 버리고 옳은 일, 작정한 

일이어든 만난를 무릅쓰고 나가는 자가 되게, 

5)  개인보다 단체를, 즉 사보다 공을 중히 여겨 사회에 대한 봉

사를 생명으로 알게(이상 교육 방면), 

6)  보통 상식을 가지고 일봉 이상의 전문학술이나 기예를 배워 

반드시 일종 이상의 직업을 가지게(이상 지육방면), 

7)  근검저축을 상(尙)하여 생활의 경제적 독립을 가지게(이상 

경제방면), 

8)  가옥, 의식, 도로 등의 청결 등 위생의 법칙에 합치하는 생활

과 일정한 운동으로 건강한 체격의 소유가 되게 함이니 이것

을 다시 줄여 말하면 지덕체의 삼육과 부의 축적, 사회봉사심

의 함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52)

허영숙은 조선인의 나쁜 점들이 모두 어린 시절 그릇된 육아 방식에 기인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방식을 뜯어고쳐 집집마다 아이들의 건강과 습관

이 바뀐다면 결국은 민족의 발전으로 나아갈 것이라 말한다.53) 이점 또한 조

선인 하나하나가 도덕적 인간으로 바뀌었을 때 조선 민족이 개조되어 강한 민

51)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 5, 1922, 37쪽.

52)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 5, 1922, 55-6쪽.

53)  이광수와 허영숙 모두 민족성의 결핍에서 원인을 찾고 그걸 개조해야한다고만 하지, 식민 

체제에 대한 비판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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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 될 수 있다는 이광수의 생각과 일치한다.54)

이런 장문의 논설을 통해 허영숙은 매우 큰 자신감을 얻었다. 이후 그의 글

은 차분한 설명조에서 웅변조로 바뀌었으며, 조심스럽게 교육을 비판하던 데

서 나아가 더욱 과감한 모습을 띤다. 「각오하여 두어야 할 조선 여자의 천직, 

특히 여자교육가에게 드리는 말」(3회, 1925. 10. 18, 19, 20일)이라는 논설에

서 허영숙은 ‘민족’에 훨씬 힘주어 말한다. 「민족 발전에…」 기사가 조선 육아

법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 

기사는 민족을 발달시키기 위해 아이를 키우는 부인의 깨달음을 촉구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급기야는 여성의 자각을 촉구하는 웅변적인 시를 내뱉었다. 이 논문 첫 부

분에 소개한 시, “조선의 딸! 조선의 어머니야! / 조선의 희망이 네게 있도다 

/ 네 통통한 젖과 불그레한 입술에 있도다.”55)가 그것이다. 그는 『동아일보』

에 글을 쓰는 스물여덟 살 여기자의 포효를 내뿜었다. 자기의 굳건한 사상에 

바탕을 둔 글이었다.

대체로 허영숙의 글은 의사라는 자신의 전공 영역 안에, 그게 아니면 그것

과 연관된 소재에 머물렀다. 그런 가운데 그는 이따금 전공의 울타리를 벗어

나 일반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런 글에는 춘계생이란 호를 이름

과 같이, 또는 단독으로 썼다.56) 이 기사가 의사의 신분이 아니라 평론가의 자

격으로 글을 쓰기 위함을 내비치기 위해 호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허영숙은 여성 문제에 관해서도 몇 편의 주목할 논설을 썼다. 「부인문제의 

일면,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4회, 1926. 1. 1~1. 4), 「남편의 방탕으로 인해 

자살한 여성을 평함」(1926. 6. 23), 「아내의 마음 ‘루덴 ’ 장군부인의 이혼소

54)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 5, 1922, 51쪽.

55)  허영숙, 「각오하여 두어야 할 조선 여자의 천직, 특히 여자교육가에게 드리는 말 (3회)」, 『동

아일보』, 1925, 10월 20일.

56)  춘계생이란 허영숙의 호이다. 남편이 봄의 동산 춘원이었고, 자신은 그 동산 계곡에 흐르는 

물인 춘계였다. 춘원 집안과 막역하게 지낸 방인근의 처의 호는 그 계곡물이 흘러 모인 봄

의 강 춘강이었고, 방인근의 호는 그 강물이 모인 봄의 바다 춘해였다[김윤식, 『이광수와 그

의 시대』 (한길사, 1986), 8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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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 판결을 듣고」(1926. 7. 21) 등이 그것이다.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에서 

허영숙은 가정생활, 교육, 여성의 자각 등을 설파했다. 그는 이것들이 부인

의 직업 문제, 혼인문제, 남녀교제문제, 여자의 보건문제, 여자의 참정권 문

제 등 복잡한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보았다. 「남편의 방탕으로 인해 자살한 

여성을 평함」은 극단적인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여인네의 처지를 십분 이해

하면서 “왜 아이들을 기르면서 좀더 기다리지 못하였던고―”하는 자신의 안

타까움을 내비친 글이다. 「아내의 마음 ‘루덴 ’ 장군부인의 이혼소송의 판결

을 듣고」 기사는 ‘루덴 ’ 장군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가정에 소홀하자 그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에 기초한다. 허

영숙은 이 기사를 통해 부부 관계에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조선 사회의 문제

점을 비판했다.

허영숙이 기자 활동을 멈추게 한 것은 임신 때문이었다. 허영숙에게는 오

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그나 춘원이나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운명

이러니 생각했다. 그러던 중 1926년 7월 경 여름, 임신에 성공했다. 임신 이

후에는 허영숙의 기명 글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해산을 두 달 남긴 1927년  

3월 그는 신문사를 사직했다. 이어 5월 30일 첫 아들 ‘봉근’이가 태어났다.57) 

그의 나이 꼭 서른 살 때였다. 춘원에게서는 전 부인에게서 난 아들 ‘진근’이 

있었지만, 그로서는 처음이었다. 2년 후에 차남 ‘영근’이가 태어났고, 다시 4

년 후에 장녀 ‘정란’이 태어났고, 다시 2년 후에 차녀 ‘정화’가 태어났다. 허영

숙은 이후 한동안 “가정과 아이에 붙들려 사느라”58) 의사나 기자 등 자신의 직

업을 돌볼 여유가 전혀 없었다.

기자 일은 그만 두었지만 1929년 허영숙은 『매일신보』 현상에 「여성에게 

필요한 이상적인 가정(女子の要むる理想的家庭)」이라는 글로 응모하여 당선

되었다.59) 그는 이 글에서 결혼, 부부, 자녀양육 등 자신의 가정관을 종합적으

57)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시대 3』 (한길사, 1986), 1159쪽.

58)  「내가 본 나, 명사의 자아관」, 『별건곤』 29, 1930, 57쪽.

59)  『매일신보』에 연재된 것이 『조선사상통신』에 실렸다. 허영숙, 「女子の要むる理想的家庭

1~10」, 『조선사상통신』 43권 1107-1116호.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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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펼쳐냈다. 그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정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효친, 열부의 전통가족제도가 무너지고 부부와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변화한 데 맞추어 부자, 형제, 부부, 주종 등의 관계가 경애의 원칙에 

입각해 평등하게 맺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가정의 구성원은 남녀노

소 막론하고 자신의 직업을 가져 자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한편, 건강관

리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사회와 국가의 핵심이기 때

문에 자녀중심의 가정을 잘 꾸려야 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글을 마무리 했다.

이런 내용은 그가 『동아일보』에 썼던 글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지만, 이 글

에서는 ‘민족’이니 ‘조선혼’이니 하는 부분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 이는 식민

지 기관지인 『매일신보』 현상 응모를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이다. ‘민족’이 ‘국

가’로 바뀐 이 지점에서 ‘가정’의 구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불과 수년 전 

그가 포효한 민족적 기개는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6. 도쿄 3차 유학과 산원 개원

아마 첫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이 없었다면, 허영숙의 일상은 남편 병치레, 

아이 양육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면서 이따금 잡지에 글을 쓰면서 흘러갔을 것

이다. 1934년 2월 18일, 아들 봉근이가 패혈증으로 죽어버렸다. 친구와 함께 

놀다가 밀려 넘어져 쇠조각을 스친 상처가 패혈증으로 발전할 줄 누가 알았

겠는가. 사랑하던 아들을 잃고 허영숙은 인생의 무력함을 느꼈다. 동시에 새

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봉근의 죽음은 참으로 인생의 허무를 느끼게 했어요. …(중

략)… 애가 원체 명민하고 똑똑해서 얘는 반드시 장래에 무슨 모사

를 이루리라 이렇게 마음속에 늘 생각해오며 키우든 그 애였습니

다. 뉘가 부모 치고 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만 봉근

이를 잃은 뒤부터는 세상이 쓸쓸함을 느끼게 됨과 동시에 도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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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싫어져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위한 일을 해보자 그래서 나의 삶을 보람 있게 다하자 하

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마침내 자식 셋을 그대로 집에 남겨 놓고 동

경으로 뛰어 건너 간 것입니다.

허영숙은 도쿄 3차 유학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나이 37살이었다. 40

이면 노년이라 생각하던 당시로서는 끔찍하게 많은 나이였다. 또 의학에 손

을 놓은 지도 어언 15년이나 지났다. 새로 공부한다는 게 엄두도 나지 않을 나

이였다. 또 병든 남편과 주렁주렁 달린 아이들까지 있었다. 봉근이를 잃은 허

망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추스르기 위해서 그는 엄청난 도전이란 비장

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마음 한 구석 접어두었던 “일류 의사”가 되리라는 꿈

을 다시 지핀 것이다. 사실 그런 꿈 자체가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다. 2차 유학 

좌절 이후 언제가 다시 시도하리라 생각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생기면서 저편

으로 미뤄놨던 것이다. 허영숙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산원(産院)을 하나 경영하고 싶은 숙망은 퍽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 아이만 길러 놓으면 꼭 동경 가서 산원을 공부하

고 오리라 결심하였다가 어느 동안에 동생이 생기고 생겨서 오늘

날까지 미뤄 왔습니다.60)

허영숙이 구상한 산원은 해산 전문병원이었다. 그는 이 산원이 조선에서 

크게 성공할 것이라 전망했다. 왜냐하면 병원과 달리 산원에서는 다른 환자

를 받지 않고 오직 임신부만 받고,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달리 환자는 나쁜 병 

환자를 받지 않고 해산할 산모만 받는 ‘절대무균’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또한 

산원이 해산 때 생기는 온갖 문제를 완벽하게 의학적으로 처치하는 안전 분만

의 장소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산원이 자신이 주장하는 “민

족을 발전을 위하여 아이를 기르는” 토대의 구실을 하리라 믿었다. 게다가 그

60)  「동경에 엇재 왔든고, 산원에 대한 나의 구도」, 『삼천리』 8-4, 1936, 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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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난한 사람은 무료로 아이를 받아줄 구상까지 했다.61)

집안 살림을 뒷전으로 하고 몸 약한 남편을 국내에 남겨 두고 생후 6개월

의 젖먹이 아이와 두 살난 아리를 데리고 도쿄로 뛰어 것은 여간 어려운 일

이 아니었다.62) 남편의 절대 동정과 응원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

다.63) 글쟁이가 언제까지 인기 절정에 있을 수 있겠는가? 춘원은 이 산원 개

원이 자신을 위한 길이라며 다른 이에게 말하고 다니면서 아내의 이상한 도

쿄 행을 해명했다.

나는 소설가로 일정 수입이 없는 터이므로 늘 생활의 불안정을 

느끼기에, 이미 여의로서 동경의전을 나와 개업까지 한 아내를 조

금만 더 공부 시켜 산파로 나서게 할진대 앞으로 생활의 위협은 면

하여질 것 같다.64)

또 춘원은 실제로 가능한 모든 돈을 끌어 모아 병원의 신축을 도왔다. 가회

동 땅도 팔고, 소설책 판권도 몇 개를 팔고, 원고료도 미리 만들고, 방송국에 

라디오 방송도 하면서 거금 1만원을 만들었다.65)

1935년 11월 허영숙은 도쿄 유학을 떠났다. 그건 2차 유학과 성격이 크게 

달랐다. 이번에는 덜컥 문턱 높은 제국대학 의학연구과를 선택하지 않았다. 

또 자신이 가는 적십자병원 산원에는 자기가 17년 전 총독부의원 실습 때 부

인과 부장으로 있었던 구지 나오타료(久慈直太郞) 박사가 원장으로 있었다. 

적십자 산원은 일본적십자사 경영으로 의사 40명, 산파 100명 규모의 큰 병원

이었다. 환자 절반은 유료, 절반은 무료인 게 큰 특징 중 하나였다. 허영숙은 

처음에는 6개월~1년 정도 공부할 것을 예상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면서 그 

61)  「동경에 어찌 왔던고, 산원에 대한 나의 구도」, 111-3쪽.

62)  「허영숙산원탐방기」, 『여성』, 1938. 12, 65쪽.

63)  「동경에 엇재 왔든고, 산원에 대한 나의 구도」, 113쪽.

64)  「삼천리기밀실, 내외정세」, 『삼천리』 7-10.

65)  「드른 풍월기」, 『삼천리』 8-1, 1936, 6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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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는 턱도 없다는 걸 느꼈다.66)

공부 욕심이 계속 생겨났다. 처음에는 연구생으로 갔다. 구지 나오타라오 

박사는 “왜 가정을 버리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며 늦게 공부하는 허영

숙을 말렸으나, 그의 집념이 워낙 강하자 그를 3년 예정의 조수로 특별 채용

했다. 조수가 되자 그는 마음을 굳게 먹고 서울의 아이들을 도쿄로 불러들였

다.67) 그중 막내는 아직 돌도 안 된 젖먹이였다. 그는 아이들을 자기 곁에 두

고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7시 또는 11시까지 공부했다.68) 그는 산과학을 배우

면서 야심만만하게 박사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임신과 내분비의 관계에 

관한 논문」이 그것이다. 당시의 관행처럼, 그는 논문을 완성해서 대학에 제출

하여 심사를 통과해 박사학위를 취득하려고 했다. 그럴 경우 그는 조선 최초

의 여의사 박사 자격을 얻게 될 것이었다.69)

허영숙의 공부는 춘원의 감옥행으로 1년 반 만에 중단되었다. 1937년 6월 이

광수는 자신이 거느린 도산 안창호의 노선을 따르는 (수양)동우회의 수괴 혐

의로 체포되었다. 전쟁 분위기에 휩싸인 일제가 민족자치노선 정도도 인정하

지 못하는 군국주의 길로 들어서게 됨에 따라 그동안 “무실역행”, “민족개조”

를 내세우며 합법 공간 내에서 그가 이끌어오던 동우회 일당 54명이 모두 체포

된 것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허영숙은 의학박사의 꿈을 접고 아이들을 데리고 

곧바로 귀국해 남편을 돌봤다.70) 춘원은 6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12월 병보석

으로 나와 곧바로 경성의전병원에 입원했고, 이듬해 8월 무죄처리를 받았다.

비록 박사 취득은 실패했지만, 춘원을 돌보면서 허영숙은 자신의 꿈인 산

원의 개원을 준비해나갔다. 허영숙과 이광수가 거금을 들여 설립한 허영숙산

원은 일제 강점기 민간에서 연 최초의 조산병원으로 추정된다. 1937년 8월부

66)  「동경에 엇재 왔든고, 산원에 대한 나의 구도」, 113쪽.

67)  허영숙, 「나의 자서전-일대의 문인 춘원의 애인」, 1939, 28쪽; 「동경에 엇재 왔든고, 산원에 

대한 나의 구도」, 113쪽.

68)  「동경에 엇재 왔든고, 산원에 대한 나의 구도」, 113쪽.

69)  「최초의 여의학박사 허영숙 여사가 논문집필중」, 『삼천리』 8-12, 1936, 22쪽.

70)  「소식」, 『삼천리』 9-5, 1937,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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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효자동에서 산원 건축이 시작되어 이듬해 6월에 ‘허영숙산원’이란 이름으

로 개원했다. 국내 최초의 산원이었다.71) 건설비로 모두 4만원이 들었다. 규

모를 보면, 온돌방 20개로 20명의 산모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다. 산원에 들

어와 아이를 낳아 나갈 때까지 30원 정도 받았다. 분만비 10원, 입원비 20원이

었다.72) 산원 개원으로 그가 의학교를 들어갈 때부터 꿈꾼 것이 실현되었다.

허영숙 산원은 그가 몸져누울 정도로 대성황이었다. 그는 1939년 11월 사

선을 넘나들 정도로 크게 앓았다. “모르히네를 맞으면 아프지 않은 것은 좋으

나, 그것을 맞은 뒤 아무 것도 모르는 정신 상태에서 밤과 낮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아주 죽어 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느꼈다. 느꼈다기보다, 거

저 어서 죽어졌으면 싶었다. 죽어서 더러운 몸, 괴로운 몸, 병든 몸을 화장 가

마에 불살라 버리고 싶었다.”73) 춘원은 “한참 산원이 잘될 적에 아내는 겸허

하지 못했기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혹은 전생의 어떤 죄 값을 하는 것이리

라.”고 탄식했다.74) 허영숙은 넉 달 동안 앓고 난후 회생하여 계속 찾아오는 

산모를 위해 산원을 다시 열었다.75)

이광수는 동우회 사건으로 감방에 갇혔다 병보석으로 나온 이후 노골적인 

친일행각을 벌였다. 그 덕분에 1941년 11월 17일 동우회 사건은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났다. 허영숙도 이광수와 똑같은 배를 탔다. 게다가 그는 이미 적지 

않은 규모의 산원의 경영자였다. 그들의 집에는 일장기가 걸렸다. 이광수는 

학도병 권유에, 허영숙은 총후(후방) 살림살이 유세에 나섰다. 이광수는 ‘가

야마 미쓰오(香山光郞)’이라 창씨개명 했고, 허영숙은 ‘가야마 에이꼬(香山英

子)’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다.76)

71)  「영아의 악원 「허영숙산원-4만원을 드려 근세적 설비를 하다」, 『삼천리』 10-8, 1938, 160쪽.

72)  「영아의 낙원 「허영숙산원」-4만원을 들여 근세적 설비를 하다」, 161쪽.

73)  허영숙, 「병상 일기」, 『삼천리』 12-5, 1940, 178쪽.

74)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길사, 1986), 970쪽.

75)  허영숙, 「병상 일기」, 179쪽.

76)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한길사, 1986), 1000쪽. 해방 직후 이광수는 반민특위에 기

소되었다가 병 때문에 기소가 중지되었다. 그는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그곳에서 병으로 세

상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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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여성 허영숙, 어떻게 볼 것인가

여성으로서, 의사로서, 기자로서 여의사 허영숙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단지 춘원 이광수 때문에 기억되는 존재일까? 아니면 그의 거대한 자

태에 오히려 그 자신의 성취가 공정치 못하게 묻혀버린 건 아닐까? 그의 삶과 

업적의 성격과 규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비교라는 틀이 유용하다.

의학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는 눈부신 연구 성과를 내기는커

녕 논문 자체를 생산해내지 않았다. 임상 실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그가 돋

보인다는 그 어느 기록도 보이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연구와 임상을 주도한 

인물은 모두 남자의사였다. 그것도 경성제국대학이나 경성의학전문학교, 아

니면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출신들이 거의 절대적 다수였다. 그 중에서도 일

본이나 미국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한 인물들이 대체로 더 높은 평가를 받았

다. 정구충의 『한국의학의 개척자1·2』(1985, 1987)이나 최근에 나온 『한국

의학인물사』(2008)에 실린 인물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앞의 책에서는 58

명의 의사가 실렸는데, 그중 3명이 여의사이고, 뒤의 책에서는 의사 52명 중  

1인만이 여의사이다. 

이 두 책에 실린 네 여의사를 비교하면 허영숙의 의학사적 위치가 어느 정

도 드러난다. 『한국의학의 개척자』에서는 허영숙·정자영·최정숙 세 인물

을 실었다. 『한국의학인물사』에서는 김점동을 실었다. 김점동은 한국 최초로 

서양의학을 공부한 여의사로서 볼티모어의학교 졸업후 귀국하여 1900년부터 

의료 활동을 펼쳤다. 그가 의사가 되기 위해 미국이라는 먼 길로 떠났다는 점, 

의사가 되기 위해 미국 의학교에서 어려운 과목을 훌륭히 소화해냈다는 점 등

은 인상적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귀국 후 5년 남짓 활발하게 진료활동을 펼

쳤을 뿐 1905년 무렵부터 폐결핵에 걸려 투병하다 1910년에 사망했기 때문

에 더 이상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 정자영(1896~1970)은 허영숙보다 1년 

늦게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귀국해 1922년 무렵부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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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병원을 개업하여 의술을 펼쳤다.77) 그는 서울 중심가에서 개업하여 대

단한 명성을 누렸으며, 남편 문목규와 함께 부부 의사로서도 유명했다(정구

충, 1985: 596). 최정숙(1902~1977)은 만학으로 1938년에 경성여자의학전문

학교에 입학해 1943년에 졸업했는데 해방 이후 교육자, 카톨릭봉사 등으로 이

름을 떨쳤다(정구충, 1985: 591-4). 이런 3인의 행적을 볼 때, 최정숙은 의사로 

활동한 시기가 해방 이후라서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 김점동은 2호 여의사보

다 근 20년 앞서 의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한 선구자적 위치를 점한다. 허

영숙은 유학 2호 의대 입학생이기는 했지만, 면허 취득은 그렇지 못했다. 다

만 여의사 최초로 개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일생동안 의사로

서 꿋꿋이 본분을 다한 정자영과 달리, 허영숙은 1920년 개업 후 겨우 2년 남

짓 진료를 보다가 중단했고, 16년이 지나서야 다시 진료를 시작했다. 그러니 

일제 강점기에 그의 의사 정체성은 분명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1927년 『별건곤』은 당시 여의사의 상황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했다.78) 이

에 따르면, 당시 여의 숫자는 모두 18명에 지나지 않았다. 희소해서 그런지 

기자가 그 이름을 거의 다 알고 있다. 여의 출신으로 가장 많은 것이 도쿄여

자의학전문학교출신이 9명, 총독부 의학전문학교 출신이 8인, 중국 유학생  

1명 등과 같다.79)

7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정자영’ 조.(http://db.history.go.kr/url.jsp?ID= 

im_109_01173). 이 기록에 따르면, 『민국인사』라는 자료를 인용하여 그가 1949년 현재 52

세이며 27년간 인성산부인과병원을 개업한 것으로 나와 있다. 정구충은 정자영이 최초의 

개업 여의사였다고 말하고 있으나(정구충, 『한국의학의 개척자』, 596쪽) 이 기록을 볼 때 그

보다 2년 앞서 허영숙이 먼저 개업했음을 알 수 있다.

78)  「기사제목 海內 海外에 헛허저 잇는 朝鮮女醫師 評判記, 해마다 늘어가는 그 수효 잇다금은 

해외에서도 활동」, 『별건곤』 5, 1927, 71-2쪽.

79)  일본에서 여자 의전을 마친 사람으로는 “허영숙씨, 현덕신씨, 리덕요씨, 류영준씨, 동대문 

부인병원의 길정희씨, 정자영씨”와 “인천 야소교부인병원에 가 게신 전혜덕씨하고 미국가

서 지금 류학하는 송복신씨하고 한소제씨”가 그들이다. 총독부 학교 출신으로는 “동대문 

부인병원에 게신 안수경씨, 평양긔흘 병원에 게신 김해지씨, 또 한분인 인천부인병원에 여

러해 게시다가 지금은 평양가서 개인개업 햇다는 말이 잇는 김영흥씨!”, “고 다음에는 지금 

성진 제동병원에 가 게신 김영실씨가 역시 그 곳 출신이고 개성야소교병원에 게신 고수선

씨와 얼마전에 대구 신명학교 교원 겸 교의로 계시다가 지금은 경상북도 영덕이라는 고을

에 가서 부부개업을 하야 남편은 공의로, 안해는 녀의사로 게신 윤범영씨가 재작년에 졸업



SHIN Dong-won : Life and Works of Heo Yeng-suk, the First Female Medical Practitioner

│ 醫史學58

이중에서 누가 평판이 가장 좋은지 말하는데, 이로부터 당시 여의의 상황

을 자세히 알 수 있다.

A 녀의사 중에는 누가 평판이 제일 조흔가? 

X 평판이 조코 나즌 것이야 알 수 잇나? 다 각기 독립으로 개인 

개업을 하는 이가 별로 업고 대개는 남의 병원에 가서 서양의사나 

남자의사를 도와주고 잇스니 그의 기술 여하를 알수도 업고 상당

한 포부가 잇더래도 펴기가 어렵겟지. 하여간 경성 안에서도 일홈 

알만 한 이로는 물론 허영숙씨, 리덕요씨. 현덕신씨, 류영준씨, 그 

네 분이 세상에 알게 되엿스나 허씨는 의사와 인연을 끈은 지 가 오

래 닛가 말할 것도 업고 현씨는 동대문 부인병원에, 류씨는 태화진

찰소에 리씨는 총독부의원에 근무하고 게시고 오직 정자영씨 한분 

만이 수은동에 본원, 청엽정에 분원을 두고 내과, 소아과, 산과, 분

인과, 의사로 하야 아츰은 본원, 오후는 분원으로 이러케 도라다니

며 진찰과 치료에 밧부신 모양이데.80)

이 기사에서 보이듯, 1927년 가장 유명한 여의사로 5인을 꼽았는데, 허영

숙·이덕요·현덕신·류영준·정자영 등이 그들이다. 정자영을 제외하고는 

의술로 이름을 알렸다기보다는 유명한 남편 덕에, 신문잡지에 낸 여성해방에 

관한 글로 유명해졌다.81) 이중에서도 다른 3인과 달리 허영숙은 의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아! 현씨, 리씨, 허씨가 드르면 섭섭해 하

시겟네, 남편들로 해서 자긔네 일홈을 세상에서 알게 되엿다고 햇다고.”82)는 

기자의 언급에 드러나 있듯, 세간에서는 여의의 유명세가 의학수준과 의술솜

씨 때문이 아니라 대체로 남편 덕에, 여성해방운동 덕에 생겨난 것이라 생각

했다. 그중에서 진료를 손 놓은 허영숙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런 인

하고 나왓고 작년에도 이삼인 졸업한 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의사가 된 사람은 

“기홀병원 근무” “평양 출생의 김애희씨”가 있었다(『별건곤』 5, 1927, 71-2쪽).

80)  『별건곤』 5, 1927, 72쪽.

81)  허영숙의 남편은 이광수였고, 현덕신은 동아일보사 기자 출신 최원순의 부인이었다.(「令夫

人學力等級記 (령부인학력등급기」, 『삼천리』 7-5, 1935, 201쪽). 이덕요는 동아일보 정치부

장인 한위건의 부인이었다. 이원규, 『김산 평전』, (실천문학사, 2006), 337쪽.

82)  『별건곤』 5, 1927, 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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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오래 지속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구충도 허영숙의 의학 활동보다는 이

광수의 부인으로서, 그의 간병인으로 활동을 주로 기술했다. 

다른 여의사보다 허영숙이 더 활발했던 부분은 기자 활동이었다. 2년 남짓 

짧은 기자 생활 동안에 그는 「민족 발전에 필요한 어린 아희 기르는 법」을 비

롯한 수많은 기사와 적지 않은 논설을 썼다. 여의사가 간혹 신문과 잡지에 글

을 쓰기는 했어도, 그만큼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은 없다. 또 남자의사의 경우

라 해도 의학 정보에 관한 글을 주로 썼을 뿐, 일종의 사상서로 봐도 무방할 

논설인 「민족 발전에 필요한 어린 아희 기르는 법」 같은 글을 내지는 못했다.

여기자라는 측면에서 봐도 허영숙은 조선에서 두 번째의 여기자였다. 남

성 본위의 사회에서 신문사 또한 남성 위주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83) 

혹 여기자가 있다고 해도 그야말로 숲속에 핀 꽃 한 점에 불과했으며, 게다

가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84) 그 이전에는 1명이 있었고, 이후

에도 이현경, 김탄실, 최은희, 윤성상, 황신덕, 김말봉, 김일엽, 박승호, 노천

명, 김오남 등 채 10명을 넘지 않았다. 기자 허영숙에 대한 평가는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다.

그도 실력으로나 활동으로도 다른 여기자에 지지 않겠지마는 원

래 춘원의 지위가 잇고 성가가 먼저 높아서 편집국에서도 마음대

로 부리지 않았고 자기 亦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 某 여기자에게 하는 말과 같이 여기자다운 여기자 노릇을 못하

였다. 그리고 간혹 조흔 기사와 명문을 써도 같은 사원 중에도 그

가 쓴 것이 안이고 춘원이 차작(借作)하야 준 것으로 의심하는 이

가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 잘못이다. 그도 쓰면 잘 쓰는 분

이다.85)

83)  여기자 1호는 배화여고보 졸업생인 허정숙(1902~1991)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후에 남로당 

위원장을 지낸 허헌이었고 그의 남편은 박헌영, 김단야와 함께 화요회 3인방으로 불리던 임

원근이었다. 그 자신도 사회주의운동가 활동을 펼쳤으며, 해방 이후 북한에서 조국통일민

주주의전선관련 요직을 맡았다.) 그는 허영숙과 이름이 비슷해 자매라는 오해를 받았으나 

인척 관계는 아니었고, 허영숙은 허정숙의 뒤를 이어 『동아일보』 여기자 생활을 한 것이다.

84)  「여기자 군상」, 『개벽』 신간 4, 1935, 71쪽.

85)  「여기자 군상」, 『개벽』 신간 4, 1935,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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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시 『개벽』의 기자가 쓴 평으로서, 허영숙이 기자로서 잠재력과 필력

을 가지고 있지만, 대문호인 남편 덕택에 출세한 측면도 있고 그의 그늘 아래

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허영숙은 『동아일보』에서 적지 않은 기사를 썼다. 그의 기사에는 당

대의 사회 분위기, 신문사의 기획 방침도 실려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만의 독

특한 생각, 더 나아가 사상이 담겨 있었다. 그의 기사와 논설은 가정의 건강

관리에 관한 것, 육아와 민족의 장래를 연관시킨 것, 신가정에 관한 것 등으

로 이루어져 있었다.

의사로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고 기자 생활도 짧게 끝마쳤지만, 허

영숙에게 끝까지 따라 다닌 것은 신여성 허영숙의 이미지였다. 1931년, 그는 

대표적인 신여성답게 단발을 단행했다. 1932년 『삼천리』에 「여학생이여 단발

하라.」라는 글을 썼고, 단발 후에는 「여학생이여 모자를 써라.」고 권유했다. 

허영숙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버린 단발한 머리에 모자 쓴 그의 모습은 이 

때 이후의 일이다. 이처럼 1930년대 들어 허영숙 또한 의사, 기자를 거친 대

표적인 신여성으로 추앙받는 존재가 되어 『별건곤』, 『삼천리』, 『신여성』 같은 

잡지 가쉽거리 기사에 단골로 등장한다. 일례로 그는 “딴스홀이 되면 춤추려 

다니서요?―나는 찬성합니다.”86)라는 신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보수적으로 현모양처형 가정을 적극 지지했다는 점에서 그의 신여성관은 

여성의 독립과 자유를 추구한 ‘모던 걸’ 이미지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는 남

편의 반찬을 꼭 자신이 챙겼으며, 집에서 입는 조선옷은 자신이 지어서 입혔

다.87) 또한 그는 남자의 축첩 문제에 대해서 허영심으로 여러 여인을 거느리

는 것은 동정의 여지가 없지만, 어렸을 때 구습으로 장가간 경우 아내가 이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며, 남자의 성적 충동이 너무 강한 

경우라면 생리학 근거를 들어 남자보다 여자의 나이가 10살 정도 연하로 결

86)  「딴스홀이 되면 춤추려 다니서요?」, 『삼천리』 4-5, 1932, 19쪽.

87)  「新女性들은 男便의 밥과 옷을 지어본 적 잇는가? 업는가?」, 『삼천리』 17, 1931,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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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펼쳤다.88) 그는 1929년에 쓴 「여성에게 필

요한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글의 내용처럼 자신의 삶을 살았다. 무엇보다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병 수발에 온 힘을 쏟았고, 그 자신이 아이 키우

는 데 온 정성을 기울였다.

허영숙이 여성 명사로서 여러 잡지에서 발화한 내용은 거의 모두 현모양

처형 신여성 담론이었다. 최근의 한 여성사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신여성

을 세 가지 범주, 즉 ‘신여자’ 개조의 주체, ‘모던걸’, 모방의 병리적 주체, ‘양

처’, 모방의 바람직한 주체로 구분했는데, 허영숙은 전형적으로 세 번째 유

형에 속한다(김수진, 2009). 역설적으로, 1946년 허영숙은 가정을 지키기 위

해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다. 해방 직후 이광수가 반민특위에 회부되자 나머

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광수는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1950년 그곳

에서 지병으로 숨졌다. 허영숙은 1956년 출판사 광영사를 등록하여 1963년

에 남편의 원고를 모두 모아서 춘원전집을 완간했다. 12년 후인 1975년 77세

로 세상을 떴다.

일제강점기 허영숙의 삶과 의학을 돌이켜보건대, 여의사로서, 여기자로서, 

신여성으로서 그의 삶과 업적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전문성

의 눈으로 볼 때, 그의 업적은 이 각각의 분야에서 가장 돋보이지 않는다. 여

의사로서, 여기자로서, 신여성 논객으로서 각 분야마다 그보다 뛰어난 인물이 

더러 있었다. 그렇지만 이 셋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그는 독보적이었다. 대문

호 춘원 이광수의 아내라서 그가 세간의 주목을 더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 글

에서 살폈듯 그 그늘에 묻히기에는 그가 남긴 궤적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 여

성에게 사회적 문호가 약간 열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막혀 있었던, 전통적 가

족제도가 무너지는 한 자락에 새로운 가정이 자리 잡게 되는, 식민지적인 근

대를 겪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는 여의사로서, 여기자로서, 신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았다. 마지막으로 1938년 잡지 『여성』의 기자가 

88)  「男性의 無貞操에 抗議狀」, 『삼천리』 9, 1930, 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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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평가한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허영숙 여사는 치마 둘른 남자요 무서운 정력가요 그 빛나는 수

완이 좀체 남자가 감히 따르지 못할 것이다. 나뿌게 말하면 무서운 

극성쟁이라 하겠으나 여자중에도 충중한 여걸(女傑)이란 말이 적

당할게다. …(중략)… 세월이 좋았더면 여 외교관(女外交官)쯤 넝

넉히 했을 양반이다.89)

색인어	:  여의사, 이광수, 김점동(박 에스더), 여기자, 신여성, 산부인과병

원, 일반의,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 『동아일보』, 민족개조론

투고일 2011. 10. 27.         심사일 2011. 10. 28.       게재확정일 201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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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fe�and�Works�of�Heo�Yeng-suk,�the�
First�Female�Medical�Practitioner�in�

Modern�Korea

SHIN Dong Won*90)

Heo Yongsuk (1897-1975) was the second female medical doctor to 

study Western medicine in a foreign country, the second female journalist, 

and the one of the representative ‘new modern woman’ in Korea. She is 

unfamiliar, however, to Korean people. Few historians of medicine and few 

researchers of the history of literature recall her for her own achievements, 

instead remembering her as a wife who saved her husband, Yi Gwangsu 

(1892~1950), the great novelist, from his dreadful tuberculosis. Removing 

her from the shadow of Yi Gwangsu, this paper tries to uncover her life and 

her contribution to Korean socie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s 

a pioneer, she went to Japan to study medicine in 1914 for the purpose 

of breaking down the long-established custom of female patients, who 

abhorred showing their bodies to male doctors. After acquiring her license, 

she opened in Korea for women and children, though this clinic had a brief 

span of only two years owing to her devotion to caring for her husband as 

his disease worsened. She became a reporter in place of her husband for 

about two years. However, with her efforts, she gave women a considerable 

*  School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KAIST, 373-1 Guseong-dong, Yuseong-gu, Daejeon 

305-701, Korea 

Tel: 82-42-350-4647 / E-mail: shindongwon@kaist.ac.kr



신동원 : 일제강점기 여의사 허영숙의 삶과 의학

제21권 제1호(통권 제40호) 25-66, 2012년 4월 │65

amount of useful medical information. She wrote many enlightening 

articles to awaken Korean women’s “nationalistic spirit’ against Japanese 

colonial oppression. She is worthy of a favorable evaluation as the second 

female reporter and the first who specialized in medicine in the history of 

newspapers in Korea. As a ‘new modern woman,’ she presented her own 

thinking about the best role model for married females, by saying, “Be 

good mother and good wife in the family household, it is the best way to 

strengthen Korean race.” When she became pregnant, she resigned her job 

as a reporter. She exerted herself by bringing up her children and nursing 

her sick husband, gaining fame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conservative 

women’s movement. Medical knowledge was always behind her various 

activities. She can be evaluated successfully as a medical doctor; after 

studying newly developed medical theory and skills for about two years in 

Japan, she established first the specialized hospital for delivery in 1937 and 

had great success. As a successful female doctor, she projected a positive 

image of a new modern woman who was loyal to her family household, 

unlike many famous modern females who pursued women’s liber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ey Word :  women doctor Yi Gwangsu, Kim Jeomdong (Park Esther), women 

reporter, modern women, hospital for delivery, general practitioner, 

Tokyo women’s medical school, Donga-daily, on reconstruction of 

Korean peo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