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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고는 유관순 열사(1902. 12~1920. 09)가 생존해 있던 시대에 함께 호흡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박두성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사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글을 작성하기 위해 꽤 오래 전 서대문형무소와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 몸이 떨리고 가슴 한 켠이 아려오기
시작한다. 만 18세도 되기 전에 사형을 당한 유관순 그의 생애는 너무 짧았다.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인물들을 검색해 보았다. 그의 생애를 키워드로 정리하면
강한 저항의식, 옥살이, 배고픔, 외로움, 상처, 방광 파열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유관순의 강인했던 저항의식은 어떠한 생의 배경에서 형성되었을까.
발표자는유관순열사시대에유관순보다14년전인1888년출생, 1963년75세를
일기로별세한송암(松庵) 박두성(朴斗星)에관한생애사를중심으로사료를정리해
보았다. 송암 박두성 그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종대왕으로 불리워질 정도로 의미
있는 일을 해낸 인물이다. 그에 대한 출생배경 그리고 업적을 살펴보기로 한다.

* 몽골국립생명과학대 초빙교수. 전 평택대학교 교수. 한국사회복지역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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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종대왕으로 불리워 지고 있는 송암(松庵) 박두성 선생은
1888년 4월 26일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516번지에서 박기만 씨의 6남
3녀중맏아들로출생1963년8월25일75세를일기로별세하였다. 박두성의집안은

영국 선교사 토마스가 배를 타고 한양으로 가던 길에 폭풍우로 강화도 교동에
정박하면서 박두성의 부친은 토마스 선교사를 도와준 인연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된다. 우리나라가가장어려운시기였던조선시대말기에출생구한말에
어린 시절을 보낸 박두성. 그는 1899년 강화도 보창 학교를 거쳐 한성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어의동보통학교 교사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어의동보통학교에
근무하던 박두성은 25세가 되던 해인 1913년에 제생원 맹아부의 설립과 함께
교사로 발령을 받는다. 그는 이곳에 근무하면서 어떠한 인연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훈맹정음(訓盲正音)을 창안할 수 있었을까.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박두성 기념관에는 그가 훈맹정음을 창제하면서 사용했던 타자기, 제판기,
점자설명서에 관한 163점의 유품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저시력 체험, 한글점자체험, 감각촉감체험을할 수있는기구들이 소장되어
있다.
박두성에 관한 생애사 자료를 추적하던 중, 나사렛대 점자문헌정보학과를
은퇴하고 현재 박두성기념사업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완우 교수를 통하여
그가 훈맹정음을 창안할 수 있었던 배경을 들을 수 있었다.

Ⅲ. 풀 먹인 옷깃으로 곡기를 때운 어린 시절
박두성은 5천년 역사 중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조선시대 말기인
1888년에출생1897년부터시작된구한말청소년기를보냈다. 박두성에관한기록물

중 “어린 시절 초근목피로 연명하며 풀 먹인 옷깃이라도 씹어 곡기를 때워야
할 때가 있었다”라는 굶주림의 기억을 되살리는 글을 접했다. 당시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풀먹인 옷깃이라도 씹으며 허기를 달래야 했을까. 그리고 농사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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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던 부모님과 9남매의 장남이었던 박두성. 또 하나 어린 시절을 얘기할 때면
극심한가뭄으로고생하고배고팠던일화를빼놓지않았다. 박두성의나이13세였던
1901년, 조선왕조실록을통해서도기록되어있는대가뭄이발생한것이다. 대가뭄이

없었을 때에도 초근목피로 겨우 연명하던 시기에 대가뭄의 발생으로 당시 그는
굶주림과 배고픔이 무엇이며, 자연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뼛속 깊이까지
느꼈다. 1901년 극심한 대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살길이 막연하였던 시절 당시
정부에서는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곡령을 반포하고, 가난한 백성을 구휼하고
구호하는일을맡아보는혜민원(1901~1903)을설치하여안남미를수입배급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생활하던 박두성은허기도달랠겸 새로운세계도
경험하고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지기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가출을
결심하고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일본 오사카에 갔다. 오사카에서 그는 일본인
상점의 점원으로 취업하여 일본어도 배우며 생활을 하였다. 박두성은 일본인이
경영하는상점에근무하고있던중심한눈병을앓게된다. 결국일본생활에적응하지
못하고 눈병을 치료하지 못한 채 서너 달 만에 귀국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출해서
짧은기간동안돈은벌지못했지만“공부를해서실력을쌓는길만이내가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박두성은 이렇게 실력을 쌓는 일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까지는 1895년 7월 전국 소학교령이
공포된 이후 강화도에 보창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가였던 성제이동휘(李東輝)
선생을만나기숙사에서생활하면서4년간교육을받은영향이있었기때문이라고
늘 고백했다. 그러나 평소에 존경심을 가지고 있던 성제 이동휘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되어 1년간 옥고를 치르고 나온 후 북만주로 망명하기
전에 두성을 만났다. 이동휘 선생은 공부를 잘 했던 두성에게 만주에 가서
하성사범학교에서공부를하면서독립운동에참여할것을권유하였다. 졸업후에는
교사가될수도있다는제안과, 독립운동을하며일제에행동으로맞서는것때문에
두성은 깊은 고민을 하였다. 그러나 현지에 남아 실력을 키워 후진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결심한다. 그때 이동휘 선생은 만주로 떠나면서 박두성에게 암자의
소나무처럼 푸른 절개를 굽히지 말라고 송암(松庵)이라는 호를 지어주고
평생교육사업에 바치도록 부탁한다. ‘너는 우선 사범교육을 받고 교육의 선봉에
나서라’는 이동휘 선생의 주선으로 한성사범학교(현 경기고등학교 전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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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하였다. 그는19세되던1906년한성사범학교졸업과동시에어의동보통학교(현
효제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시작한다. 그리고 1913년에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유화정책으로설립한제생원(濟生院) 내맹아부교사로부임하면서시각장애교육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당시 제생원 맹아부에는 맹아부장을 위시하여 4명의 일본인
교사와 한국인 교사로는 박두성 1인으로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98번지에서 기숙
학교의 교육을 시작하였다.

Ⅳ. 박두성의 생애 중 의미있는 사건
박두성이제생원교사로부임하면서의미있었던사건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박두성은 일제강점기 일본점자를 가지로 공부하는 한국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한글점자를만들것을시도했다는점이다. 1920년박두성이제생원맹아부에
부임한지만7년, 이긴세월동안박두성의가장큰서러움은한국의시각장애인에게
한글점자를 만들어 주어 마음대로 읽고 쓰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당시 11월
1일 일본점자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나라 한글점자를 만들어 마음대로 읽고

쓰게 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앞서기 시작했다.
“앞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한국시각장애인이 일본점자로 교육을 받다니…….”

박두성의 한탄은 커져 가기만 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설움에 시각 장애를
가진 맹인들에게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는 한글점자가 없다는 설움이 합해져
박두성의 마음은 더욱 옥죄어 오기 시작했다. 박두성은 먼저 평양에 와있던 홀(Dr.
Rosetta S. Hall) 여사가 4점식 점자를 만들어 평양여자 맹아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연구하였다. 박두성은 평양점자는 하나의 자음이나 모음을 표기하는데
두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자로서 큰 결함을 갖고 있어 홀 여사에게 6점형
한글점자를 함께 제정할 것을건의했다. 그러나 홀 여사는 4점식 점자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4점형 점자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굽히지 않았다. 그 후 박두성은
홀로한글점자를만들것을결심하고, 1920년12월한글의초성(자음) 14자를‘3점식
점자’로 옮기는데 성공한다. 1921년에는 중성(모음) 연구에 착수하여 한글의 모음
10자를 2점식 점자로 바꾸는데 성공 일명 ‘3.2점식 점자’를 만들어 이때부터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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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시각장애인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3.2점식 점자’를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둘째, 세종대왕이만든집현전의언문청을모델로하여‘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비밀리에조직연구위원을위촉했다는점이다. 박두성은세종대왕이정인지, 성삼문
등 8명으로 언문청에 연구자를 두었다는 것에 착안, 이를 본떠서 1923년 그의
제자였던 제생원졸업생 유도윤, 이종덕(후에 맹학교 교장), 노학우, 전태환(후에
맹인복지협회장), 이종화(후에 서울맹학교 교사), 황이채, 김영규, 김황봉 8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여기서 박두성은 세종대왕이 명나라의 한림학사 황찬이
요동에 귀양살이 하는 것을 알고 성삼문으로 하여금 13번이나 왕래시킨 것을
참고로 먼저 세계 최초로 점자를 만들은 프랑스의 루이 브라유(Louis Braille)의
6점식 점자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루이 브라유는 1809년 파리의 근교에서 출생,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 전 부친의 일터인 공방에서 부친의 흉내를 내며 연장을
가지고놀다가실수하여칼에다쳐한쪽눈을실명했다. 그뒤흔히일어나는교감교체
관계(Sympathetic Connection)로 곧 다른 한 눈마져 실명했다. 그는 10세에 파리의
맹학교에 입학하여 맹교육을 받았고, 졸업과동시에 모교의 교사로 취임했다. 그는
1825년까지 모든 방면에서 응용할 수 있는 완전한 점자조직과 체계를 완성하여
6점식 점자를 탄생시켰다. 참으로 시각장애인 교육에 획기적이고 눈부신

위업이었다. 점자가시각장애인의문자로서공식적으로인정된것은그가사망한지
2년 후인 1854년이다.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루이 브라유는 ‘세계시각장애인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
셋째, 박두성은 1923년 4월에 한글점자연구에 착수한지 3년 4개월 만인 1926년
8월, 한글점자 기본 6점을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훈맹정음을 완성하게 되었다.
1920년 1월 ‘3.2점식 점자’ 창안 때부터 계산하면 6년 7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훈맹정음을 만든 후에 이를 어떻게 조선총독부에 승인을
받아내는가하는문제였다. 일제강점기는우리역사의암흑기와같아서창씨개명을
강제로 해야 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사용해야 하는 시기였다. 조금이라도 일본
관헌에게 의심받으면 가상범인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박두성은 한글점자를
만들었다는점이다.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에서는완성된한글점자를훈민정음과
발음이비슷한‘훈맹정음’으로이름을지어발표하기로하니이것이바로훈맹정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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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이다. 그리고 1926년 11월 4일 국어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신문사 잡지사
등 언론기관 관계자다수가요리점 ‘식도원’에모여그날을 ‘가갸날’이라고 임시로
부르고 ‘훈맹정음’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교육이란 것이 문자
교육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도 산수와 과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시각장애인 문자를 위해 또 한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이 난관은
바로 산수의 가감승제와 괄호 등의 부호였다. 이로써 시각장애인 교육에 필요한
모든 점자 기호를 조사해 본 결과 70가지에 달하고, 이에 부족한 6가지는 부득이
8점식 점자를 사용하기로 했다. 제헌국회 때인 1949년 11월 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면서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 한글점자가 명실 공히 시각장애인 문자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넷째, 일제강점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통신교육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에시각장애인을 위한점자통신교육을실시하였다는 기록을확인하기
위해 집필자로서도 몇 번이고 자료를 검색하고 자료를 제공해준 이완우 교수께
다시 한 번 문의하였다. 이러한 의문은 그 당시에 통신교육이 가능하였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이었다. 당시 훈맹정음이 발표되자,
캄캄한시각장애인세계에서광이비치게되어너도나도점자배우기에열심이었다.
점자기호를 외우느라 중얼거리는 소리로 교실마다 웅성거렸다. 과학적인 한글이
배우기 쉽고, 읽기 쉬운 것처럼 한글점자 역시 한글에 못지않게 배우기 쉬웠다.
30세에 가까운 시각장애인 장성주는,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경성에서 박두성

이란 분이 점자를 발명하여 편지만 내면 설명서를 보내준대’라는 소문을 들었다.
그 말을 들은 너 댓 명의 시각장애인들은 귀가 솔깃해졌다. 사실 당시 그들로서는
통신교육이란 무엇인지도 몰랐고 다만 점자란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배워 본다는
생각으로서울에다편지를냈더니며칠안돼서곧점자에대한한글로된설명서와
함께 점자용지로 쓰는 낡은 엽서들, 25칸으로 된 4줄짜리와 회중용 점자기 등이
우송되었다. 이와 함께 맹서기(시각장애인이 글씨를 쓰는 기계) 차용 청구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통신교육을 받는 사람은 점자기가 상하든지 분실되면 원가
2원 80전을 물어준다는 보증자료까지 연서로 작성하여 보냈다. 당시 설명서를

읽어받아가면서통신으로점자를배우기시작한시각장애인이한달이채못되어
박두성과 간단한 점자편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지방의 시각장애인들은 박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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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으로부터 회신을 받고나서는 ‘박 선생님은 우리들 편지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답장을 쓰시는 모양이야. 답장이 오는 시일이 기가 막히게 빠르니!’라며
감탄하는 시각장애인이 증가하였다. 그는 교육에 임함에 있어 학문보다 인격과
인간교육을 더 강조했다. 신체적여건상 정서적 불안으로 혹 거짓말하는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지은 집은 목수가 알고, 지은 죄는 자기가 안다. 속이면 삼대를 빌어
먹느니라’라고 하며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성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교재로서 교과서보다 실용교육을
더 중요시하여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세모꼴, 사다리꼴을 만져보도록 하기 위해
판자에 톱질을 하다가 손끝에 선 지피를 흘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송암의
통신교육에 대한 숨은 노력이 아니었던들 시골 벽촌에 널려 퍼져있는 시각장애인
들에게우리말점자가빨리보급될수는없었을것이다. 이리하여김천년은송암의
통신교육을받은수제자가되었고후에일본동경맹학교사범과를마치고귀국하여
국민대 정외과, 고려대 정외과를 거쳐서 국립 서울맹학교에서 교감을 역임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신교육을 받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상처를 달래주기 위해
한계에부딪쳐있는것을알고하나님말씀을통해용기를얻으라고성경의신약과
구약의 점역 작업을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간혹 통신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저의
집은 시골에서는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마저 저를 시각장애인이라고 죽어
없어지면 좋겠다 하니 어디마음 붙일 곳이 없습니다. 제한된 인생을 어둠속에서
사느니 보다 차라리 삶을 끝맺고 싶습니다.”라는 비슷한 서신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청소년들에게자신이점자통신을통해상담을해주는것은한계에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신앙을 통하여 용기를 주는 것 밖에
없다고 결심 1931년 일제의 눈을 피해 신약성경을 초판에 착수한지 26만인 1957년
성경전서의점역을완성했다. 그는한때너무무리해서성경점역을하다가본인의
시력이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능한 목수는 상한 나무도 버리지
않고 잘 쓴다’라고 하는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졌던 박두성. 그는 1963년 8월 25일
76세를일기로세상을떠났다. 시인이은상(李殷相)은그를가리켜‘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고 칭송했다. 박두성은 현행 훈맹정음 점자를 창안하였고, 일제치하
중에도위험을무릅쓰고일본어가아닌한글교육을고집하였으며, 제자들을집으로
불러식사를하며상담하고, 취업을위해노력하는등시각장애인교육에큰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8  유관순 연구 제23호

참고문헌
이완우 교수와의 인터뷰, 2015. 07.
이완우(2007), ｢시각장애인의 문자형성과 발달｣, 홍익재.
이미경(2005), ｢박두성이야기｣, 우리교육.
http://blog.daum.net/iyagybang/7562832.

유관순 열사 사후 100년,
기독교사회복지 교육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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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와 기독교 교육
기독교와 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 교육의 실태와 과제
기독교사회복지 교육의 책임과 방향 : 결론을 대신하며

Ⅰ. 서론
○ 일 년 뒤면 유관순 열사가 순국한지 100년이 됨.
- 더 정확한 표현은 18세라는 어린 나이였던 유관순이라는 학생이 1920년
9월 28일 “3.1독립만세운동으로 인하여 왜병에 피검되어(영양실조와 계속된

고문으로) 옥중에서 타살”1)된지 무려 100여 년이 흐른 것.
- 유관순이 사망하고 약 30여년이 지난 1948년 경 그가 우리나라의 독립과
3.1운동때문에일제에의해옥중에서고문을당해사망했으며, 사망직후에도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묻혀야 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았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 민족독립을 위한 그의 삶의 이야기들이

새롭게 발굴되면서 전기적 서술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유관순의 생애에
* 백석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 2013년 11월 19일 국가기록원이 주일대사관으로부터 이관 받아 공개한 ‘3․1운동 시 피살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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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해내고자 하는 연구, 또한 그의 사상
형성의 배경을 탐구함으로써 유관순의 삶을 보다 통전적으로 이해하려는
연구(장희영, 2014:323) 등이 수행되었음.
- 1960년대와 1970년대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활성화됨으로서 역사적 사실과

그로부터 민족적 교훈과 정신 등을 얻는 결과들이 나왔음. 그러다가 다시
1980년대들어와서는당시의시대적상황과맞물려우리사회의민주화라는

시대 화두로 말미암아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음.
- 하지만 2000년 10월 유관순 열사의 고향인 천안에 소재한 백석대학교에서

유관순연구소를설립하고그에대한연구를매년수행해오면서다시연구의
수가 증가하였음은 물론, 유관순 열사로부터 다양한 분야와 새로운 측면의
연구들이 이루어졌음.
- 다만, 유관순열사의정신과 행적을학문적으로밝히고 연구영역을확대해

나가는 작업이 미약(장종현, 2014)한 점은 아쉬운 부분. 특히 기독교와
사회복지에 관한 주제는 거의 연구된 적이 없었음.
○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 온지도 한 세기가 지났음.
-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음.
- 그러나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물음을 사회로부터 제기 반기에 이르렀음”(최순남, 1995).
○500년전종교개혁은사회전체를변화시켰고, 디아코니아의유산을남겼는데,

한국교회는 교회 안의 개혁조차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음.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무척 고무되어 있었음. 숱한

개혁과제들이 쏟아졌고, 교단과 학회는 각종행사를 열었으나, 지나고 보면
모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이현주, 2018: 30).
○ 본 연구는 유관순 열사의 사후 100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사상과 실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 교육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성서적 뿌리를 두고
있는기독교사회복지에대해한국대학교육에서어떻게들어와시작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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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실태와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 교육의 책임과
방향을 제안하고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유관순 열사와 기독교 교육
○ 유관순의 기독교 만남-유관순이 5살이 되던 해인 1907년 그녀의 고향인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2)에 교회가 세워졌고, 시골 마을에 분 교회
바람은 새로운 변화를 몰고 왔음-기독교에서는 양반과 상민이 다르지 않고
남녀가평등하다고가르쳤는데, 유교사상에젖어있던당시우리나라에서는
무척 신기한 일이었음.
- 특히 유관순의 집안은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지만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일찍부터 새로운 문화에 눈을 떴다”(장종현, 2010: 8-9).
○ 유관순의 삶에서 기독교교육의 영향-유관순은 지령리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를 믿고, 공주 영명여학교3)를 거쳐 1915년 이화학당 보통과에 교비
장학생으로 편입하여 학업을 이어나갔음(김호일, 2014: 14).
- 선교사 사애리시 부인인 앨리시 샤프(Alice Sharp)는 일찌감치 유관순을 “큰

재목으로 점찍었다”(장종현, 2010: 9). 앨리시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 뒷날
공주영명학교를세우기도했지만, 서양에서많이읽히는책들과함께기독교
서적 등을 지령이 교회 등에 많이 보급함으로서 유관순 등이 비공식적으로
기독교교육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음. 또한, 그녀는
“여성교육에남다른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러한이유로 이화학당의학장인

프라이 선생에게 유관순을 특별히 장학생으로 추천하여 입학을 허락
받았다”(장종현, 2010: 20). 이에따라유관순은 13세때인 1915년 이화학당의
보통과2년에편입학하게되었음. 이후1918년3월말보통과과정을졸업하고
2) 현재는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 임.
3) 장희영(2014)은 유관순이 “공주 영명여학교에서 짧게 수학하다가 이화학당으로 편입한 것으로
보는 연구자들도 있으나, 공주영명학교 수학에 대하여는 보다 확실한 자료의 발굴에 의한 입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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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4월 일화여자고등보통학교 1학년으로 진급하여 1919년 3월 10일
일제에 의한 휴교령이 내릴 때까지 약 4년 동안 이화학당의 교육적 영향
아래 있었음(장희영, 2014).
- 이화학당에 재학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3월 5일 서울역 등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일제에 의해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고향으로 귀향한 후에도 1919년 4월 1일 병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음. 병천 만세운동의 주모자로 체포되어 경성 복심법원으로부터
3연형을 받아 서대문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에 순국하였음(박충순, 2014).

○ 유관순의 사상과 가치관
- 유관순이 독립만세운동을전개했던사상적 배경의 하나는 기독교를 기저로

한 자유평등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교회와 기독교학교에서 신앙심과
함께 봉사와 희생정신을 키울 수 있었음(김호일, 2014).
- 이화학당 재학시절 유관순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배워 어떻게 하면

조국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까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였음(김기창, 2005).
- “유관순열사는비폭력투쟁과삼일정신의상징으로서, 기독교정신을실천한,

세계적인 여성 독립 운동가이며, 우리 민족의 영원한 횃불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은 서로 나눌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이웃이요, 내몸처럼사랑해야할대상이기때문입니다”(장종현, 2014).

○ 이화학당의 교육이념과 교육내용
- 기독교교육을 통하여 한국 여성으로서의 전통적인 미덕과 품성을 지닌

가운데 선진문화를 공부하여 그 핵심적 본질을 파악하고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취할 것은 취하여 보다 나은 발전적 사회생활을 이룩할 수 있는
한국의 가정주부, 여성 지도자를 양성(이화구십년사편찬위원회, 1976: 52).
- 일제의 강점을 전후한 시국의 혼란 상황 가운데서 민족운동과 국권회복의

첩경으로서의 여성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렴, 분출시키는 한
창구로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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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과정 중 “일제하 학교교육의 기본 공통 과목이었던 ‘수신’과목 대신
‘성경포함수신’이라고과목명칭을변경하고실제교육내용으로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구약 사기 등 성경을 명시하였으며, 창가 또는 음악
시간에 찬송가를 교육내용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이화학당의 교육이
일제하의 식민지 교육 체제 아래서도 민족주의적 정신과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교육이라는학교설립의본질적목적을잃지않고있었음을말해준다”
(장희영, 2014: 331).

○ 이화학당의 학교행사 및 학생 활동-학당 창립 초기부터 시작한 학교의

종교적인 행사로는 매일의 채플과 기도회가 있었으며, 주일마다 예배 참석,
연례 종교행사로 부흥회가 있었음.
- 1888년이미학당내에서주일학교가조직되었고매일의채플이학교생활의

일부가 되었음.

○ 이화학당의 정규과정 외 학생활동
- “이화학당기숙사에서는같은방학생들끼리돌아가며기도를했다”(장종현,
2010: 28). 기숙사생들은밤에자기전방마다돌아가면서자치적인기도회를

하였음. 이처럼 기숙사 생활은 이화학당의 기독교교육을 가장 특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 중에 하나였음.
- 대체로이화학당과 배제학당이 연합으로 정동교회에서집회를 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많은 학생들이 뜨거운 회개와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이 영적 각성은 학생들의 민족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쳐 구국기도회로
이어졌음.

○ 이화학당 교육이 유관순에 미친 영향
- 신앙교육: “이화학당에서행해진종교생활은매일오전의학교채플이있었고,

성경시간이 있어 성경을 공부하였는데 학생들은 어떻게든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 “새벽마다 학내에서 새벽기도회가
열렸는데 유관순은 밤중과 새벽에 텅 빈 채플에 혼자 들어가 무릎을 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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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기를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었다.” “정동교회와 연계한 이화학당의
기독교교육은 유관순의 신앙적 애국심이 계속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었고,
구국의 열정을 평화적으로 표출하는 훈련의 장”(장희영, 2014).
- “신앙과 애국, 애국과 신앙을 분리하지 않고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교육을

지속하였던 당시 이화학당의 교육풍토는 후일 유관순의 삶과 독립만세
운동에적지않은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이화학당재학시절유관순은
학교와 가까운거리에 있는 정동교회에 다녔다. 정동교회의손정도, 김종우,
이필주 목사 또한 모두 애국지사였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을 받았던 유관순
역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통하여 애국심이 더욱 공고하게 다져졌을
것이다”(이달우, 2014: 144).
- “유관순이 순국까지도 불사하였던 애국애족의 정신은 다음과 같은 연유로

키워졌음을보았다. 그첫째는당시크게일었던자주독립정신과국권회복을
이루려는 시대적 배경을 들 수 있었다. … 기독교의 전래와 선교사의 잦은
왕래로 세상 돌아가는 정보에 밝을 수 있었고, 유학과 기독교가 병존하는
가정에서성장하면서 … 또한이화학당에서 기독교신앙과남녀평등의식의
전파뿐만 아니라, 민족의식 함양에도 크게 기여한 한국기독교 교육을
받음으로써 유관순의 애국사상은 더욱 확고하게 체계화되었다”(박충순,
2014).

○ 기독교 또는 기독교교육의 영향
- 첫째, 새로운 문화와 변화에 대한 반응
- 둘째, 교육의 기회 → 기회의 평등
- 셋째, 다양한 지식의 습득
- 넷째, 올바른 가치관 함양
- 다섯째,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삶을 실천

○ 기독교대학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 즉,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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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독교와 사회복지
○ 사회복지의 진정한 뿌리로서의 성서
- 모든 기독교인의 행동은 기독교적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기독교적

이념의 기반은 성경이라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사회봉사가 성경(복음)의
핵심으로간주되는가, 아니면주변적신앙생활의요소로간주되고있는가의
문제는 기독교사회복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 됨(김성철, 2009:
112 재인용).
- 구약성서에서는첫째, 사회적약자들의기본적생존권보장을위하여제정된

출애굽기의 계약 법전. 둘째, 빈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 정의를 내포한
레위기의 성결법전. 셋째, 종합적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신명기 법전. 넷째,
분열왕국 시대 이후의 사회보장제도로의 총체적 몰락. 다섯째,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회보장 및 거룩한 백성들의 나눔의 행위로서의 규약.
- 신약성서에서는 첫째, 가난한 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마태복음. 둘째, 죄인의 친구로서, 그리고 섬김의 주로 오신
예수를투영한마가복음. 셋째, 나눔의삶을실천하기위하여오신그리스도를
투영한 누가복음.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종 되심을 투영한
요한복음. 다섯째, 성도들의 그 자발적인 나눔의 역사를 그린 사도행전,
여섯째, 믿음을 완성케 하고 행함을 완성케 하는 믿음의 사례를 보여주는
로마서, 일곱째, 신약의 결론으로서의 청지기 의식.
- 신학적으로 보든지 역사적으로 보든지 간에구약은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을

위한철학적, 원리적내용을포함하고있고, 신약은보다더구체적인실천의
내용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최무열, 2008).

○ 기독교사회복지는 일반 사회복지와는 달리, 사회적 치료와 적응의 상태를

훨씬 초월하여 완전한 통전적 치료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
- 통전적 치료란 단순히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사회 적응 및 치료를 통한

불완전한 인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철저히 영적인
존재로보고사회복지및사회사업이사용되는모든방법론적접근에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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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성을 바탕으로 한 영적인 치유형태를 포함한 치료
행위를 말함.
- 사회복지란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인간을 지원하는 서비스, 정책,

제도등으로서“그주된대상이인간이기때문에인간을위한, 인간의학문”.
- 인간이란단순히신적자비도는은총의수혜대상자로서의수동적인존재가

아니라어떤분명한동기와어느정도의도움만주어진다면스스로의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기능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존재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출발.
- 성서는 사회복지의 대상인인간을 존엄성을 가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보며,

서로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음(최무열, 2008).

○ 기독교사회복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천적 존엄성 회복(김기원, 1998)
-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려는 공동체적 노력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의

하나-기독교사회복지는 단순히 자선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구원론적 신앙의 의미.

○ 진정한 기독교적인 사회적 관심은 사회봉사와 사회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함(Stott, 2006)
- 사회봉사(social service)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거나 자선 활동, 또는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것 등임.
- 사회행동(social action)은 곤경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거나 사회구조를

변혁하려는 행동. 이를 테면 정치경제적 활동 등. 또는 정의를 이루려는
노력 등임.
- 기독교 초기 사회복지는 사회봉사와 사회행동의 두 흐름으로 나뉘어져

시작되었음. 사회봉사는 의료사업, 교육사업, 고아원과 양로원 운영 사업
등이었으며, 사회행동은 독립협회의 활동, 여권신장, 계몽운동, 항일운동
등이었음. 이두흐름은차후에기독교사회복지의전통과사회선교의전통의
큰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신학적 배경이나 교회의 여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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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프로그램 등에 의해 그 흐름이 경향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초기 교회 때부터 활발하게 시작되었던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의 성장과

신교육을 통한 사회의 복지사업이 한창”(김성철, 2009: 295).

○ 교회 등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1)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케리그마(Kerygma),
2) 성령의역사를통해서희망과사랑, 믿음을통한교인들의친교를맺어주는

코이노니아(Koinonia),
3) 교회 밖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한 형제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디아코니아
(Diakonia)임(최순남, 1995: 177)
- 디아코니아 봉사란 종교적 봉사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의식과 직무수행을

비롯하여 세속적인 봉사의 개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종교적인 봉사란
구약에서 레위지파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때 성전에서 수종들게
되었고(역상 23:32), 희막 집회 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봉사하게되었던경우이다(민8:19). 세족적인봉사란야곱이외삼촌라반에게
봉사한 경우이다(창 30:26-29).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화되면서 봉사의 개념도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된다. 즉, 봉사의 개념이
구약시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의 활동으로 변화되었다. …
이 봉사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은혜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혹은 형제애로서의 의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 디아코니아가 일반적인 봉사(service)의 개념과 다른 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근거하고그리스도의은혜에감사하여동기가부여되는이웃사랑
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이웃에 대한 봉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우어지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노력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실전적
모습이다.

○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기독교와 교회 등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경우도있음-첫째, 기독교사회복지(Christian Social Welfare):
기독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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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을통하여사회적책임하에사회문제에대한해결이이루어져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둘째, 기독교 사회사업(Christian Social Work): 기독교인이
기독교적신념과가치관을가지고기독교이념을구현하기위하여실천하는
사회사업으로 교회사회사업보다 폭넓은 개념
- 셋째, 교회 사회봉사(Christian Social Service): 교회의 교인들이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신앙체계를 행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교회라는 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relief), 개발(development),
옹호(advocacy)
등의 봉사
- 넷째, 기독교 사회목회(Christian Social Ministry):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목회의 대상으로 삼아서 행하는 사회봉사
- 다섯째, 사회선교(Social Mission): 교회의 사회봉사를 선교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개념. 교회의 선교적기능에서 전도는 복음의선포이고 봉사는
선포된 복음의 사회적 실천으로 이해되고 있음(박종삼, 2012).
- 기독교 사회복지와 교회 사회사업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지만 교회가

기독교에 속하고, 사회사업이 사회복지에 비해 협의의 개념이므로 교회
사회사업은기독교사회복지의하위영역이며기독교사회복지를논할때는
교회사회복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김성호, 2015).

○ 한국 교회와 사회복지-한국의 기독교사회복지는 1세기 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임. 즉, 선교프로그램으로서 기독교사회
복지는 한국의 교회의 성장을 위해 정착되었음.
- “한국교회의 교회사회복지실천의 역사는 그 자체로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크게는 한국역사와 맞물리고 있으며, 작게는 한국사회복지의 역사
및 한국교회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의 역사가
가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교단이나 교회 혹은 사회사업단체의
세세한 역사를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김성철, 2009: 283).
- 역사적으로 보면,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봉사활동은 초대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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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했던자선사업에서찾게된다. 이자선활동은인종과국적을초월하여
보편화되었으며, 16세기에이르러공적빈민구제제도에영향을주게되었음.
- “과거 오랫동안 교회의 직무이었던 빈민구호는 성직자와 귀족들에 의해

부업으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이 방면에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실시되었다”(지윤, 1969: 9).
-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는 사회선교, 사회봉사, 사회복지 등에

관한 관심과 새로운 이해를 위한 노력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전도와 봉사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이해해

왔지만, 이중전도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교회성장은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지만 사회봉사에 대해서는 1990년대 초까지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 “한국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회 사회사업가가

교회에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패러다임으로는 현재 한국교회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와 ‘교회의 선교’(Missio
Eklesia)라는
신학적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김성철, 2009: 112-113).

Ⅳ. 기독교사회복지 교육의 실태와 과제
○ “한국에 있어서 사회사업교육이 최초로 시작한 것은 1947년 9월 이화여자

대학교 기독교사회사업학과임. 그 후 사회의 인식과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동 학과는 1958년 4월에 이르러 기독교교육전공은 기독교학과로 분리되고,
사회사업학전공은 사회사업학과로 독립하게 되었음.
- 다음으로 1953년6월에는중앙신학교에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고, 1957년

서울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음.
- 1958년 한국그리스도교회 신학교에 사회사업학 전공을 두었으며, 1961년

대구시에 한국사회사업대학이 설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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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년에는 중앙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으며, 1964년 춘천시

성심여자대학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고, 동년 원주시 원주대학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음.
- 그리고 1969년 서울여자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되었음.
<표 1> 1969년까지 우리나라 대학 중 사회사업학과 설치 현황
학교

설치연도 배출연도 비고

이화여자대학교

1947

1951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 1953

1957

서울대학교

1957

1963

1959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한국그리스도의교회신학교 1958
(현 그리스도대학교)

1962

1958년 5월 종교사회사업학과로
창설

한국사회사업대학(대구)(현 1961
대구대학교)

1965

중앙대학교

1963

1967

원주대학(현 상지대학교)

1964

1968

성심여자대학교(춘천)

1964

1968

서울여자대학교

1968

부산대학교

1969

숭실대학교

1969

1947년 9월 기독교 사회사업과로
창설,
1958년4월사회사업학과독립

1969년도부터 신입생 모집

○ 대학과 학과의 급증 및 현황: 1963년에 대학 이상에 설치된 사회복지(사업)

학과가 4개이던 것이, 1970년에는 10개, 1980년에는 26개, 1990년에는 63개,
1994년에는 85개가 개설되었음(김영모, 1995).
- 그리고1990년대후반부터지속적으로그수가증가하여, 2018년기준으로는

총 1,000개가 개설된 상태임.
- 이러한 사회복지학과의 증설과 더불어 사회복지학의 교과과정 및

교육내용도 크게 변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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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현재 사회복지학과 등 현황
대학

학과

일반대학

119개

대학

303개

전문대학

135개

전문대학

357개

대학원

324개

대학원대학 16개
* 출처: 대입정보포털어디가(2018). http://adiga.kr/EgovPageLink.do?link=EipMain
대학알리미(2018). http://www.academyinfo.go.kr/

○ 우리나라 사회복지교육의 역사적 특징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교육은 미국의 교과과정모형을 그대로 도입․적용

하면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전문교육의 발생지임으로서 한국도
그영향권내에있을수밖에없었다는사실과우리나라에적절한교과과정을
수립할 능력도,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의 미국 사회사업
전문교육은 2년 과정의 대학원 석사과정 수준에서만 실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대학원교과과정이 한국의 대학교육에 그대로 적용되게
되었다. 대학교육은 학부와 대학원을 동시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학부가
주된 대상이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 주로 반영되었다. … 말하자면 미국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한국에서는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누어 적용시킨
것이다. 그것도공식적인일정한원칙이나기준에따라서분류하지는못하고
대학의형편이나교수의개인적인판단에다라서적당하게나누어진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사회사업학교협의회(와) 같은 것이 공식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사업전문교육에 대한 표준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 … 대체로 미국의 사회사업교육의 현황을 많이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본다”(남세진, 1985: 83-84).
○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표준화되는 경향 속에서 기독교 관련 교과목 감소
- 미국 대학의 교육과정과정을 도입하거나 사회복지학과가 설치된 학교들이

교육협의회를 만들어 표준교육과정을 세우려고 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사회복지교육에 ‘전문성’을 포함하려 함. 이로부터 기독교교육의 선교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교과목이 줄어들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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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에서의표준교육은특히새로운진출분야를개척하기위해여러분야의

기초학문과 관련성을 구축한다는 취지하에서 장래에 필요한 전문서비스
모델을 개발함에 참여하고 공허하는 기회를 주는 교과과정이 되는 것에서
채택되었음.
○ 대학교육에 대한 규제와 그 영향
-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학교들은 학교설립 이념인 기독교 신앙의 전파와

다음 세대로의 신앙전수라는 명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교육에서
보편적신앙교육이나특정종교교육의실질적금지라는법적규제사이에서
본래의 교육적 정체성을 손상 받고 혼란에 처해 있다”(장희영, 2014:344).
- 7차교육과정에대한개성시성경교과가복수선택교과중하나로규정되어

실질적으로는 정규과목 편성이 어렵게되거나성경교과가차지했던시간이
재량활동으로 대치되어 성경교육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됨.
⇒기독교대학들은학생들에게종교교육또는신앙교육을어떻게실행해야

할지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사회복지교육에서의 표준화와 그 영향-교육협의회가 설립되면서 학부에

대한 자격심사를 엄격히 진행.
⇒ 이 과정에서 기독교사회교육 관련 교과목들이 점차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함.
- 그런데, 1980년대 사회복지분야가 발달하면서 시설이 증가되고 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책임자들은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관계분야의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은 학부와 대학원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데리고 간 것이다”(남세진, 1985: 83-84).
<그림 1> 우리나라 사회복지교육의 발달 단계
1단계
기독교대학의
선교과정

2 단계
개별대학의
미국교육과정
적용

3단계
교육협의회의
표준교육과정

4단계
법적 기반의
표준교육과정

5단계
전문대학원의
전문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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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한국사회복지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음
(정종화 외, 2013).
- 첫째, 사회복지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과
관련되어있는데, 1급은2급의교육과정에국가시험이라는사항만추가되어
있음.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대학원에서 8과목
24학점,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14과목 42학점만 이수를 한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누구든 교부받을 수 있음.
- 둘째,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즉, 공급체계에 대한 문제점. 현재

사회복지교육은2-3년제전문대학과, 4년제정규대학, 대학원및특수대학원,
사회교육원 등의 학점은행개설기관, 사이버대학, 복수전공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사회복지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회복지 교육의 지속적인 개혁과 변화의 필요성은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of Social Work,
2005).
-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각 지역과 나라의 상황에 따라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 이런 면에서 최근의 사회복지 교육과정이나 자격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 하겠음(정종화 외, 2013).
○ 기독교대학의 사회복지 관련 학과나 학부는 일반 학교와 특별한 차이점이

없이 운영되고 있음.
- 첫째, 교과목체계⇒기독교세계관에기초한사회복지학의연구를기반으로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사회복지 내용을 가르치는 교과목이 거의 없음.
극소수의 학교에서만 초창기 사회복지학과에서 가르치던 ‘기독교와 사회
복지’라는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을 뿐임.
- 둘째, 기독교 신앙교육 ⇒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앎 또는 교육과 그것에 따른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에서 서로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채플과
교양과목인기독교관련과목만이운영되면서졸업을위한학점이수를위한
형식적 운영이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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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학교와 교실, 그리고 교회 간 공동체 ⇒ 일반 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이 훼손.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참여나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도는 지원체계가 거의 없음.

Ⅴ. 기독교사회복지 교육의 책임과 방향 : 결론을 대신하며
○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학교들은학교설립이념인기독교신앙의전파와다음

세대로의 신앙전수라는 명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교육에서 보편적
신앙교육이나특정종교교육의실질적 금지라는법적규제사이에서본래의
교육적정체성을손상받고혼란에처해있음. ⇒기독교대학들은학생들에게
종교교육 또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음.

○ 기독교사회복지교육의 목적과 이념적 기반
- 기독교사회복교육의 기본목적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전문적

사회복지실천기관에서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전문적 사회복지의 실제는 지식과 기술에 기초를 두고 있음(지윤, 1969:
15).
-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생명을 살려,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교육의 목적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은,
곧 이웃과 함께 하고 ‘너와 내가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것은 곧 나라 사랑이요. 민족 사랑”(장종현, 2014)임.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회복지 영역에 완전하게 적용하는 것임.
- 모든 기독교인의 행동은 기독교적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기독교적

이념의 기반은 성경임

○ 기독교사회복지교육의 방법-사회복지학이라는 전공에 성경적 가르침을

접목하여하나님의말씀과사회복지실천을통해복음을전파하는것-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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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적 관점의 연구방향과 방법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은
교육-나눔으로나타나는사랑에는무엇이있으며, 어떻게나눌까를연구하고
교육시키는 것 ⇒ 즉, “기독교사회복지는 복음과 사회를 연결하는 도구”
(Bowpitt, 1989).
<그림 2> 기독교사회복지교육의 목적과 방법
하나님 말씀 ⇒ 연구 및 교육
⇒ 복음 전파
․성경적 관점의 연구방향과 방법론 ․영적 생명
․인격적인 하나님을 닮은 교육 ․사람다운 사람
+ +
⇒ 사회복지학 ⇒ ⇒ 복지서비스 제공
․성경에 기반

․전문적 지식과기술에기반한 복지서
비스의 실천

․인간에 대한 서비스 등
문제해결

○ 학교교육과 신앙교육 사이의 괴리를 좁혀야 함(기독교연합신문, 2018)
- 이러한 괴리를 좁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기독교를 떠나서 살 수 없음.
○ 교수와 학생의 역할
- 교수는 1)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며,

이차적으로 그 말씀에 의해 조명받는 학문 활동을 해야 함. 2)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육과 연구를 해야 함. 3) 예수 그리스도처럼 학생들에게 높아
보이는 교수 이미지를 때로 깨어가면서 학생들을 섬겨야 함. 4) 강의실에서
전공지식을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전달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가 어떤
태도로 그 지식을 전달 하느냐도 매우 중요함.
- 학생은1) 동기부여, 목표의식이약한학생들이예수그리스도를만남으로써

삶의 참된 목표를 찾고, 강한 동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함. 2)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교수의
모습을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어야 함(이경직, 2011).
⇒이를통해기독교대학에서는우리사회의젊은이들을하나님의말씀으로

교육하고, 학생들로하여금하나님께영광이되는삶을살도록가르치는데
있음.

26  유관순 연구 제23호

○ 비기독교 학생의 신앙적 저항감 또는 심리적 저항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성경을 계속 가르치고 교수가 먼저 솔선수범 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함.
- 전도(권유)에 대한 저항감
- 수업(강의 시간) : 전공 교과목, 교양 교과목, 기독교 관련 교과목 등에

대한 저항감
- 기도에 대한 저항감
⇒ 성경이 답이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 지속적으로채플과 연계하여성경을 학교 생활 중에 계속 접할 수있게

하고, 전공 교과목 또는 교양 교과목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님의 행적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야
함.
⇒교수가먼저성경의말씀을믿고실천할때, 학생들도그교수가전하는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임.

○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 등이 참여하는 기도 시간 제공
- 새벽 기도
- 학교 생활 속에서 기도
⇒ 교수와 직원분만 아니라,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캠퍼스의 기도 문화
⇒ 모든 학교 건물 내에 기도 장소 마련.

○ 대학교회와 연계한 전공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회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공동체. “메시지가

다듬어지는 교회 공동체 =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 인격의 변화”(이경직,
2017).
- 실제 경험해 보라. 로마서 12장 2절 → dokimazein
⇒이웃과지역사회를위한나눔과봉사프로그램이나사업을함께기획하고

활동을 함께 실천
- “로마서는 16장의 분량으로 된 사도 바울의 편지이다. 11장까지는 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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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고 12장부터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교훈하는
생활편의 내용들이다. 12장의 1-2절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를교훈한다. 성도는자신의몸을하나님이기뻐하시는거룩한산제물로
드려야한다고하였다. 이것이성도의영적예배라고하였다. 영적예배자인
성도는세상풍조를본받지말고오직마음을새롭게함으로변화를받아야
한다. 마음이새로워져야신앙이새로워진다. 생각해보라. 똑같은가정생활,
똑같은 가족 관계, 똑같은 일터의 선후배 동료들, 내주변의 그 아무것도
내가원한다고변화되는것은없다. 그러므로변화란오직내마음이새로워질
때에시작되는것이다. 모든것이마음의문제이다. 1절의몸과2절의마음은
따로따로말씀하시는것이아니라하나다. 몸과마음을새롭게하는신앙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아니 변화는
그렇게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http://jsmc.kr/bbs/board.php?bo_table=
bgroup2_2&wr_id=236&page=8)
⇒ 실천적 종교교육임

○ 교회의 기독교사회복지 패러다임
- “한국 교회는 개신교단 전반적으로 ‘구제’ 수준의 사회복지 사업에서
‘기관/조직’을 꾸리는 단계로 발돋움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실로

한국 목회 패러다임의 중요한 전환이라고 여겨진다”(손병덕. 2005).
- “대부분이 개신교회인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 책임분담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받고 있으나 개교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사회복지의
공적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만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실정이다. ... 한국교회는 짧은 교회 역사에 비해 한국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초기의 한국교회는 겨레와 함께 멍에를 메고 온 교회로
이 민족의 사랑을 받으며 칭찬을 받았다. 이것은 초기 한국교회가 작게는
제각기 흩어져 있는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으며
크게는 겨레와 함께하였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지역공동체는 대부분 자연부락이었으며 유교적 사회질서와 문화가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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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고 있었으며 불교적, 무교적, 민속종교도 팽배해 있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독교회는 외래 종교적 소수집단으로서 지역공동체 밖에
존재하였다. 그러나교회는지역사회에서고립되어있으면서새로운문명을
소개하는 창구가 되었다. 한국교회는 사회복지활동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
태어났고 또한 발전해 왔다. 초창기 선교사들은 복음 전도와 함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각종 사회사업을 도입, 전담하였으며 특별히
근본적인 사회제도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문제에 참여하도록 정신적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교회의 봉사, 자선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소개되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봉사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 저변의 소외된 자들에게 이웃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초기
한국교회는 전반적인 문화 활동을 동반함으로써 조국 근대화의 주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개화기에 있어서 기독교를 통한 사회
활동을보면신교육사업과의료사업, 청소년운동, 문화활동, 여성해방운동,
생활개선, 건강, 애국계몽 등의 사업을 주로 행하였다. 이처럼 교회는
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근대화 작업을 주로 하였다”(김성철, 2009:284).
- 우리나라 교회의 기독교복지의 실천모형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남(박종삼,
2000). 첫 번째 모형은 교회가 사회복지 재단을 설립하고 체계적,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두번째 모형은교회건물을 중심으로교회자원을
동원하여 자원봉사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 세 번째 모형은 교회
자체로는 직접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교인들을 자원봉사요원
으로 훈련시켜 지역사회 내 여러 복지시설이나 기관 또는 요보호가정에
파송하여 사회봉사를 제공.
- 최근들어눈에띄는것은바로 ‘협동조합’을통한활동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최근 한국교회는 이웃을 향한 사회활동을 다각화하고
있음(이현주, 2018: 30).

○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실천 영역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질 높은 전문가 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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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하고공급해서최적의서비스를제공하고성과를이루어내야할책임이
있음.
⇒ 사회복지 교과과정과 실천 현장과의 괴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풀어야

할 주요 과제 중의 하나임.
-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과 높은 실업율과 경제 불안정 등으로

취약 계층의 사회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 층이
확충되고있을뿐아니라이들의다양한욕구에부응해야할수있는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함.
- 이는 한국 사회만의 추세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주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주요 과제이자 핵심 성과로 주목받고 있음. 대상층의 다양화와 문제의
장기화, 그리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실천 모형이 부각되고 있음.

○ 인공지능 시대 등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다음세대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한 과제.
⇒미국등선진국에서는새롭게개발되어가는테크놀로지와인터넷을통한

원격교육이 주를 이루어가는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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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당 총교사 ‘김란사’와 유관순 3․1 운동의 상관성
-활동 재평가와 명예복원을 중심으로-

1)

심 옥 주

*

Ⅰ. 들어가며
Ⅱ. 이화학당 ‘김란사’ 국내외 행적(行跡)
Ⅲ. 김란사 연구 오류와 복권(復權)
Ⅳ. 결어: ‘김란사’와 ‘유관순’, 그리고 3․1
운동

Ⅰ. 들어가며
지난 2018년 4월 4일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는 ‘김란사 애국지사’의 위패
봉안식이진행되었다.
순국99주년만에김란사애국지사는‘하란사’에서‘김란사’로
이름을되찾으며위패봉안식이진행된것이다. 왜그는순국한지99주년이지나서야
이름을되찾게되었을까? 현재여성독립운동가에대한연구가미진한것도있지만
여성은 온전히 자신의 이름을 찾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놓여 있다는 현실을
인지시켜주는 자리였다.
여성의 이름 찾기! 지난 역사를 살펴볼 때, 여성의 이름이 불리어지고 주목받게
되는 것, 그것은 호적제도가 공식화된 시점부터였다. 또는 가부장체제의 전통사회
에서 여성은 집안의 내조자, 며느리, 자녀양육을 담당하며 가정의 보조 역할자
또는사회의부속존재로여겨지고있었기에여성의이름은그리중요하지않았다.
하지만 개화의 물결이 일고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성은 사회 진출을
모색하기시작했고, 여성운동의선두에서는 등사회곳곳에서 존재감을드러내기
시작했다.
*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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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고종이 발표한 ‘교육입국조서’ 이후 ‘한성사범학교관제’와
‘소학교령’

공포 및 제정은 근대교육을 통해서 국가중흥의 이상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와 함께 여성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지식인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 선두적인 여성이 등장했다. 1909년 고종황제는 우리나라
최초 여성 유학생을 위해 축하연을 열고 고종황제 은장을 수여한다. 최초 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김란사,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최초 여성 유럽유학생 윤정원
등 3인 신여성의 등장은 근대교육과 신여성의 역할을 공식화시키는 계기였다.
물론 당시에도 기존 전통사회의 틀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지만 전국적인
근대교육기관의 설립으로 남녀동권(男女同權)의식은 확산되었고 여성은 교육을
통해 자존감 확보를 하게 된다.
이 시기에 1886년 한국 최초의 근대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의 개교는 여성
교육에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남녀 귀천, 차등없는 천부인권을 보편적 진리로
설파한기독교 교리는여성의자존감 회복에불을지폈다. 여성교육기관의등장은
여성도 교육기회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변화를 예고했다. 근대여성교육
기관은 교사와 학생의 단순한 지식교류의 관계를 넘어 충(忠)과 의(義)의 정신을
기반으로한항일저항운동의주역으로나서는통로가되었다. ‘일제강점(日帝强占)’
으로 반식민교육과 민족의 근간이 파괴되는 현실을 마주하며 여성들도 거대한
시대조류 앞에 ‘순응할 것인가 또는 저항의 주체가 될 것인가’하는 기로에서 그
존재감은 3․1 운동에서 나타났다.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전개된 만세운동 과정에서 여성교육기관에 있었던

여학생과 교사도 비밀결사체를 조직하거나 단체를 조직하는 등 저항의 대열에서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 이화학당의 유관순을 비롯한 여학생과 그들을 이끌었던
총교사 ‘김란사’가 대표적인 인물일 것이다.1)
본고에서는 첫째, 김란사의 국내외 행적과 의미에 주목하고 둘째, 김란사의
일생동안 행적을 기초로 기존연구의 오류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셋째, 김란사와
유관순등여성인물과 3․1 운동의상관성을살펴봄으로써여성독립운동사연구에
의미를 더하고자 한다.
1) 기존에 하란사로 불리워진 ‘김란사’는 현재후손의 노력으로 위패가 정정되었으므로, 이후 김란사로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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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화학당 ‘김란사’ 국내외 행적(行跡)
1. 최초 기혼여성의 이화학당 입학
1896년 4월 7일자 독립신문에는 학문을 배움에 빈부귀천이 없고 여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실렸다.
“조선 부인네도 국문을 잘하고 각색 물정과 학문을 배워 소견이 높고 행실이 정직하면
무론 빈부귀천 간에 그 부인이 한문은 잘하고도 다른 것 모르는 귀족 남자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 우리 신문은 빈부귀천을 다름없이 이 신문을 보고 외국 물정과
내지 사정을 알게 하랴는 뜻이니…”2)

19세기 전후 근대화, 개화의 물결 속에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변화가 있었다.

외래문물및종교가유입되면서개화의식은움트기시작했고, 그영향은여성에게로
이어졌다. 1885년미국 북장로파 선교회 알렌이 국내에 입국하면서기독교 사상과
근대교육기관의 등장을 예고했다. 특히 언더우드(H. G. Underwood), 스크랜튼
여사(Mrs. M. F. Scranton)의입국은여성사적으로중요한의미를가지는데, 그이유는
스크랜튼 여사에 의해 1886년에 설립된 최초 근대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과
여성지식인의 배출은 한국여성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우리의 목표는 여인들로 하여금 우리 외국인들의 생활양식, 의복 및 환경에 맞추어
바꾸어지기를 바라는 데 있지 않다. 우리는 다만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3)

스크랜튼 여사는 설립 초기의 교육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스도 정신에
의한 인간교육을 추구하되, 한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적인 여성’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의 교육철학은 한국여성에게 공식적인 ‘The First’ 기회를
준 셈이다.

2) 독립신문 1896년 4월 7일.
3) The Gospel in All Lands for 1988, p.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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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의 기회는 여성으로 하여금 ‘존중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확보해주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과감하게 이어지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후
전국에는 많은 사립․공립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확산되지만 이화학당이 갖는
최초 여성교육기관으로서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그렇기에
이화학당과 그 곳에서 수학한 여성지식인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
유관순열사의스승으로알려진‘김란사’는기존사회의틀을깨고등장한선각자적
인물이었다.
이화 백년사에는 여성교육기관의 설립과 입학과정에 대하여 틀을 깬 인물에
대하여 말한다.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언급하였다.4)
이처럼 기존에 교육은 어린 소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미혼여성이 성장기
여성의 교육이 주 관심대상이었다. 하지만 교육을 향한 열의가 기혼여성도 교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틀을 김란사가 깨뜨렸다. 그는 이화학당에 입학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문의하고 기혼여성의 이유로 매번 거절을 당했다. 하지만
의지를 꺾지 않고 학당장 프라이를 방문하여 ‘자신의 삶이 등불이 꺼진 삶과
같다’고 간절히 호소하여 1894년 2p대의 기혼여성으로 이화학당에 입학했다.5)
김란사의 입학 이후 1903년에 제출된 선교사의 연례보고서에서는 이화학당
학교 목표와 교육대상으로서의 한국여성에 대한 시각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목적은교육을통해서학생들의무지와미신으로부터구제하려는것뿐만아니라
그들이 깔끔한 습관을 지닌 가정주부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었다.”6)

이화학당의 등장은 그동안 봉건적 사회체제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을
4) 梨花百年史(이화여자고등학교, 1994), p. 99.
5) 김란사의 이화학당 입학년도는 명확치 않다. 이화여고 100년사에는 ‘1896년’으로 명기되어 있고,
이화여자대학교 100년사에는‘1895년’, 미스 프라하가 보낸 1895년~1896년 내용에는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있지않다. 하상기와혼인을한1893년이후입학한기혼여성이며, 1896년6월에는김란사와
남편하상기가일본게이오대학‘대조선일본유학생친목회’ 참여한사진과1895년2월일본관비유학생
신청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894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梨花百年史(이화여자고등학교, 1994),
p. 69, 梨花百年史(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2011), ｢照會 발신자 學部大臣 李完用｣, 1895년 음력
윤2월.
6) Korean Woman’s Conference, 1903. 5,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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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라는공식적인통로로세상밖으로나오게함과동시에교육대상의확대로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적 신여성’의 지평을 연 것이다. 그과정에서

교육대상의 폭을 넓히는 데 김란사는 기존의 틀을 깨고 스스로 문을 연 한국여성
이다. ‘김란사’ 의도전 이후 많은 기혼여성이 교육의 길에 들어섰으니, 최초
기혼여성의 이화학당 입학학생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 다.

2. 최초 여성 ‘일본 유학생’ & ‘미국 문학사’
이화학당 수학 후, 김란사는 해외유학의 길에 나서며 한국여성 최초 유학생이
되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을 거치며 유학을 했는데, 일본은 관비유학생으로는
최초여성으로 기록되고 있다. 일본 관비유학생 파견은 주한일본공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1895년부터 학부에서 관비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한 해 동안 150여 명이 파견되는 큰 규모로 개항 이후 1910년까지
진행된 관비유학생 파견으로는 1895년이 가장 큰 규모였다.
제1차 관비유학생은 1895년 4월과 5월에 파견되었는데 당시 김란사는
자비유학생으로현지에있었다. 남편과함께유학중에경응의숙관비유학생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1895년 5월 25일자 일본잡지 近代日本のアジア敎育認識의
기록에따르면, 김란사는당시일본에서유학을하고있었으며, 목하간다학교에서
여학생 10여명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경성 전
감찰사인 남편 하상기와 함께 조선공사관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고 기사화
되었다.7)
1895년 4월 7일 일본에 1차 관비유학생이 도착한 뒤 5월 21일에 추가 유학생이

도착하여 합류했다. 먼저 도착한 1차 관비유학생은 4월 18일경 응의숙에 모여서
‘대조선인 일본 유학생 친목회’를 구성했다. 이친목회는 향후 계속 유지되었다.

그 시기에 김란사도 관비유학생으로 친목회에 합류하여 함께 찍은 사진이 남아
있다. <그림 1>과 같이, 흰색 한복을 입은 여성 ‘김란사’는 당시 유일한 한국여성
이었다.8)
7) 近代日本のアジア敎育認識, 8권, p. 268.
8) ‘<그림 1> 대한조선인 일본유학생 친목회’ 사진은 김란사 애국지사 후손 김용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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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한 조선인 일본유학생 친목회 사진

하상기와김란사가경응의숙에입사한것은1895년10월로확인된다.9) 입사하기
전에 진행된 요청 및 수락문서가 그 내용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요청한 내용은
｢원문서명 照會(발신자 學部大臣 李完用)｣－1895년 윤2월(음)의 ‘여학생 김난사를

관비유학생의예로감독해줄것’ 자료와｢원문서명조회(발신자외부대신이원직)｣
－1895년 윤4월(음) ‘일본 관비유학생 김난사 감독의 건에 대한 조복’의 자료에

기록되어 확인된다.
“學部大臣 李完用 爲照會事 漢城居하는 女人 金蘭史가 年今二十八이온디 本年三月에
學資金를 自辦하여 日本에 留學하엿더니 現今本部에서 學員을 派譴하메 該金蘭史가
本部監督內에 同參하기를 情願한다 하오니 勤學地義에 來不可拒放로 하옵고
特爲許放하옵고 玆以仰佈하오니 請貴大臣은 査照하와 駐剳日本公使에게 知照하와
該女學員 金蘭史를 官費學員例로 一視監督하게 하시옵. 須至照會者”10)

1895년5월2일에보낸요청의확답을받고김란사는관비유학생대열에합류를

했다. 이로써 ‘최초 일본 유학생이자 최초 관비유학생 여성’으로 기록된다.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조선인 유학생을 위한 보통과는 1년 과정으로 1895년 10월
경승의숙입사후1895년12월에졸업생이배출된것으로볼때, 김란사는보통과에서
수학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9) 박찬승, ｢1890년대 후반 官費留學生의 渡日 留學｣, 역사와 현실, 31(한국역사연구회, 1999), p.
121.
10) ｢원문서명 照會(발신자 學部大臣 李完用)｣－1895년 윤2월(음)의 요청 자료와 ｢원문서명 조회(발신자
외부대신 이원직)｣－1895년 윤4월(음)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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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란사의 해외 행적은 일본에서 미국행 배편에 탑승한 것에서 확인된다.
김란사는 1897년 11월 30일 요코하마에서 배에 탑승했고 그해 12월 15일에
샌프란시스코항에 도착했다. 당시 남긴 입국조서에는 남편 하상기 ‘나이 43세,
신분 학생 목적 워싱턴 D.C’, 김란사는 ‘나이 25세(만 25세), 신분 학생, 목적지
워싱턴D.C, ‘Nan sa Ha’ 이름으로기록되어있다. 관련내용은<그림2>에표기되어
있다.

<그림 2> 미국 샌프란시스코항 입국기록

미국 입국 후 김란사는 워싱턴을 거쳐 오하이오주 소재 웨슬리언 대학에
수학하면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넬슨교수의 기록에 따르면,
김란사는 워싱턴 D.C에서 예비학교격인트레이닝 스쿨에서 과정을 이수한유학생
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림 3>의 워싱턴 유학생 사진과 한국일보 1982년 4월
25일자 기사에서 그의 활동은 확인된다.

“하란사는 1899년 경 미국에 왔고, 워싱턴 D.C.의 디커너스 트레이닝 스쿨
(Deaconess Training School)에서 약 1년을 다녔다.”11)

1900년에 오하이오주 소재의 웨슬리언 대학교 문학부에 입학한 김란사는
1906년에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당시 취득한 ‘문학사’는 한국여성으로는
11) Prof. Clara A. Nelson, ｢Nanza Hahr｣, Alumni Quarterly OhioWesleyan University, 1921. 4. p.23; 고혜령,
꺼진 등에 불을 켜라 (초이스북, 2016), p. 84 재인용.

40  유관순 연구 제23호

최초의 학사 학위였기 때문에 그의 등장은 한국여성의 해외 유학모델 탄생을
의미한다. 6년간의노력과 1년간의 예비대학 과정을 거쳐 학위를취득한 김란사가
웨슬리언대학에서 수학했다는 것은 1966년 11월 29일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웨슬리언대학교에 요청한 내용의 공식적 답신에서 정확히 확인된다.

<그림 3> 워싱턴 D.C 유학생 사진12)

<그림 4>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
김란사 관련 답신13)

김란사의오하이오주웨슬리언대학수학과정에서해외에서활동중인독립운동가
및의친왕, 해외교민들과교류했던경험은국내입국후고종황제와황실의인연으로
이어졌다.

3. 최초 이화학당 총교사
김란사의 활동은 국내 입국 후 이화학당에서 본격화되었다. 그의 입국시기는
1907년6월이전으로확인되고있다.14) 이화학당100년사에의하면김란사는1908년
4월에 귀국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스크랜튼 여사의 1907년 6월 보고서에 의하면,

그는 귀국 후 스크랜튼 여사와 함께 달성이궁(達城離宮)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이
12) 한국일보, 1982년 4월 25일.
13) CDW ref. letter “Ohio Welseyan university Delaware, ohio 43015”, 1966, sep. 29.
14) 이화학당 100년사에 의하면 1908년 4월에 귀국되어 있다고 기술하지만, 감리교 상동교회는 1907년
김란사의 성경교육과 영어교육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김란사의 입국시기는 1907년 6월 이전인
것으로 확인된다. M. F. Scranton, “sang dong and Southern District”, Reports read at the 9th annual
Session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bodist Episcopal Church held at Seoul, 1907.6.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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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다. 상동예배당에서 여자 영어반을 개설했고, 알버슨(Millie M. Alvertson)
선교사와 함께 부인성서학교(Bible Woman’s Training School)를 3년간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다. 부인성서학교와 전도사업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졌는데,
1912년에는 터틀(Ora. M. Tuttle) 선교사와 함께 어머니모임 12개 및 어머니교실을

조직하여 선진문명을 소개하고 한글 및 육아법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다.15)
그의 존재감은 1909년 5월 5일자 고종황제 주최 ‘여성 유학생 환영회’에서
확인된다. 김란사는 박에스더, 윤정원과 함께 고종황제 은장을 수여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선구자적 여성지식인으로 주목받았다.16) 당시 모임은 대한부인회,
자혜부인회, 한일부인회, 여학교가연합하여개최했으며, 700여명이대거참석하여
성황을 이룸으로써 여성유학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사례였다.17) 고종황제
은장을 수여한 김란사와 박에스더는 미국 북감리교의 여자 해외선위원회에서
발간한 The Lure of Korea 보고서 중의 ‘한국에 판견된 여선교사’의 프로파일에도
소개되고 있다.

<그림 5> 고종황제은장(사진후손제공)

<그림 6> The Lure of Korea
‘김란사’

15) M. F. Scranton, “sang dong and Southern District”, Reports read at the 9th annual Session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bodist Episcopal Church held at Seoul, 1907.6. p. 8.
16) 황성신문, 1909년 5월 5일.
17) 대한흥학보, 제3호, 1901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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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고서에는 스크랜튼 여사를 포함하여 43명의 여성을 소개하고 있는 데,
한국여성은 단 2명이다. 소개되는 김란사는 ‘이화학당과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을 졸업, 이화학당 교사 재직, 여학생의 전도 담당’ 등의 활동으로 약력이
기술되어 있다.18) 이처럼 김란사의 활동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은 높았다.
특히한국의기독교전파와여성교육에깊은관심을기울였던미국북감리교에서
김란사와박에스더는중요한인물이었다. 김란사는국내입국이후모교인이화학당
에서해외 선교사와합류해서진행한 활동의진폭에서도여실히 나타난다. 이처럼
김란사는 입국 이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이화학당과 상동교회에서 교육
및 계몽활동에 앞장섰다.19) 이화학당에 중학과 설치되자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
하면서 학생과 교사의 소통은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었다. 그 시기에 1909년
6월 이화학당 중학과에서 정규과정을 밟은 1회 졸업생(국내 최초의 여학생)이

배출되자, 대중의 이화학당에 대한 관심은 배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
김란사는 학생들과 함께 ‘이문회’ 활동을 통해서 소통했고, ‘이화학당 총교사’의
직책을 수행하며 선교사와 교사, 학생이 소통하는 데 기여했다.
이화여고 100년사에 의하면, 이화학당은 교내외 서클이 조직되면서 교사와
학생이자발적으로교류하는단체가활성화되어졌다고기록되어있다. 대표적으로
‘엡워드 청년회(1897년)’ 와 ‘러닝 소사이어티(1903년)’를 비롯하여 1904년에
조직된
‘이문회’의 활동은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김란사가 부임한 1909년을

기점으로‘이문회’의활동은더욱활발해진것에서주목할수있다. 교내학생서클의
리더격 역할을 했던 ‘이문회’는 1904년 프라이와 이성희 선생의 지도로 조직된
이후,20) 1909년 김란사의 합류로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당시김란사의최초여성유학생이자최초문학사를취득한인물이갖는상징성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문회’ 활동은 단순한 교내 서클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교내외 지식인과 교류하는 통로로서 그 존재감을 더해갔다. 한 해 동안
18)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Methodist Episcopal Church 발간, TheLure of Korea의 제출시기는
명확치 않으나 김란사의 이화학당 재직과 전도활동 등의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볼 때, 1910년부터
1915년 사이에 제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상동교회 제공자료 참고.
19) 김란사가 국내 복귀후 감리교상동교회에서 영어와 성경교육에 힘쓴 것은 김란사의 은사인 ‘이경숙’
선생과 스크랜튼 여사의 영향과 깊다고 본다. 1911년 이경숙 선생이 60세의 나이로 은퇴하여
상동교회에 머물렀던 것에서 볼 때, 김란사의 이화학당과 상동교회 활동의 병행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20) 梨花百年史(이화여자고등학교, 1994), pp.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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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명의 외부인사가 초청되어 학생들의 식견을 넓혀주었고, 학생들의 연설,

토론, 창작활동 등을 통해 정기적인 모임으로 유지, 발전시켜나갔다. 하지만
‘이문회’의 공식적인 학생 명단은 남아있지 않다.
<표 1> 1908년～1909년 이화학당 학생 수
1908년 이화학당 학생 수

1909년 이화학당 학생 수

통학생 15명
기숙생사 97명
(자비 19명, 일부자비 70, 교비 17)

통학생 52명
기숙생 113명
(자비 35명, 교비 78명)

총 112명

총 165명

당시의1908~1909년이화학당학생수의변화를통해서교내서클활동의리더격
이었던 이문회의 활발한 활동규모 정도를 유추해본다. <표 1>로 정리한 1908~
1909년이화학당학생수의증가에서알수있듯이, 서울소재이화학당부속학교가
1912년기준으로46개였다는것에서이화학당관련학생의규모정도를파악할수

있는부분이다. 1912년연회록자료기준으로서울소재만46개이며다른여자부속
학교도 이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1916년에는 서울소재 이화
부속학교가15개, 학생수는1,800명에이르렀으니21) 이화학당은선두적인입지는
주목된것으로파악된다.
그가운데‘이문회’의교내외적영향은1916년보통과3학년에
편입했던 ‘유관순의 이문회 활동’과 3․1 운동의 적극적 참여와도 무관하지 않다.
김란사는 1909년부터 영어와 성경을 지도하며 대표 학생단체인 ‘이문회’를
이끌었다. 또한 이화학당 기숙사 사감을 맡아 학생들의 생활을 책임졌고, 1909년
9월 대학과 설치된 후에는 교수진에 포함되어 프라이, 마커, 월터 교수 등과 함께
15명의 대학과 학생들을 책임졌다.22) 이처럼 김란사는 이화학당 대학과 교수,

기숙사 사감, 교사에 이어 이화학당 총교사(현재 교감)에 이르는 중책을 맡으며23)
‘최초’ 수식어가 따르는 선각자적 여성인물이었다. 동시에 이화학당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지식인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각자로 주목받았다.
21) 梨花百年史(이화여자고등학교, 1994), p. 105.
22) 1910년에 합류한 월터 교수는 1919년 서대문감옥소에서 순국한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인도받은
교사였으며, 제5대 학당장을 지냈다.
23) 梨花百年史(이화여자고등학교, 1994),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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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초 파이프오르간 설치와 독립활동
김란사의 활동은 1915년 이전까지 이화학당을 비롯한 여성교육 및 선교활동에
주력해왔다. 그런데 1915년부터 김란사의 활동에는 변화가 있다. 국외활동으로
변화를맞이하게 된것에는여러 원인이추측된다. 가족력의 변화와미국유학에서
인연이 된 ‘의친왕’과 연계된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24) 가족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1915년 이후 미국 활동의 독립운동과 연계성 및 국내에
최초로 설치한 파이프오르간 설치모금운동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하란사 씨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의친왕과 친했습니다. 오하이오 델라웨어
에서 얼마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사 씨가 의친왕과 매일 연락하다
시피 했습니다 … 일본사람이 찾으려고 해도 못 찾고 있던 1882년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은한미조약의원문을찾으면그것을가지고파리에가서는윌슨대통령에게보이면서,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 조약을 맺었소, 제3국에서 우리 두 나라 중 어떤 나라를
침략하면 아들 나라가 청할 것 같으면 도와준다고 했소 … 고종께서 그것을 찾고
있다고….”25)

김란사는 귀국 후 고종의 통역을 담당하고 엄비 자문을 하는 등 황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의 재학 당시,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언디학과 버지니아주 로노크대학에 유학을 온 의친왕 이강을
만난인연이있었기때문이다. 1916년김란사는미국감리회4년총회의한국평신도
대표로 선정되어 출국하여 뉴욕주 사라토카 총회에 참석했다. 그곳에 참석한
김란사와 신흥우는 한국 감리교계의 열망을 고려하여 한국감독으로 웰치(Hebert
Welch) 전 오하이오주 웨슬리언 대학 총장을 추천하고 요청했다. 웰치 감독은

김란사와사제관계였기때문에김란사의요청은설득력있게전달되었다. 이내용은
웰치 감독이 한국 감리교 감독으로 오게된 배경이기도 하다.26)
이후 김란사는 미주지역의 순회강연을 하면서 같은 평안남도 출신으로 인연이
되었던안창호등재미교포들의도움과지지를호소했다. 안창호도김란사에호감을
24) 김란사의 딸 ‘하자옥’이 1915년 3월 24일 병으로 사망한 것도 활동 변화의 한 이유로 추측된다.
25) 전택부, 인간 신흥우, 기독교서회, 1971, pp. 124-125.
26) 전택부, 인간신흥우, 기독교서회, 1971, p.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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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오하이오 콜럼부스에 있는 동지들에게 적극 추천했으며 이후 전개되는
파이프오르간 모금운동을 소개했다. 안창호는 김란사를 “동포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며,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고 1916년 12월 31일
주고받은 서신내용에서 언급하였는데, <그림 7>과 <그림 8>과 같다.

<그림 7> 김란사와 안창호가 주고받은 서신(2016.12.31)27)

<그림 8> 정동교회 파이프오르간
27) 김란사가 L.A에 있는 안창호에게 보낸 서신(2016.12.31.)에 안창호가 다시 글을 써보 보낸 편지,
독립기념관 안창호 문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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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란사의 파이프오르간 기금모금활동에 관해서 현지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파이프올간기부하심을권함’, ‘오라간청년’ ‘페아불로동포의자선심’
등교민들의

관심은 모금운동으로 이어져서 파이프오르간은 국내로 전달되어 정동교회에
설치되었다. 국내 최초 파이프오르간 설치였다. 이후 김란사는 ‘오르간을 사놓고’
‘하란사씨의오르간청연’ ‘부인하란사의편지’등기사제목과같이설치후감사의

마음을 통해서 교민에게 전달했다.28)

<그림 9> 김란사의 오르간청연
(1917. 9. 20.)

<그림 10> 부인 김란사 ‘많은 동정에
감사’(2017. 2. 15.)

Ⅲ. 김란사 연구 오류와 복권(復權)
여성독립운동가관련연구는사료부족또는자료확인의한계, 서훈기준등으로
지체되어왔다. 김란사 또한 부족한 자료와 명확한 활동 궤적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명확한 확인이 수반되지 못한 추측성 연구도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김란사의 친척과 후손은 마음의 부담을 져야만 했다. 이에 김란사의
탄생력, 가족력 관련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내용을
규명하고자 한다.

28) 신한민보 1916년 12월 7일, 신한민보 1916년12월21일, 신한민보 1917년 2월 15일, 신한민보
1917년 9월 20일, 신한민보 1917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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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 및 서거일 오류
① 출생일 오류 정정의 건
기존연구에서 김란사의 ‘출생년도’는 여러 학자의 기존연구에서 추측성 내용이
관련논문에반영되면서혼동하여쓰고있었다. 첫째, 1868년생으로추측한경우가
있다. 학부대신 이완용의 보고서에 의하면 1895년 28세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1868년이 탄생년도로 추측되어 출생년도를 주장한 경우도 있었고,29) 둘째, 1875년

으로 추측한 경우가 있다. 기존 연구의 많은 학자가 국가보훈처 공훈록 자료에
기초하여출생년도를1875년으로반영하였다.30) 셋째, 정확한출생년도를명시하지
않고공통표기를한경우가있다. 명확한출생년도의파악에한계가있었기때문에
1868년과 1872년, 1875년을 공통으로 표기하고 물음표로 남긴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김란사의 출생년도가 혼동되어진 이유 중 하나로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한계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1909년 4월 1일부로 민적법(民籍法)에
따라시행되어가家)와신분(身分)을공증하는호적의체계를갖추게되었기때문에
일제강점기와미군정기를 거치면서시행과변경 등혼란을겪었다. 여기에여성의
호적 등재는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 확인의 문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② 사망 일시 및 사망 장소 정정의 건
김란사의 출생년도에 대하여 기존에는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으나 최근
2018년 6월 국가보훈처의 담당자와 후손과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밝혀졌다.

김란사의 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남편 하상기의 생존당시 주소를 현주소로
재추적함으로써확인된부분이다. 남편하상기의마지막거주지의현주소를살펴본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소재지로 확인되었으며, 하상기는 ‘1920년 6월
15일 대정9년 오후 8시 경기도 경성부 창성동 86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29) ｢원문서명 照會(발신자 學部大臣 李完用)｣－1895년 윤2월(음)의 요청 자료와 ｢원문서명 조회(발신자
외부대신 이원직)｣－1895년 윤4월(음) 자료내용에 기초하여 김란사 관련 논문에서 1868년으로
출생도를 추측하여 논문에 반영했다.
30) 2017년 말 기준 국가보훈처의 김란사 출생년도는 1875년으로 입력되어 있었고, 관련 연구자들은
이 자료에 기초하여 1875년도를 출생년도로 반영했다. 현재는 ‘하란사 → 김란사 ’‘1875년 →
1872년’으로 정정되어 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
Detail.do?goTocode=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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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되어있다. 해당주소지의재적등본을확인한결과, 하상기뿐만아니라김란사의
출생년도와 사망 일시, 사망 장소 모두가 정확하게 재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11> 김란사의 출생 및 서거일 확인된 재적등본

<그림 11>의 재적등본자료와 같이 김란사의 정확한 출생일시는 ‘1872년 9월
1일’이며, 사망일시는‘1919년3월10일’－대정8년3월10일오전11시로기록되어

있다. 또한사망장소는중화민국북경해대문성(海垈門城) ‘부영의원(婦.醫院)’에서
11시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김란사의 재적등본 확인 출생사망년도
출생년도

사망 일시 및 장소

기존 표기된 내용
1968년
1972년
1975년
1919년 4월 10일
협화의원 사망

재적등본 확인내용
1972년 9월 1일
(개국 481년)
1919년 3월 10일
부영의원 사망(11시)

관련내용은<표2> 김란사의재적등본확인출생사망년도의표로정리하였다.
또한 남편 하상기의 출생년도도 재적등본 확인 결과 185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내용은 <표 3>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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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하상기의 재적등본 확인 출생년도
출생년도

기존 표기된 내용

재적등본 확인내용

1959년

1856년
(개국 464년)

2. 가족력의 오류
① ‘소실’이 아닌 ‘후처’로
김란사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소실’ ‘첩’의 표기로 인해 후손들이 겪은 고통은
심각했다고 전한다. 이에 김란사가 남편 하상기의 첩이었는지, 후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계 하씨 가계도’와 생존해있는 하씨 집안
하상기의 손녀 하준복의 구술을 통해 확인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31)

- 김란사는 하상기 첫째부인의 4남 ‘하구용’의 7살 때 집에 들어왔음
- ‘하구용’이 태어난지 얼마 지나서 모친 ‘조씨’는 사망했음
- 모친 ‘조씨’의 사망으로 하구용의 누나들은 친정에 거주하며 ‘하구용’을 돌봄
- 하준복의 모친 ‘박숙경’에 의하면 김란사는 기독교 신자로 집안에 엄격한 성품
- 김란사는 사소한 일에 무게를 두지 않고 엄격하여 하구용의 누나들이 ‘원옥’을 돌봄
- 최은희씨가모친‘박숙경’과이야기할때하준복이함께있었는데, 편안한집안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김란사 소실(첩)’이야기로 기재될 거라 생각 못했음
- 김란사는 하구용의 모친 ‘조씨’부인이 사망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후처로 들어옴

31) 하상기의 손녀이자 하구용의 4남 5녀 중 5녀인 ‘하준복’의 구술녹취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란사는
조씨 부인이 아들 ‘하구용’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으며, 하구용이 나이가 어려서
하상기의딸들이 친정집에거주하며 하구용을키웠다. 당시하상기의 집은부유했기 때문에딸들의
거주는 용이했으며, 하구용이성장하여7세 무렵 김란사는 후처로 들어왔다. 조씨 할머니는 평범한
여인이었고, 김란사는 기독교신자의 신여성으로 엄격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분이었다. 반면
사랑으로 가족을 잘 건사하셨고, 사소한 일에 무게를 두는 성격이 아니셨다. 김란사의 엄격함에
대하여 하상기의 딸들도 쩔쩔 맬 정도였고 김란사의 딸 ‘원옥’도 어머니의 엄격함에 하상기의
딸들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김란사의 딸 ‘원옥’은 대학생 나이쯤 되어 시름시름 앓다가
폐병이었는지 돌아가셨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 최은희씨가 하상기의 며느리인 ‘박숙경’을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나누었는데, 그이야기 중에김란사가 하상기의첩이라는 말로화자되리라고는
당시에생각하지못했다. 그렇지만김란사는하상기의아들‘하구용’이어머니를잃고한참성장했을
때, 들어왔기때문에소실또는첩이아니라 ‘후처’인 것은명확한부분이다”. 하상기의4녀하준복의
통화내용 녹취일, 2018년 7월 8일 오후 7시~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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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란사에 관한 ‘소실(첩)’ 또는 ‘후처’의 논란은 하상기와 김란사의 16세 나이
차이와 신여성의 외모, 한복을 입은 모습 등으로 인하여 확인보다 추측이 우선된
결과였다. 또한 최은희와하상기의며느리 박숙경의편한대화에서 김란사가소실
또는 첩이었을 것이란 추측으로 이어졌다. 이에 하상기 집안의 후손으로부터
소실(첩) 문제에대하여후손으로부터확인을하는것이우선이라고보고연구자는
하씨 집안 후손의구술확인을통해서 내용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후 연구자들의 부가적인 연구진행을 위하여 명확한 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관련 내용은 각주 29)와 같이 구술의 내용으로 첨부하였다.

② 딸 ‘하자옥’에서 ‘하원옥’으로 정정
김란사의소실논란과함께김란사의딸 ‘하원옥’에대한앞선연구를살펴보며,
그의 출생 및 사망년도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못한 채, 추측으로 남아있는 것에
의문을 남겼다. 기존 연구에서 김란사의 딸은 ‘하자옥’으로 기술되었는데, 그것은
최은희와 하상기의 며느리 ‘박숙경’과의 대화를 근거로 최은희가 남긴 자료가
인용되면서부터인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김란사의 딸 ‘하원옥’은 집안에서
‘하자옥’으로불리어졌으며, 하씨집안후손은 ‘하자옥’으로기억하고있다. 하지만

김란사의재적등본을찾는과정에서김란사딸의이름과나이, 사망일시는명확하게
확인되었다.
김란사 딸의 이름이 ‘하자옥’이며, 이화학당을 다닐 때 15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재적등본에 의하면 ‘하원옥’이며 1891년 12월 15일(대정
500년)에 태어났고, 1915년 3월 24일 25세의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내용은 <표 4> 김란사의 딸 재적등본 확인 출생 사망년도와 <그림 12>
김란사의 딸(하원옥)의 출생 및 사망일로 정리하였다.

<표 4> 김란사의 딸(하원옥) 출생 사망년도
딸 이름

하자옥

하원옥

딸 생년월일
및 사망일시

모름

1891년 12월 15일(生)
1915년 3월 24일(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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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김란사의 딸(하원옥)의 출생 사망(재적등본)

3. ‘김란사’ 성씨(姓氏) 회복
김란사에대한기록은 2018년2월28일까지‘하란사’로기록되었다. 그의이름이
‘하란사→김란사’로 정정하게 된 것은 후손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기존의 이름

김란사가하란사로변경된이유는근대화조류에힘입어신여성의대열에들어섰던
김란사가 유학의 길에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김란사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 해외 출입국 심사를 받았고, 미국 출입국 표기과정에서
그의이름은남편의성을따라‘하란사’로표기되었다. 이후그의이름은‘하란사’로
불리어졌고 쓰여졌다.
‘해외유학’을한여성이남편의성을따르는 것은 그시대의 흐름이었던것으로

유추되며, 해외유학을마치고입국한뒤에도남편의성을따라그대로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인해 여성들은 남편의 성과 혼용되거나 미국식 예명을 쓰게
되어 자신의 ‘성’과‘이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김란사’는 미국의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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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남편의성에따라표기된전자의경우에해당된다.32) 그녀외에도남편의
성과 세례명에 따라 이름이 불리었던 ‘박에스더-김점동’과 ‘여메리-황몌례’도
마찬가지의 경우일 것이다.
그런 김란사가 하란사에서 다시 자신의 성을 되찾게 된 것은 후손의 요청에
의해서였다.33) 지금 후손의 시각에서 조모가 자신의 성이 아닌 시댁의 성을 쓰고
있어서 ‘하란사’로 불리어지고, 독립활동을 해서 받은 훈장증에서도 ‘하란사’로
기재되자, 조모 본연의 성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김란사는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을 당시, 미국 출입국 표기(세례명 낸시,
하씨부인)의자료에기초하여남편의성을따른 ‘하란사’로서훈을받았다. 근래에
‘김란사’는 후손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18년 2월 28일 ‘김란사’로 자신의 성을

되찾았고, 지난 4월 4일 정정된 이름으로 위패봉안식을 했다.

<그림 13> ‘김란사’의 가계도

이것은 1995년 8월 15일 ‘하란사’로 서훈을 받은 내용을 정정한 것이었으며,
이후 진행되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기관의 이름 정정과정을 진행해왔고, 현재도
32) 김란사는 평안남도 평양부고 순화면 남동 칠곡마을에서 1872년 9월 1일에 출생했다. 부친 김병훈과
모친 이씨 부인 사이의 1남1녀 중 장녀로 태어나서 2세였던 1873년에 거주하던 평양에서 서울
평동 32번지로 이주하였다. 이후부터 1890년 인천에서 부친이 운영했던 객주 ‘평경인’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그 시기에 인천은 무역업이 활발했으며, 객주운영이 활발한 시기였다. 그로
인해 여성교육기관의 개교와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어 있었다.
33) 김란사의 본관인 ‘전주 김씨’도 앞선 연구에서 ‘김해 김씨’로 오인하여 서술되었는데, 김란사는
‘전주 김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란사 애국지사 후손 구술 자료(2019. 6. 28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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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이다. 그렇기에성씨가정정된 ‘김란사’의가계에대한 이해를돕기위하여
<그림 13>으로 정리하였다.

김란사는 후손의 노력으로 자신의 성을 되찾았지만 후손이 원치 않은 경우도
있고, 자신의 성씨만 표기된 채 여성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은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김씨’ ‘박씨’등성씨로만표기되는경우도있다. 현시점에서김란사의사례는
다른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및수정이 진행될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점에서
의미가 있다.

Ⅳ. 결어: ‘김란사’와 ‘유관순’, 그리고 3․1 운동
1. 여성독립운동가의 명예 복권(復權)
고관의 소실(小室)인김부인이라는기혼여인이었다!34) 이내용이 확인되지않은
채 발표되자, 관련 내용이 논문에 반영되고 또 다시 인용되고 다시 재인용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후손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었다. 김란사의 경우, 후손은
조모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동안 게재된 논문의 수정을 위해 반박할
자료를수집하고, 조모님의활동하나하나를확인하고정정해나가는일련의활동을
왔다. 그는 말한다. “할머니는 기생 출신으로 관리의 첩으로 산 것이 아니다”며
“무역업을하는집안장녀로태어나당당히공부해조국독립운동을위해헌신했다”

라고.
이런 사례가 한 인물에만 국한된 것일까. 연구자는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여성독립운동가의 명예회복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여성독립운동가관련 연구는근래에들어서 활발한양상을보이고 있다. 연구자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던 2006년에는 연구 미답지였고 관련 연구는 비선호하는
분야여서간간히자의에의해연구되어지는경우만있었다. 혹은연구가진행되어도
자료부족과 관심부족, 전반적인 이해부족으로 그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34) ‘소실’은 본인 외에 혼인을 하지 않고 데리고 사는 여자를 말한다. 이화백년사 p. 58에는 ‘소실’로
표현되어 있고 p. 99에는 ‘하상기의 부인’으로 이중 표기되어 있고, 다른 논문에는 ‘기생’으로 추측성
표현을 했는데, ‘후처(後妻)라는 표현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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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배경에서 오늘날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었지만, 여전히
3.1절의 상징인물인 ‘유관순’열사에 관한 연구에 비해 다른 인물연구는 정체되어

있다. 또한 유관순을 비롯한 여성독립운동가의 연구는 친척, 친구, 학교 동기 등
관련 인물을 둘러싼 활동의 연동성과 활동의 진폭을 찾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예를들면유관순이1916년이화학당보통과에입학했던시기의신여성이공감했던
사상과 관련 써클 활동의 흐름 및 특이성 등 유관순이 활동했던 시대를 둘러싼
다양한 인물과의 활동 연동 및 사상적 영향 등 인물의 연결고리를 찾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학생이 교류하고
계승하고 실천했던 내용에 더 주목해야 한다. 김란사와 유관순을 비롯한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운동을 준비했던 명예로운 역사로
회귀하여 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김란사’와 ‘유관순’ 3․1 운동
김란사와 유관순은 사제지간이었다. 유관순이 이화학당 보통과에 입학했던
1916년15세에는시대변화및일제의잔학함에대한관심이깊지않았던시기였다.

하지만 유관순이 1919년 3.1만세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화학당 담을 뛰어넘어
만세운동의 대열에 설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학생과 교사의 긴밀한
교류가자리잡고있었다. 1897년부터교내외서클활동이시작되고학생단체활동을
통해서 긴밀한 친목과 종교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중심에는 교사가 있었다.
교사와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자율적으로 진행된 회의나 다양한 특별활동은
학생들의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활발한 교류의 밑거름이 되었다.
더욱이 1917년부터 이문회는 회원자격을 15세 이상 고등과 이상의 재학생으로
정하고회비도매월걷었다. 정기적인모임과학생참여, 교사의지도, 외부인사의
강연등을 통해서그들은세계정세까지도 논의할수있는 역량이키워졌다.그당시
김란사는 기숙사 사감, 교수, 총교사 등 이화학당의 운영과 학생 소통에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다. 더욱이 1918년 최초 파이프 오르간의 모금활동 결과 정동교회
설치 및 연주는 주목받는 인물이 되기에 충분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시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만세운동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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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당 학생들의 참여가 확산된 이유로 주목되는 것은 ‘김란사의 의문의
죽음’이다. 1919년 3월 10일 김란사의 의문의 죽음은 이화학당 학생들로 하여금
일제를 향해 공분을 일으키는 자극재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는 부차적인
이유를 떠나서 김란사와 유관순의 관계는 시국과 맞물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관련 내용을 <그림 14>로 정리해보았다.

<그림 14> 김란사와 유관순의 상관관계

<그림14>와같이김란사와유관순은사제지간이었지만지향점이 3․1 운동을

통한 민족독립이었다. 그렇기에 김란사는 국내항일운동으로, 유관순은 친구들과
비폭력저항운동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그들은 목적을 향한 상관관계에
있었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처럼 김란사는 유관순에게 가르침과 자극을 받는
인물로 Ⓑ처럼 김란사는 유관순에게 선각자적 여성상으로서도전의식을고취시켜
주는 존재였다. Ⓒ와 같이 김란사는 이문회를 통해서 학생들과 교류하고 지식을
전달하고소통하는창구가되었고Ⓓ처럼유관순은이문회를통해서시야를넓히고
시대상황과 민족의식을 키웠기 때문에 그의 사상형성과 활동 실천에 직접적인
자극을 받은 곳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유관순은 3․1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인물이 되었다.

3. 3․1 운동과 여성, 그리고 史적 의미
3․1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사회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지만,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다. 정부주도로 여성독립운동가 서훈기준을
완화하고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서훈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56  유관순 연구 제23호

하지만 유관순열사와 같이 훈격이 상향조정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2017년
말기준으로여성독립운동가는298명이서훈을받았다. 광복70주년이전과비교할
때, 대상자가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독립유공자와 비교한다면 2%의
수치이다.
본 연구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여학생과 선각자의 대열에 있었던
여교사 간의 긴밀한 교류 및 활동이 어떤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는 가를 역사적
사건과 결부지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화학당의 총교사로 기숙사의 사감이었던
‘김란사’와 이화학당 출신으로 3․1 운동의 대표인물로 각인되어 있는 ‘유관순’의

연결고리를찾는과정에서유관순을비롯한많은여학생들이3․1 운동의주역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민족의식’이었다.
교육기관에서의 교사의 존재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김란사의
활동을통해서 직․간접적으로확인할수 있었다. 그렇기에김란사에 관한명확한
연구기술과 활동 재평가는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김란사 뿐만 아니라 유관순,
그리고많은여성독립운동가활동을통해서왜여성이3․1 운동의또다른주역으로
부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3․1 운동의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 존재감은
확연히 드러났다. 반면 유관순을 비롯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여성독립
운동가의 연구가 향후 융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바탕에는 사적 연구가 선행될 때 3․1 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의 사적 입지도
명확해질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향후 여성독립운동가 연구가 활발하고 정확하게 정립되어
3․1 운동과 여성, 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에 관한 여성사적 의미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김란사 애국지사의 후손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유관순 열사의 3․1 사상과 효복지에 관한 연구

1)이

만 복*

Ⅰ. 서 론
Ⅱ. 유관순 열사의 3․1 사상
Ⅲ. 유관순 열사의 효 복지 사상
Ⅳ. 조화를 바탕으로 효 복지 실천
Ⅴ. 결 론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의 사회적 현상인 생명경시(生命輕視)사상과 가족관계의 붕괴로
말미암아 가정과 국가관이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3․1
정신을 조명하면서 가정회복과 애국(愛國)의 가치회복으로 가정의 번영과 사회의
통합을 이루어가는 사회적과제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일제(日帝)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억압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움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진정한 태극기와 횃불의 의미를 보여준 유관순 열사의 용기는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숭고(崇高)한 인간회복과 사회 사랑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국가의구국(救國)운동을해야하는절박한이시기에용기있는결단이란

* 세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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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존립의 위기에서 역사적 사명을 이어가야하는 물줄기의 흐름을 자손대대로
이어가는 민족정기(民族正氣)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혼탁(混濁)한 우리사회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현대인들은 인식(認識)하지 못하고,
표류(漂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논문을 집필하게 되었다.
3․1 운동은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외친 모습도 있지만, 인간애(人間愛)의

출발점으로 나라의 위기에서 벗어나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역사적 교량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가정에 위기와 국가의 위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혼돈과
개인주의적 발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본다.
유관순 열사는 부친에 전통적 유학적 가풍과 조부와 숙부를 통한 기독교적
가풍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교육을 통한 자주독립(自主獨立)이라는 정신과
합치면서‘신앙과교육을통한애국’이라는위대한사상이역사에길이남을사상을
싹트게 하였다고 말하였다(장종현, 2014: 51).
3․1 운동은 단순히 “구구한 감정”으로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동양평화”와“세계평화” 및인류행복을목표로두고있는것이다. 인간에게고유한
“자유권”과“인도주의”도포함하고있는데, 이와같은것들은당시지구촌의선진적

사상들로서, 3․1 운동이 편협(偏狹)한 민족주의로 이기적인 조선의 독립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 당시 가장 선진적인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였음을 알게
한다.

2. 연구 방법 및 전개
1) 서론에서는 본문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효가 무너진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
2) 유관순의 3․1 운동정신과 배경을 고찰
3) 유관순의 효 복지사상
4) 조화를 바탕으로 한 현대적 효 복지실천으로 인류의 행복을 위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함과 맺음글로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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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관순 열사의 3․ 1 사상
1. 배경(背景)
3․1 운동은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나라를 잃었다는 민족의

저항으로 일어났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 뒤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치ㆍ경제ㆍ
사회ㆍ문화의 각 분야에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억압과 수탈을 자행하는
무단통치(武斷統治)를 실시했다.
1910년 당시 한국은 일본의 조선통치 하에 놓여있었는데 제국주의(帝國主義)

침략에대한한민족의항일독립투쟁은각지의의병을낳고널리민족계몽운동으로
발전하여갔다. 일본은이와같은민족독립운동을탄압하기위하여이른바헌병경찰
제도를 실시하여 항일독립운동 투사들을 학살ㆍ투옥하고 일체의 결사와 언론
활동을 금지하였다.
교육정책에있어서도이른바우민정책을실시하여민족의식의성장을억누르고,
고도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런 무단정치는 한국의 고유문화를
말살(抹殺)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ㆍ광산ㆍ철도ㆍ금융 등 모든 분야의
이권을 독점 경영하였으며, 한민족의 경제발전마저 극도로 제한하였다.
당시(當時) 일부한국의 중요지도자들은 해외로 망명하였고, 3․1 운동독립
투사들은, 무력투쟁으로, 혹은 외교활동을 통하여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한 선두에
섰다. 한편, 국내의 대다수 농민들은 소작농(小作農)ㆍ화전민(火田民) 등으로
전락하였으며, 생활난으로 인하여 만주(滿洲) 등지로 유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일본의 폭압(暴壓)은 지식인ㆍ학생․종교인들 뿐 아니라, 농민ㆍ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반일감정(反日感情)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이 일본의 무단정치의 시련을 겪고 있을 무렵,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은 패전으로 끝나고, 1918년 1월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은
14개조로 된 전후(戰後) 처리원칙을 파리 강화회의(講和會議)에 제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민족자결
(民族自決)의 원칙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피압박민족에 대한 자극제가 되었다. 이 민족자결주의의 새로운
원칙은 항일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던 독립운동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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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으며, 이와 같은 조류 속에서 1919년 1월 22일 고종황제(高宗皇帝)가 갑자기
승하(昇遐)하게 되자 일본인들에 의한 독살설(毒殺設)이유포되어 한민족의 일본에
대한 증오는 극도에 달하였다.
해외에 있던 독립 운동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도 활동해 왔으나 1917년
스톡홀름의 만국사회당대회(萬國社會黨大會)와 뉴욕의 세계약소민족회의 등에
대표를 파견하며, 한국의 독립을 국제여론에 호소하였다.
독립운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대중적으로 확산ㆍ파급시키기 위하여 이 운동의
필요성ㆍ성격ㆍ방향ㆍ이념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언서, 즉 <독립선언서>가
요청되었다. 원로 정객(政客)및 지도자와의 수차에 걸친 교섭에 실패한 천도교
측 중진들은 민중운동 3대 원칙에 따라 우선 그리스도교와의 연합을 모색하였다.
천교도와 그리스도교를 연결하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은 최남선(崔南善)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신민회(新民會) 때의 동지이기도 했던 언론인 출신의 이종일
(李鍾一)의 숨은 공로가 이승훈과의 원만한 연락을 취하는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이종일의 전보를 받고 상경한 이승훈에 의하여 조직ㆍ자금 등을 통해
관서지방 그리스도교인 들과의 연합모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919년 2월 12일 늦게 선천(宣川)에서 상경한 이승훈은 그리스도교 측과의

대동합류를권고받고, 13일귀향하여교계대표급인사와상의하고합의를보았다.
이승훈은 2월 17일 다시 상경하여 서울ㆍ경기지역의 그리스도 교제 중진을 만나
천도교 측과의 합류교섭을 대찬성하고 봉기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리스도교측은 2월 22일까지 천도교 측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통해 대동연합
전선을 펼 것을 찬성하고,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함으로써 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려 하였다. 타교와의 연합은 2월 10일경
최인(崔麟)이 한용운을 만나 그로부터 민중운동에의 참여와 민족대표로서 참가를
허락받았다.
남은 문제는 천도교측이 그리스도교 측과의 합의에서 결정을 본 독립선언서의
기초와 인쇄, 그리고 배포ㆍ전달의 진행과정이었다.
최남선은자원하여온건한내용의독립선언서의기초를완료하고 2월20일부터
인쇄하기시작하였으며, 2월 27일밤까지 보성사에서 3만5,000매를 인쇄완료하여
배포단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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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선언서는이미제 1차인쇄가완료(2월25일) 된다음날인 26일부터천도교
ㆍ그리스도교․불교 측과 남ㆍ녀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천도교측은 인종익
(印宗益)ㆍ안상덕(安商德)ㆍ김홍렬(金洪烈)ㆍ이경섭(李景燮) 등에게 전달하여 각

교구로 배포되었고, 그리스도교 측에서는 이갑성(李甲成)ㆍ오화영(吳華英)ㆍ
김창준(金昌俊)ㆍ함태영(咸台永) 등에게 주어 각기 8도를 분담, 배포한지 3일 만에
거의 전국적으로 배달되었다. 이것은 천도교의 각 교구와 그리스도교의 각 교회,
불교의 각 사찰로 배포 전달되었다.
학생 측은 박희도ㆍ김문진 등에게 차례로 연결되어 김성국(金成國)과 강기덕ㆍ
김원벽등에게넘겨졌으며서울시내그리스도교계여학교에도배포되어3월1일에
여학생을 다수 동원할 수 있었다. 한편 민족대표로 천도교 측에서는 손병희 등이
동지 15명을 선정하였고, 그리스도교측은 이승훈 등이 동지 16명을 선정하였으며,
불교 측에서는 한용운이 백용성(白龍城)을 넣어 모두 33명이 되었다. 거사일자는
3월 1일로 최종결정 되었다.
2월 28일 가회동 손병희 자택에서 이들은 최종 모임을 통해 인사도 나누고

결의도 다짐하였다. 23명이 모인 이 회합에서 손병희는 이번의 의거는 민족적
지상과업임을 전제한 뒤 총의(總意)에 의지하여 성취될 것을 굳게 믿는다고 격려
고무하였다. 이 모임에서 박희도의 긴급제의로 만세장소에 대해 폭동의 우려가
있다고 하자, 손병희가 파고다공원에서 태화관으로 변경할 것을 제의하여 3월
1일 오후 2시 30여 명이 동시에 모일 수 있는 방을 예약해 두기로 하고, 검찰에

자원피착(自願被捉)의 결의를 다짐하였다.

2. 국가수립의지
파고다 공원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이 운동은 근대적 민중의 정치의식이 개화의식에 의해 태동하고 발전한
국민국가 수립을 향해 민중운동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혁명운동으로서의 범국민 운동이었다.
둘째, 이 운동은 초기부터 민주정부를 탄생케 할 민중국가 연합전선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국민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자발적으로 폭발하였으며, 그것은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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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민족울분의 스파크로 인해 가능해진 국민단합과 총화(總和)의 민족주의
의식성장의 민족독립운동이었다.
셋째, 이 운동은 종교계에 의하여 1910년부터 주도되었는데, 그것은 동학혁명
운동과 개화혁신운동의 정신을 재현하는 입장과 전통적인 사상의 맥락에 의하여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일으키고 참여시킨 항일자주독립운동의 분수령이
되었다. 그러므로실학인식의개화사상이독립사상으로 연결, 맥락 지어진것이다.
따라서이운동은전통적으로성숙발전해온자립ㆍ자주의이념이내재적성장에
따라 발전하다가 국제정세와 고종의 독살사태, 2․8 독립선언 그리고 헌병경찰의
통치의 극렬화로 인한 전 계층의 항쟁의식이 국민국가 설립의 욕구로 응어리져
복합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넷째, 이 운동은 비록 지도자는 없었다 하더라도 <독립완수>라는 민족전통의
숙원에 의하여 농어민을 다수 참가시켰고, 학생ㆍ상인ㆍ노동자ㆍ공업종사자ㆍ
교사 등의 계층을 차례로 대동합류 시켰으며, 종교인으로는 그리스도교와
천도교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불교ㆍ유교 순이었으나 무종교인의 참여는
전체 입감자(入監者)의 60%를 차지하였다.
학력별로 심상소학교(尋常小學校) 졸업 이상의 교육 정도와 무교육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차지하고 있어 시민운동의 성격을시사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자가 전체 입감자의 반 이상이 됨으로써 청ㆍ장년층이 중심적으로 참여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이운동으로인해무정부상태에서민간정부인정통정부를탄생시켰으며
비로소 민족 운동의 본궤도를 형성하여 독립 쟁취를 위한 민족 진로의 3대
방향감각을 잡을 수 있었다. 그것은 민족 실력의 양성, 외교자립의 노력, 무장
세력을 양성하여 독립전쟁을 가능하게 하였다.
국내에서는계속해서보성사팀이중심이되어제2의3․1 운동을<무장세력>에
의하여 천도교 단독으로 전개하여 재시위할 것을 기도(企圖)하였다.
여섯째, 이 운동은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항일 투쟁을 계속하였다는 점이다.
지방에서는정기시장을항일운동의터전으로삼았으며, 도시에서는각급학교를
통해 맹휴(盟休) 항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소작쟁의(小作爭義)ㆍ노동쟁의 등
근로대중 계층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각급 직업인의 직장을 중심으로 파업ㆍ
파업선동ㆍ퇴직․결근 등의 지속적인 항쟁을 계속하는 전통을 수립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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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이 운동은 <세계혁명사의 신기원>으로 평가된 중국 5․4 운동과 4월
6일 인도 무저항 배영운동(排英運動)인 제1차<사티아그라하1)>운동, 이집트의

반영민주운동,2) 터키의 민족운동 등 아시아와 중동(中東) 지역에서의 민족운동을
촉진시킨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여덟째, 이 운동은 이 같은 국내외에서 새로운 형태의 민족운동을 촉진시켰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의 민족주의 민족운동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것이었다.
따라서 이 3․1 독립운동은 남녀ㆍ빈부ㆍ귀천ㆍ지벌ㆍ문벌ㆍ학벌 등을 초월한
<전한민족계층>의 자주ㆍ자립을 절규한 민중운동으로서의 단합 결속된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
3․1 운동은 실학ㆍ동학ㆍ개화ㆍ척사(斥邪)ㆍ그리스도교ㆍ불교ㆍ성리학적

사상의 복합화 위에서 민중사적 저류에 흐르고 있는 자유ㆍ정의ㆍ진리ㆍ평화ㆍ
양심의 근간정신이 내재적으로 성숙발전 되어 오다가 1919년 3월 1일 식민지적
현실 부정의 강한 형태로 폭발한 시민혁명의식의 구체화이며 그 성공이었다.
따라서이운동은1919년으로부터오늘날까지연면성을띠고활기있게발전되고
있거니와, 주권에게결별을고하고국민국가의수립을가져오게한시민들의근대화
1) 인도 사티아그라하운동: 마하트마 간디에 의해 시작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철학이다. 이러한 저항
운동으로 결국 인도에서의 영국 통치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인종 차별 정책이 종식을 맞게
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은 인도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인도인들의 자치를 점차
늘려가겠다고 약속하였다. 인도인들은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자치권을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엄청난 전쟁 물자와 150만 명의 군인과 노동력을 동원하여 영국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영국 정부는 인도인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인도인들의 민족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롤럿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간디는 “빵을 구했으나 돌을 맞았다.”며 분노하였고, 전인도에
‘사티아 그라하’라고 부르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호소하였다. 이에 많은 인도 국민들이 상점과
공장을 닫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영국 정부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강경 진압으로 맞섰다. 그러던
중 1919년 4월 13일 북인도 암리 차르에서 롤럿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공원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벌이고 있던 인도인들에게 영국군이 무차별 발포를 하여 379명이 목숨을 잃는 암리차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진상 조사단에 참여했던 네루는 이를 계기로 반영 운동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영국 정부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던 타고르도 항의의 표시로
작위를 반납한 시민운동(다움백과).
2) 이집트의 반영민주운동: 제1차 세계 대전 중 이집트인들은 전쟁을 도와주는 대가로 전쟁 이후
독립국의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는 영국의 약속을 믿고 영국군의 보급 기지로서 많은 군수 물자와
노동력을제공하였다. 그러나전쟁이후영국은이러한약속을깨고이집트를보호국으로선언하였다.
이러한 영국의 조치에 반발하여 사드 자글 룰은 이집트의 완전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벌이기
위해 ‘와프드’(아랍어로 대표단이라는 의미)를 조직하여 독립 요청을 위한 전국적인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에 영국 정부는 사드 자글룰과 그의 동료들을 감금시켰다. 이런 조치에 수도 카이로에서
대학생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여성 등이 나서서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결국 사드, 자글룰 등은 석방되었고, 독립을 위한 전국적인 봉기가 이어졌다. 마침내 영국은 새로운
국왕을 내세우며 이집트가 독립 국가임을 선언한 운동(천재학습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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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며, 민족의통일을지향한단합과자강(自强)에열도있는국민자활운동이었다.
오늘날 헌법 전문에 3․1 정신의 재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국민적 열의는
그 동안의 사정을 국민 각자에게 환기시키고 자각(自覺)케 하고 있었으며, 한
민족의 영원한 활화산이었다(동아원색대백과사전 16권: 271-272).
그리고 3․1 운동은 단순히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단순히 대한제국을
회복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인류보편적가치인자유와평화를추구하는위대한
민주주의 사상(思想)과 대한민국역사를 견고하게 만들어놓는 계기가 되었다.
3․1 운동은특정운동지도체가수직적으로지령을내려이루어진운동이아니고

다원적이며, 대중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협동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애국(社會愛國)
활동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운동의 주체가 되어갔으며, 지역과 집단에 연대를 발견해
시대를 앞서간 자발적운 동이었으며, 운동의 지도부였던 민족대표들의 수평적ㆍ
다원적으로 이루어진 애국(愛國)의 협동운동이었다.
우리는 애국심에 대하여 깊이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애국(愛國)이란 자기가
속해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또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국가에 대하여 헌신하려는
의식ㆍ신념으로애국심은인간이태어나서생활하는지역과국가에대한자연적인
애정에 그 근원이 있다고 한다.
애국심을 파트리오티즘(patriotism)과 에스노센트리즘(ethnocentrism)을 말할 수
있다.
먼저파트리오티즘(patriotism)은자기가족한나라를사랑하고거기에헌신하려는
의식화된 행위와 태도를 말한다. 오늘날의 애국심(patriotism), 애국자(patriot)는
어원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조국을 의미하는 파트리스(patris), 동향인(同鄕人)을
의미하는 파트리오테스(patriōtēs)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유로운 시민의 공동체라는
그리스 로마공화제에서 정치사회의 방향이 후세의 조국애ㆍ애국심의 관념으로
까지 남은 것이다(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애국심[patriotism, 愛國心]은 자신이 속한 국가를 사랑하는 것. 이러한 마음을
애국심이라고한다. 태어난나라를사랑하는것이아니라나중에국적을가지게된
나라를사랑하는것이되기도한다. 어떤나라에서살고있건간에그나라안에서
통용되는보편적인사회적감각을체득하기위해서는애국심이필수다(다움: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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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에스노센트리즘(ethnocentrism)이다. 사회학자(W. G. Sumner,
1840~1910)는
애국심을 에스노센트리즘(ethnocentrism), 즉 외부집단에 대하여 공포 및 적대감을
이상화(理想化)하고 절대화하는 태도라고 말하였다.
근대적 애국심은 원래는 <참다운 조국은 서로 대항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여 상호간 가족적으로 상부상조하는 것>이라 했으나 그것이 절대주의
권력에의하여조작(造作)되거나, 자본주의국가의내부모순(矛盾)속에서이용되게
되면 침략주의적인 검은 그림자의 행태를 보게 한다.
유관순은대한민국의독립운동, 특히삼일운동의상징적인인물가운데여성의
몸으로, 그것도 어린학생의 신분으로 독립만세를 주도하였다.
그가 애국심(愛國心)과 사회적 책임감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사회적 책임감과 국가를 지키겠다는 강렬한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신념(信念)에 대한 용기를 불태우며 독립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행동에
옮겼다. 유관순이 일제에 맞서 어떠한 타협이나 굴복 없이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남다른 강인함과 용기는 독특한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유관순은 당시 일반적인 가정에서나 마찬가지로 조상에 보은(報恩)하고자 하는
마음, 이웃의 어른과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하였으며, 나라의 평안과
민족을사랑하는마음, 다시말해효(孝), 충(忠)과도덕(道德)을중요시하는가정에서
출생한 가족적 요인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장종현, 2004: 32).

Ⅲ. 유관순의 효 복지사상
1. 유관순의 가족적 효 사상
유관순은 여느 가정에서나 마찬가지로 조상(祖上)에 보은(報恩) 하고자 하는
마음과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 웃어른을 정중히 모시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가족 사랑과 국가사랑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유가가정에서 태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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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관순은 아버지 유중권의 후일 할아버지 윤기와 숙부 중무가 기독교를
받아들인뒤에도 전통적유학을고수하였다. 유관순이태어난병천의 고흥유씨는
대대로 나라에 높은 벼슬을 한 집안어른들이 많았고 남다른 가족관계와 사회
공동체의식이 강했다.
유관순이 성장한 병천은 의병의 활동이 빈번하였고 왕성한 교육열에 의해
계몽운동을적극적으로펼쳤던고장이다. 이러한지역의특성은유관순이일찍부터
자유ㆍ독립ㆍ항일ㆍ애국과 같은 사상을 싹 틔웠을 것이며, 기울어진 민족의
국권회복(國權回復)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불태우는 남다른 자부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강했다(장종현, 2002).
유관순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활달하고 의협심이 강하였으며 매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품이었으며, 옳다고 하는
일에자신의생각을굽히지않는적극성과불굴의투지가있었다. 만세운동당시에
유관순의 친척들과 마을사람들이 유관순과 함께 독립운동에 많이 참여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류영하 외, 2017).
특별히 유관순의 가족 사랑과 사회 사랑의 가치(價値)가 형성된 계기는 신앙적
가족배경일 것이다. 유관순은 아버지만 빼고 모든 가족이 기독교로 개종하였던
기독교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미유관순은가족관계로부터사회사랑으로발전해가는행동이효(孝)로부터
출발되어가는모습을보며성장하게된다. 효(孝)는부자자효(父子慈孝) 라는원초적
관계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효(孝)가 부자(父子)를 주체로 하는
인간애(人間愛)의 관계임을 말한다.
부자(父子)간의 관계는 천성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심(私心)이 없는 순수한
인간관계이고, 자연적이며 지순한 인간본연의 사랑이 오고 가는 관계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라 할 수 있다.
효(孝)는 지순지성(至純至誠)의 사랑이 되어 여러 가지 윤리관계를 가장 효과적
으로 강화함으로써 그 순환과정을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한 덕(德)과 중요한
도(道)로써 사랑의 행동 가운데는 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하였다.
사랑의 측면에서 본다면 인간윤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랑에서 기인(基因)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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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사랑은 자발적ㆍ자연적ㆍ천성적인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무조건적ㆍ본질적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효심의
발로와 효행의 실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엔상ㆍ하관계나복종관계의일방적의미가있어서는안된다. 효에입각한
사랑은거짓없는참사랑이다. 부모의진실되고희생적인사랑, 자녀의헌신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이 근거가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쾌락이나 탐욕에 근거한 사랑일
수밖에 없으며 항상 변동가능성을 내포한 순간적 사랑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효에바탕을둔참사랑이아니기때문이다. 효경에서는또부모를사랑하는사람은
남을미워할 수없다고한다. 즉, 부모를사랑하고 공경하는사람은남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함을
패례(悖禮)라고 하였다.
내어버이를 사랑하고존경하는마음을기르는 것은 타인을존중하고사랑하는
밑바탕이 된다. 이렇게 될 때 미움이란 생겨날 수 없다. 배우지 못 하고 체험하지
않은 미움을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가진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가정이라는 터전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으며 삶에 대한
초보적인 지혜를 얻게 된다. 친애(親愛)와 효제(孝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해지는 최초의 덕목임과 동시에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최초의 규범이다.
가족은 부모와 자녀 간의 종적관계와 부부의 횡적관계가 하나로 공존하는
최초단위의 사회체계이다. 인위적(人爲的) 집단이 아니라 자연발생의 집단이다.
부자(父子)간의 친애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다.
이 친애(親愛)의 정(情)은 인정의 발로로써 인간애를 체험하는 기반이다. 따라서
이 친애(親愛)의 정적 관계를 체험하여 타인에게까지 미루어가는 것을 인간애
(人間愛)라고 할 수 있다.

맹자는말하기를나의자녀를사랑하므로그마음을미루어남의자녀를사랑하고
나의 부모를 존경함으로써 남의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라 했다.
이러한생각은잘못하면자기중심의이기심이나의존감만을키워서가족주의의
폐단을가져올수있다고도말하지만이것의근본사상은인류애의시작이다. 따라서
사회를위한봉사나희생도이러한정신에서그원천을찾을수있다(이만복, 2016).
진정한 사랑이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거룩한 마음씨인데 이는 참다운 인간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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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효(孝)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공자는 인간의 행위에서 효보다
큰 것이 없다고 하면서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해도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어버이와 자녀간의 정의와 사랑만은 계산할 수 없다. 이것은 본질적이고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자기 투신(投身)일 뿐이며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넓은 것이다(손인수, 1978).
유관순은가정의교육과이화학당에서의근대적교육을통하여칸의계몽주의적
사고와 자율적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尊嚴)에 기초한 사고를 갖고 이를
실천하고자했다.
인간의 존엄은 타인으로부터 인간이 존중될 것이 요구되는 것이나 자신의
존중으로부터 출발이 된다. “인간은 귀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든인간은평등하게창조되었으며창조주로부터남에게양도할수없는일정한
천부적(天賦的) 권리를 부여(附與)받았고 삶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창조주에게로 받았기 때문이다.
첫째, 효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인간의 가치를 인식하는 기반을 제공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형성되는본능적인감정을 근거로인간의가치와존엄성을
인식시키고 인간관계의 도덕적 질서를 형성하는 이치(理致)를 가르쳤다.
둘째, 효사상은 우리에게 인간사회의 결속과 그 질서의 원리를 가르쳤다.
비록 개인의 가치(價値)가 전체 속에서 희생되고 때로는 복종적 삶의 타성을
기르는 역기능을 낳기도 했지만 경애(敬愛)와 효친(孝親)의 사상은 가정과 이웃을
정답게 만드는데 이바지하였다.
셋째, 효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도덕적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했다. 우리의 전통적 가족은 도덕의 본산으로써 그리고 인격의 온상으로써
그교육적기능을해왔다. 부모없이자란사람에게서도덕성을찾아보기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바로 가정의 도덕적 기능을 말해주는 것이다.
넷째, 효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미풍양속을 일으키고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미풍양속을 모두 효 사상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록 그러한 미풍양속이 현대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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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과정에서 약간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풍습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정신은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
다섯째, 효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엄격성을 길러주었다.
효 사상에서는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가문을 더럽히는 자녀의 불륜은
어디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명분주의는 때때로 경직성을 띠게 되어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고고한 절개와 지조 그리고 불의에 대한 저항과 경계는 인간으로 하여금 성숙한
인격을 낳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효사상은우리의도덕적관념을형성시킨문화적배경이됨으로써우리의
가치체계와 규범을 형성시킨 유산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우리는효사상이지닌역기능적인요인과왜곡된인식을정리하면서이를가꾸어
현대적 도덕(道德)의 모습으로 승화(昇華)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효(孝)를 백행(百行)의 근본(根本)이라고 한 사실은 의무론적 윤리관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효(孝)의 도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지각에의해서
실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지각(知覺)이나 선택 또는 결정에
의해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이미도덕적규범으로정해져있기때문에실천해야
한다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말하자면 효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운명적으로 부여된
의무이기 때문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삶을 유지하는 한
거역(拒逆)할 수 없는 법칙으로 주어진 자연법인 것이다.
자연법(自然法)이란인간의 자연적 속성으로 출발해 이로부터 공동생활, 윤리적
행동. 법적ㆍ정치적 삶의 구속적 규범을 이끌어내는 도덕이론, 법이론 국가론의
기본이념, 처음에는 자연적 존재질서가 도덕법칙과 정치규범의 토대이자 척도로
간주되었고따라서자연법칙에따르고자연을모방해야한다는것이기본요구로
내세워지는 것을 말한다(윤명식, 1999). 효(孝)는 인간으로서의 원초적인 관계로서
질서를 말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효사상은 계급주의적 위계질서 위에서 성립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위계질서를가진다고해서문제될것은없다. 다만효도(孝道)가인간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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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질서의 기본이라고 할 때 인간의 수평적 관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동양의 전통적 효사상은 자기중심적ㆍ자아확장적 윤리로써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공자께서는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패례(悖禮)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도덕적 질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여기에서 성립되는 규범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 효사상이 우리 민족문화의 전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생명세계의 사물을 이해하고
선악을분별하며아름답고추한것을분별하는모든일에있어서전통적관습이나
규범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아무것이나 함부로 섭취하고자 하지 않으며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려 하지도 않는다. 행동화된 전통적 규범 안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 사상은 이것이 최선의 인간윤리로서 이론적으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규제하는 원리로 되어 버렸다.
전통적인효사상은그것이합리적이거나비합리적이던간에또한그것이우리를
자랑스럽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결정적 영향을
제공(提供)하였다. 효사상은 적어도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가치를 창조하여
문화유산을 남기는데 기여(寄與)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2. 유관순의 복지사상
유관순은 가정의 교육과 학당에서의 근대적 교육을 통하여 계몽주의적 사고와
자유(自由)과 존엄(尊嚴)을 가진 인간으로서 기초를 가진 인류애(人類愛)의
복지사상을 겸비한 투철한 애국지사(愛國志士)이다.
당시 3․1 운동은 20세기 세계를 휩쓸었던 탐욕과 독점, 무력에 반대하는
비폭력운동, 강압과 공포에 대항한 자유와 해방운동, 무력에 반대하는 비폭력
운동, 노예해방과 인종말살정치에 저항하는 인권회복운동이 세계 각국에 만연
(蔓延)하고 있었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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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란 서로 협력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인류의 집단 또는 온갖 형태의 인간의
집단적 생활, 자연적으로 발생된 집단과 특정한 이해 및 목적을 가지고 형성한
인위적 집단라고 할 수 있으며,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체계이다.
유관순은 자신을 희생할 만큼의 타인존중과 인간애의 사랑은 복지사상에서
말하는 자유와 정의를 실현시켜야 하는 순수한 열정이었다. 사회와 국가의
보존되어야할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유관순의 강한의지가 횃불과 함께
우리사회 속에 생명의 불꽃이 된 것이다.
현대사회는 서로 조화롭게 상호의존하고 있는 여러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체계로서 각 구성요소들은 주어진 기능을 잘 수행함으로써 사회체계의 존속에
기여하며,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개인은 규범에서 일탈한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공통의 가치를 내면화 하면서 체계에 공헌하고 체계의 기능적 역할과 사회적
조화를 통하여 역사를 창조하면서 업적을 이루어가야 한다.
사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수호(守護)하겠다는 항쟁투사(抗爭鬪士)들의 국가
역사의 현장에서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사회수호(社會守護)의식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존립되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의식(意識)은 사회적 존재를 반영하는데 그것은 단지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적 사회관계, 더 나아가 국가보존과 사회적
소유를 미래에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명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전문적가치의 하나인 사회정의는 개인의 정의감을 묻는 것이 아니다.
옳다고 하는 일에 인색(吝嗇)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의로운가라는 물음이고 그 사회가 부정의 하다면
그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것을 사명(死命)으로 하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정의는 사회적 공평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연대감 및 공동체
의식에기초하여사회의책임성과참여를중시하는가치이다. 정의로운사회체계는
개인들이각자의목표를펼쳐나가야할범위를규정하고, 그것은목적들이공정하게
추구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의 형태 및 만족의 수단을 제공한다(이만복, 111).
정의(正義)의 우선성이란 어떤 면에서는 정의의 위반을 요구하는 욕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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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치하다는 주장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합당한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한 이상,
부정의가 정의의 요구를 침해할 수는 없다. 사회정의의 관한 원칙들의 기본적인
주제는 중요한 사회제도들을 하나의 협동(協同)체제로 편성한 사회의 기본이다
(황경식 역, 2010: 98).

진정한 애국심(愛國心)은 “국가(國家)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요구(要求)하는것이아니라“자신이국가를위하여무엇을할수있을까”의진정성
있는 행위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유관순은 생명의 존엄․인류의 평화와 번영사상의 바탕 위에 사회정의를
실현하였다.
“오늘우리한국의독립은 한국인으로 하여금정당한생존과 번영을이루게하는동시에
일본으로하여금그릇된길에서벗어나동양의선진후원국으로서의중대한책임을온전히
이루게하는것이며……, 또한동양의평화로중요한일부를삼는세계평화와인류행복에
필수적인 받침대가 되게 하는 것이다”(독립선언서의 일부).

위의 독립선언서는 3․1 운동이 시대적인 백성들의 탄압의 몸부림뿐만 아니라
조선의독립이동양평화와세계평화및인류행복의복지사상을목표로두고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당시 지구촌의 선진적(先進的) 사상으로서 3․1 운동이 민족
주의적인 조선의 독립만 외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복지
지향적인 외침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민족은 남을 침략하지 않는 평화애호(平和愛護) 민족으로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인간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념이다.
홍익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인본주의나 인간존중․복지․사랑․
봉사․정의․민주주의․공동체정신․평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세 가지는 첫째, 국가와 권력․돈․시장․학술․종교․
교육과 과학기술 등 모든 문명장치는 인간을 위해(인간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보는 인본주의적 사상 둘째,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위대한 것으로
보는이타주의적윤리관셋째, 내세의행복이아닌현세의복지(福祉)를우선시하는
현세주의적 사고 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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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弘益人間)은 인간행복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반대하며, 특히
국가와 권력(통치자)은 홍익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개개인들에게는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대가 없이 봉사하는 적극적 윤리를 제시한다(한국민족
문화대백과사전).
그리고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평화와 안녕을 사랑한 민족이었다. 남을 침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평화애호(平和愛護)민족으로써 그 원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有益)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한다.

3. 국가사랑
애국(愛國)은 인간의 됨됨이로부터 시작이 된다. 예로부터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구하라 하였다. 효도는 충의(忠義)의 근본인데 어찌 효도의 길에 소홀
하겠는가! 유관순의 국가사랑은 대효(大孝)와 지효(至孝)의 실행이다. “한 사람이
능히 한 나라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능히 천하의 사람들을 느끼도록 하나니
천하의 지성(至誠)이 아니면 어찌 이에 이르리오, 사람이 느끼면 하늘도 또한
느끼느니라”고 하였다.
애국심(愛國心)은 원래는 <참다운 조국은 서로 대항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여 상호간 가족적으로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것>이라야 했으나, 그것이
절대주의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조작(造作)되거나 자본주의 국가의 내부모순
속에서 이용되게 되면 침략주의적인 검은 그림자를 띄게 한다.
명치유신(明治維新)3) 후에성립된절대주의정부는국민의애국심을충국(忠國)에
종속시키는 한편 가부장제(家父長制)가족주의에 기초하는 사회 유기체설(社會
有機體說)을 도입하여 가족국가관을 형성시켰다.
그것은 의무교육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국민을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사상으로
교화시켰으며, 그러한상황속에서는민주주의적세력은항상비애국자, 국적(國賊)
등으로 몰려 배척되고, 교화(敎化)된 국민의 애국심은 군국주의(軍國主義) 침략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3) 명치유신: 19세기 후반 일본의 메이지 천황 때, 에도 바쿠후를 무너뜨리고 중앙 집권 통일 국가를
이루어 일본 자본주의 형성의 기점이 된 정치적, 사회적 변혁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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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대표하는 국가에서의 애국심은 향토애(鄕土愛),
직장이나 가족에 대한 애정(愛情)과 모순(矛盾) 됨이 없이 결부되어 평화적 성격을
지닌다. 거기에는 병적(病的)인 합리화나 공격적 태도가 없으며, 다만 침략자에
대하여는 생활과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은 애국자로서 단결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애국자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항상 침략을 받아온 약 소민에 있어서 그 경향은 뚜렷하다. 임진왜란 때 각처에서
봉기하였던 의병(義兵)과 승병(僧兵)의 애국심은 비록 당시의 국체가 봉건군주
제도라 하여도 오로지 나라와 겨레를 살리려는 자발적 애국심이었으며 결코
조작되거나 강요된 애국심이 아니었다.
항일구국의 기치(旗幟)아래 각처에서 봉기한 순국열사의 애국심은 국가
지배자의 의한 종용(慫慂)도 조작(造作)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국가의 지배권을
확립하려는 애국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세계역사가 말하는 애국심과는 그 근원적
형태를달리한다고말할수있다. 어찌되었든애국심은나라를사랑하는마음이며,
국민은 자기 나라가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또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발휘하는 애국심이라야 참된 애국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현식, 1992).
유관순의 사회 사랑과 국가사랑은 나라를 위한 충성(忠誠)된 마음에서 비롯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충(忠)은 그 자형으로 보아 중심이다. 중심은 마음속에 허위와 가식이 없는
진실한 본심을 가리킨다. 즉 자신에 대해 속임이 없고 곧고 바름을 뜻한다.
인간의 본심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인(仁)이기에 충은 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증자는 공자의 인을 충서(忠恕)라고 하고 있다. 충(忠)은 인간
본심의 발로이며 그 마음씨가 상대방에 미치는 것으로써 사회적 공동의식, 즉
동감현상(同感現狀)이다.
유관순은당시여느가정에서나마찬가지로조상에보은(報恩)하고자하는마음,
사회와 국가에 평화와 안녕(安寧)을 바라는 마음, 충(忠), 효(孝), 예(禮)를 중요시
하는 전통적인 유가가정(儒家家庭)에서 출생을 하였다.
특히, 유관순의아버지유중권은후일할아버지유윤기와숙부유중무가기독교를
받아들인뒤에도전통적유학을고수(固守)하였다. 1908년집안할아버지인유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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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의 의사인 미국인 케이블선교사와 친교를 맺으면서 초가에 종을 달고,
십자가를 붙힌 다음 선교를 하였으며, 조부와 숙부는 감화를 받아 기독교
신자가되었고, 숙부인 김중무는 교회에 선교사로 일을 함으로(유관순연구, 7: 21)
가족이 기독교 집안으로 변모(變貌)하게 된다.
특별히아버지유중권은틈이날때마다유관순에게유학의기본이되는정신을
가르치면서나라에 대한사랑과부모님과 어른을공경하는마음, 사회적소수자를
보면측은해하는마음을가지고선행을하며, 항상옳고그름을구분하여행동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 여자라고 의기소침(意氣銷沈)하지 말고 언제나 당당하고 반듯하게 행동
하면서 어려운 사람은 헌신(獻身)하여 돌보고, 정의를 세워야한다는 말씀을
항상(恒常) 하였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생노력을 하고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미 유관순은 가정으로부터 사회 사랑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교육
에서부터 무장되어 사회지도자로 성장하였던 것이다. 3․1 운동은 단순히 일본
제국에 항거하여 단순히 대한제국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과 인간존엄회복의 몸부림이었다.

Ⅳ. 조화를 바탕으로 효 복지실천
효복지란 모든 인간이 생애(生涯)를 살아가면서 서로 조화(調和)를 이루며,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을 보면 조화로움이 사회기능에 중추(中樞)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정립(定立)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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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各人)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恒久的)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1987년 10월 29일).”

조화(調和)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한다는 문구는 social
harmony를실천하여사회의기본을세워모든국민들이삶의질을높여가는역할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1. 용어해석
현대적 효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생명
(인간ㆍ자연)의 세계와 소통하며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조화(Harmony)는 두 개 이상의 여러 요소들의 상호 호혜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잘 어울림의 상태(狀態)이고, 모순(矛盾)되지 않고 어긋남이 없음을 말한다.
균형감을 잃지 않는 현상 속에서의 변화를 포함한 전체적인 결합상태 이기도
하다.
효(HYO)란 H는 Harmony, Y는Young, O는Old를의미하고 젊은세대와노인세대
간의 조화로움이 효라고 할 수 있으며, HYO를 상호적 인간관계의 의미를 가지는
Harmony of the Young and the Old의 두문자(innitial)로 해석하며 노인세대와 젊은이의

인간관계의 조화로움(Harmony)이라고 할 수 있다(이만복, 2018).
현대사회는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형태를 찾기 위하여 많은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개인과 사회, 사회와 국가의 유기체적 공동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현대적 효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역사, 종교, 이념을 뛰어넘어 조화
(harmony)를이루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 부모와 자녀간의 조화, 사회공동체의 조화,

세대 간의 조화,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행복, 사회정의실현, 국가융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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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HARMONY
구 분

조 화

역 조 화

정서적

슬픔과 기쁨의 교차인정, 그리움,
기다림의 여유

과잉반응, 분노조절장애, 감정교류
저하

행위적

소통, 협력, 상호친밀감

이기주의, 차별, 편견

사회적

이념, 종교, 다문화, 세대 간 존중문화갈등관계, 편향주의, 반사회적 행동,
형성
의무불이행, 문화의 충돌

제도적

법질서준수, 공정의 정의

법을 이용한 사리사욕, 인권경시

효(孝)를 통하여 생명존중의 가치관 정립과 근본이 바로 세워지고 사회질서와
안전의식이 바로 설 수 있다. 이를 조화의 효(孝)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모든 인류가
조화로움을중심에 두고환경과사람, 사람과사람사이에좋은 관계를만들어가는
것이다.
인간사회는 개인의 특성과 문화가 존재하고 있으며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조화는 역동적이며 환경의 변화를 창출하고 다양한 개체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공동성을 통한 사회적 효(社會的孝)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다음의 <그림 1>을 보면서 사회적체계의 조화모형도를 알아보도록
한다.
<그림 1> 사회적 체계의 조화모형도
부모와 자녀간의 조화
Harmon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보답ㆍ존경

사회공동체의 조화
Harmony of social community

배려ㆍ양보

세대 간의 조화
The harmony between the generations

이해ㆍ소통

자연환경과의 조화
Harmony of the environment and nature

보호ㆍ존중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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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모와 자녀 간에 조화로워야 한다.
현대적효는서로의역할을필요로한다. 부모는보호와양육으로부모의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을 때 순환적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과잉보호, 간섭, 편애 등은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되며 부모와 자녀 간에
조화로움을 만들어 가는데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보호와 양육을 통하여 신뢰감 있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자녀는 ‘나를 존재케’ 해주신 부모님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현(表現)해야 한다.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사람은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효도는 당연한 것이지 의무사항이나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효도하는
것이아니다. 부모로부터보호와양육의시기가끝나게되면자립성을가진독립성의
존재로서 성장되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건강하고 정직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생산과 소비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성실한 사회적
존재로서 역할(役割)을 해야 한다.
한사람의인간은 태어나서는자녀에위치에서 성장하게되고성장하여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의 위치에서 인생을 살게 되며 후에는 조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살게 된다.
자신들의 위치에 따라서 효를 통한 성숙한 조화로움이 행복한 가족관계로
이루어진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둘째, 사회공동체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공동체란다양한개체안에서그모든요소들이서로관계를맺고조화로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특별히 언어, 문화, 이념, 종교, 인종이 다르다고 하여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이다. 현대사회는 문화의 충돌과 이념적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로다른문화권에서의생활방식이문화의차이가조화를이루지못하는경우가
많이있다. 이질적문화를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문화의인식이필요하다. 문화의
인식이란 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인식하고 각 문화권에
속하는 개인의 가치와 경험되는 현실을 존중하며 이러한 인식을 적절히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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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적 삶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의존과 공존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서로의 만남 안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구성원들은 만남 안에서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며 이러한 체계 안에서 경험한 태도, 관습, 가치,
역사 등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게 된다.
민족과 인종이 달라도 부모와 자녀관계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효(孝)를 다음 세대들에게 세세토록 전달하여야
한다.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은 효를 중심에 둔 인간관계의
기본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세대 간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가 잘 어울리게 되려면 배려와 양보, 이해가 있어야 한다. 자라온 사회
환경에 따라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대개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만큼 비슷한 수준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대 간의 갈등문제는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성장기가 서로
다름으로써 서로 다른 가치관 간의 대립에서 나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대 차이는 각 세대 간의 가치관 또는 의식, 생활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두 세대 간의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어울려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할
수있다. 물론이러한세대차이의갈등관계는가족구성원간에도존재할수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나 경험, 가치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사회에는수많은갈등이존재하고있으며 가족관계의최고결함인부모와
자녀간에갈등을해소하기엔역부족이다. 효는세대간서로의존중과조화로움을
말하며 효가 살아야 세대 간 갈등관계도 해소되고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넷째,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이다.
자연은 모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이다. 창조주가 자연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가운데하나는서로다른피조물(被造物)의세계안에서상호작용하며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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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의 생명이란 순환계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자연의 생태계는 인간과 자연과 조화로움을 통해서 가능하다. 인간들은
자연생명의 파괴자(破壞者)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연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자연을 대해야 한다. 밥을 짓기 위해서
혹은 가족에게 따뜻하게 불을 지피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과 집단적 이기주의에 이익을 형성하기 위하여 생명파괴를
해서는 안 되며 인간은 자연과의 새로운 공생관계에서 문화와 문명을 새롭게
창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연의 생명력이란조화의공동체를 구성하고유지할수있는능력이나이러한
집합적 구성체를 하나의 상호작용으로 받아들이고 유지하려는 인간과 자연의
성숙한 조화로움의 활동이다.
인간은 창조된 하나의 자연에 대하여 차원(次元) 높은 존중심을 보여 주어야
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잘 이루게 되면 자연은 인간에게 무한한 선물을
되돌려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효(孝)는 소통
통교, 통념, 통시로 설명할 수 있으며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편향 주의적 균열구조를 회복할 대안은 효를 통하여 인성을 바로 세워 사회의
기본을 세워야 한다. 효는 종교와 이념, 역사를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이데올로기의 혼돈과 종교적 갈등이 심각한 이 시대에 효는 단순하고 편향적
(偏向的)인 학문이 아니다.

효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세우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
가치관이라는것이다. 종교인이라할지라도인간으로서기본이있고, 이념과철학이
다르며 갈등이 있다 하여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있는 것이다. 효는 창조기본의
진리로서 그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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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적 소통
효(孝)는 전체 종교를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로써의 통교(通敎)이다. 서로
다른 구분지어진 종교 안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는 종교적 가르침을 최고의
기본 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은 천륜이기 때문이다.
유교에서 효는 하늘의 교훈이어서 땅위의 의로움은 어질 인(仁)이기에 효로서
세상이 태평하다고 유교는 가르치고 있고, 논어에서의 효는 덕(德)이 근본이고
모든 가르침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며,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불효를
탄식하며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니 사람의 성품을 이어받았으나 마음과 행동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덕을 생각하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을
잃고 은혜를 버리고 덕을 배반하며 어질고 자비로움이 없고 효도를 하지 않고,
의리(義理)가 없느니라”고 하였다.
유대교에서는 탈무드의 가정생활교육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아버지 자리에 아들이 앉으면 아니 되느니라.
아버지께 말대꾸를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아버지께서 만약 다른 사람과 말
다툼을하고계실때다른사람의편을들어서는아니되느니라. 아버지를존경하고
아버지께순종하는것은아버지께서아들을위하여식량을구하고아들에게의복을
주시려고 온갖 정성을 다하시기 때문이시다(탈무드).
기독교에서는 기원전 (주전 약 1400년경) 십계명 안에 대인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너의하나님나여호와가네게준땅에서네생명이길리라(출
20:12).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잠언 23:25). 부모님을

비웃거나 멸시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불효 중의 불효이다.
어버이께서 아무리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실수를 하여도 자녀로서는 부모님의
마음을아프게해서는안된다. 잠언30:17절에서아비를조롱하며어미순종하기를
싫어하는자의눈은골짜기의까마귀에게쪼이고독수리새끼에게먹히리라(최성규,
2004: 35).

효는특정종교인만이행할수있는것이아니라모든인간의백행근본(百行根本)
으로 누구나 행하여야 하며 사람답게 살기위한 기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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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념적 소통
사람은살아가면서많은일을경험하고학습하므로임의적이념철학을만들기도
하는데 이를 통념(通念)이라 한다. 원만한 삶을 위하여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나름대로의 이론만 내세울 뿐이다. 통념이란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통념은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가치관이나 신념을
가지고주장하느냐에 따라서달라질수도 있다. 나름대로는이념적 논리를가지고
있지만 이념적 갈등과 분리는 깊어 질것이라고 생각된다. 효는 사회의 이념도
뛰어 넘어 화목할 수 있다.
이념적 편향주의자들도 부모가 있었고 가족이 있다. 효는 모든 문화와 민족이
있는 보편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모든 이념과 철학을 초월하여 서로 소통(疏通)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효는 우리사회의 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사회주의
밑바탕과 민주주의 밑바탕에서도 효가 출발되어야 하고 효를 바탕으로 사회성의
원리를 찾아야 하며 이념적 갈등의 뿌리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한다.
효는 공동사회의 이념을 초월한 인간세계의 근본이다. 내가 부모를 만난 것은
나의 자유의지와 이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3) 역사적 소통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인간의 숭고한 정서적 세계에서 인간성품의 개발은
자연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 안에서 창조된다.
통시(通時)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도덕적인 기본개념들은 자연적인 개념과
달리 도덕적인 의지결단에 의해서 재창조된다는 것이다. 덕(德)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지성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이 있다.
지성(知性)적인 덕은 배움으로 얻어지고 도덕(道德)적인 덕은 습관을 키워
행동함으로 얻게 된다. 인간이 좋은 습관을 길러서 선량하게 하는 일은 사회
지도층이나 입법자의 직무행위이다.
강제로라도 좋은 습관을 훈련하면 적절한 시기에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 효란
시간과 공간속에서 흐름의 변화에도 부모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변함없이
실행하는것이다. 효사상은우리모두가지켜야할제일의사상이고, 근본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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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는 시대와 시간흐름의 역사에도 변함없는 통시적인 정신문화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한다 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효를 중심에 둔 역사적 가치가 세상이 천만번 변하여도 과거, 현재,
미래는통합적으로 연결되어있으며사회적 기능을수행한다. 현존하는 이세상은
부모가 있음으로써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3. 하나님사랑과 인간사랑
1) 천(天)-경천애인의 정신을 가져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행위강령이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하늘처럼섬긴다는경천애인(敬天愛人)의정신은하나님과의수직관계와인간과의
수평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동양은 천(天)이라하고 서양은 신(神)이라 하는 점에
차이가 있지만 한국적 사고의 바탕 그대로를 나타내는 경천애인이라는 말은
창조주의 정신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왔으며 천손민족을 자부해왔다.
우리나라는온국민이하나님이보우하심을기원하면서애국가를부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엔 행복과 평화가 올 것이다.
따라서 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김종두, 2014：240).

2) 상(上)-부모와 스승, 어른을 공경하라.
부모의은혜에대한보답으로서효를살펴보면동양사회특히전통중국사회에서
효(孝)를 한자로 풀이하면 늙은 노(老)자에 아들 자(子)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다. 이는 늙은이를 젊은이가 업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자녀를 업고 키웠듯이 늙어 거동하기 힘든 노부모를
젊은 아들이 업어 부양한다는 의미가 있다(최성규, 2012：78).
공경(恭敬)이란“공손히섬김과삼가서예(禮)를표시함, 받들다, 조심하다, 직분을
다하다”는 공(恭)의 의미와 “예(禮)를 다한다, 정중하다, 삼가다”는 경(敬)의 의미가
합해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이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손하고

84  유관순 연구 제23호

정성으로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현재자신의존재를가능하게한원인에는국가나사회, 이웃, 가족그리고
부모의 공로가 크다. 특히 부모는 자녀들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신
분들이다. 이처럼 가족이나 학교 선생님, 이웃, 국가나 사회 공동체의 동료들,
지구촌의 인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기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하고 이를
보답하려는 것이 효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3) 평(平)-부부, 가족, 이웃, 인류가 평화롭도록 하라.
효가 무너지면 부부관계와 가족체계가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가족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가 행복감을 누려야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가족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효가 살아 있어야 한다.
부부와 가족, 이웃 사랑은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가족 사랑을
이웃으로 확대하는 이타적 가치이자 수평적 조화의 효 실천을 의미한다.
가족은 모든 공동체의 시작이며 안식처인데 부부간 화목에서부터 출발한다.
유교의 명심보감에는 자효쌍친락 가화만사성(子孝雙親樂家和萬事成)이라는
구절이 있다. 자녀가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다.
부모를공경하는효가만사를이루는기초임을제시하고있다. 효란가정윤리를
기초로부모는자녀를사랑하고부부와형제자매등가족사랑을기초로이웃으로
확대 되어지는 가치이자 덕목이다.

4) 하(下)-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라.
자녀와 어린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자녀를사랑하는것은혈육간의사랑이지만어린이와제자에대한사랑은
이타적(利他的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 사랑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꿈이며 시대의 보석이다.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고지도하며 육성해야할책임이 기성세대에게있다고본다. 부모는보호와
양육으로 자녀들을 정성들여 돌봐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며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
간다. 자녀를돌보지않고서자녀를먹이지도않고양육하지도않으며부모노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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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성장한다.
자녀는 부모의 자기 헌신적 사랑을 받을 때 부모의 권위를 인정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질서를 통하여 가족의 화목함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부모가 사회적으로 신체적ㆍ정서적ㆍ영적으로 성장되어야 할 자녀들에게
마땅히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사회에서 어른은 사회의 자녀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미래의 건강하고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시키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기(己)-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적 효를 실천하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자아존중
감의 효이다. 성실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속적 자기계발(自己啓發)을 통해
성숙한 자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나’ 라는 존재는 곧 부모님의 혈(血)과 육(肉)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부모님

기대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로 인하여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자기 자신과 몸을 잘 온전히 관리하고 개발함으로써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관리와 신체적 관리, 영적관리가 필요하다.
특별히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있다. 자신의삶이란포기하고버리는것이아니라끝까지삶을간직하다가
이땅에보내주신주님의품안으로가는것이마지막으로인간이하여야할사명이다.
자신을의로운사람으로가꾸어가는것은아름다운일이다. 자신을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기본을 세우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되어져야 한다.

6) 국(國)-나라사랑을 들 수 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뜻에서 보면 국가는 나 자신보다 우선한다.
국가가 있기에 부모가 이 땅위에 태어나셨으며 그리고 역사와 문화 속에서
나를 이 땅위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국가존립의 위대함을 생각하게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국가(國家)가 없는 슬픔도 경험했듯이 나라가 없으면

86  유관순 연구 제23호

나의 존재감도 희미해진다. 나의 존재는 나를 보호하는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번영과 국가의 번영은 함께 가야
할운명공동체로여겨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보면효는나라를사랑하는마음의
발로(發路)인 것이다(김종두, 2014).
나라사랑은국민의4대의무(국방, 교육, 납세, 근로)를잘지키는것이고,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형성된 혈(血)세를 헛된 곳에 사용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공정한
분배를 통하여 잘 사용 하는 것도 나라사랑이다.
우리민족은 역사적으로 ‘충효일신(忠孝一身)’, ‘충효일본(忠孝一本)’이라
하여
일찍이 효(孝)와 충(忠)은 함께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7) 생(生)-생명존중과 자연을 사랑하며 환경을 보호한다.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해주는 자연환경을지켜나가는것이다. 창조주는자연과인간을 같은재료와
같은목적을위해이세상에창조함으로써자연의일부로삼으시고, 지으신세계를
가꾸게 하셨다.
자연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고 창조주의 소유인 것이다. 자연은 우리들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었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
파괴와 자연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각종 희귀성 질병과 생태계 파괴로 생명을
위협하고있음을보게된다. 우리삶의터전인지구촌을아름답게보전하고가꾸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자연은 인간에게 정의와 의무감의 지표(指標)를 줌으로써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고 사명이다. 즉 자연 사랑도 가족 사랑의 확대된
이타적 효의 가치에서 발현한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3․1 운동은 한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포악한 총칼 앞에서 맨손으로 자유와

독립을부르짖는용기있는민족, 강력한지도부가없어도공동체의이상과공동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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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단결하며 협력하는 국민, 항일과 독립이라는 당면한
목적을 위하면서도 적의와 증오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폭력에 호소하려는 충동을
자제하였으며, 고도로 절제된 가운데 오히려 모든 적의를 버리고 상생하고자하는
길을 제시하며, 인류사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민족 운동을 이루어냈다(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15).
이와 같은 3․1 운동은 민족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 속에서 한국민족의
위대한 문명의 지평을 열어가는 정신문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민족의
위대함은 사회정의(社會正義)가 살아있고, 개인은 양심(良心)이 살아있어 생명감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3․1 운동의 독립선언서가 추구한 자유와 비폭력평화주의 인도주의(人道主義),

민주주의(民主主義)이다. 특별히 삼일독립선언서의 전체정신은 첫째, 한민족의
독립정신 및 그 유래를 철두철미 민족 고유의 양심과 기능에서 발동하도록 하고,
둘째, 한국인의독립운동은결코배타심특히단순한배일정신에서온것이아니라
민족의 생존발전상 당연한 지위를 요구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셋째, 한국인의
독립운동은 한국인 독자의 이기적인 동기에서가 아니고 동양 전체의 평화 및
세계역사의추세에비추어불가분한것으로타당성이있다는것을주장할것이며,
넷째, 한국인의 독립운동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그 목적을 완수하기까지
어디까지나 지속할 성질이라는 것을 명백히 할 것 등이었다(다음백과).
더욱이 이 선언서의 내용은 근대의 서구사상인 자유(自由)ㆍ평등(平等)ㆍ인간의
보편적권리사상을반영하여우리민족은오천년의유구한역사와전통을이어온
문화민족임을 강조하면서 일본의 침략에 대결하여 정의(正義)와 인도(仁道)에
입각하여 민족의 자유ㆍ독립ㆍ평등을 요구한 것이었으며 나아가서 한국의
독립(獨立)은 동양의 평화, 세계의 평화, 인류의 행복의 복지(福祉)지향적인 시대의
몸부림이었다.
역사속에는그시대를대변하는지도자를볼수있다. 우리는유관순의리더자의
자질(資質)과 사회적 소통능력을 잠시 생각해 보며 글을 마무리 하려고 한다.
리더쉽은“일정한상황에서사회구성원들이목표를달성할 수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과정이며, 그영향력은사람을변화시키고새롭게하는힘을주고분발고취
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김성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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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의자주독립에대한사명감, 시대적상황인식, 조국(祖國)독립의적극성을
실현하기위하여여성의몸으로시대의책임을다하였으며, 사회적공감을현실로
이끌어내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다.
영국의 도덕학파 샤프츠베리(1671-1713)는 정의로운 인간은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있어서나 내세의 있어서의 행복추구에 매이지 않고 영혼자체의 완전과
사물의 총체적인 질서와의 조화(調和)에 있는 것이며, 인간의 양심(良心)은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도 양심에 화인 맞아 일본제국에 나라를 팔아먹으려
매국(賣國)하기에 급급한 사람도 많이 있었으나 젊은 피를 이 땅에 뿌려 국가를
지키겠다는 의병(義兵)들도 많이 있었다.
유관순 열사는 효 사상으로 부터 출발되어 국가를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발전되었으며, 인류보편적가치인자유․평등․정의의복지사상을만방에드러낸
인물이다. 우리는 이러한 숭고(崇古)한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효(孝)는 인류가 지켜야할 마지막 남은 양심(良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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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1년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AI(Artificial Intelligence)’에 출연한 소년

데이비드는감정을가진최초의인공지능로봇이다. 이영화는데이비드가딥러닝을
통해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엄마의 사랑을 찾아 떠나는 미래 모습을
그리고있다(곽노필, 2013.8.29.). 이런영화적상상력이불과20년도채안돼가까운
미래로성큼다가왔다. 인공지능, 딥러닝, 지능정보기술, 로봇등혁신기술이더해진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시대가

본격화되면 단순 반복 업무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도 인공지능(AI)
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 인간의 일자리에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이 예측된다
(WEF, 2016a).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남성에 비해 열악한 고용상황에 있는 여성에게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김영옥(2001), 김영옥․한경희(2001),
김정민(2016),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5), 이경남(2014),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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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urofound(2015), European Commission(2013), IPEDS(2014),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05~2015) 등의 연구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엔

여성인력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 변화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불리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라는 세계경제포럼 보고서를 주의 깊게 분석해야 하는
이유이다(연합뉴스, 2016.1.19.).
세계경제포럼(WEF, 2016b)은 ‘산업계 성 격차 보고서(WEF's Global Gender Gap
Report)’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자동화와 소비자와의 생산자 직거래 등으로

인해 오는 2020년까지 51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52%는 남성
근로자에게, 48%는 여성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의
남녀 간 성 격차를 고려할 때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자동화등으로가장영향을많이받는직업군은상대적으로여성진출이
많은 사무직과 행정직이지만 여성 진출이 적은 컴퓨터, 수학, 건축, 공학 분야
직업군은자동화등의영향을덜받는다고설명했다. 또한보고서는앞으로직업을
많이 창출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등 여성 진출이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 1명이 이 분야에서 직업을 얻을 때 다른 분야에서 여성 20명이
실직하는 반면 남성은 1명이 이 분야에 진출할 때 다른 분야에서 4명이 직업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에너지와 사회기반시설 등 기초산업,
보건 등의 3개 분야에서는 현재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오는 2022년까지
여성 중간 관리층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 산업계를
놓고 볼 때 여성은 현재 중간 관리층의 25%, 고위 관리층의 15%, 최고경영책임자
(CEO) 급이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고용환경 변화에 여성들이 적극적이고 용기
있게대응할 수있도록기회를 제공하고기반을조성할 필요가있다. 특히, 여성의
공감과 의사소통능력 등이 융․복합과 창조력을 중시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잠재력으로꼽히기때문에적극적으로여성리더의여성리더십을극대화해
활용해야한다(정현백, 2017). 4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한창의융합여성인재육성에
힘쓰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동력이될여성의경쟁력을국가경쟁력으로직결시키면서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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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비유되는 인공지능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풍부한 감수성과 소통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여성인재의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무선통신 등 융․복합서비스
분야에서 위미노믹스(Women+Economics 합성어, 여성의 경제활동) 열풍이 일고
있지만, 아직국내여성인재의참여비율은낮은편이기때문에이에대한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WEF, 2016a).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소싱과 유연한 업무 환경의
단기 노동 방식인 ‘긱 경제(Gig-Economy)’1)가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여성에게 적합한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여성 기업인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성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걸음마 수준에 있는 여성 기업인의 수출
활성화 지원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2015년 기준 전체 수출액 가운데 여성
기업인 비중이 1.1% 수준에 불과한 것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지역과 품목별 해외
바이어 리스트를 여성 기업인들에 제공하는 한편,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여성
기업인들의 제품을 두루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한무경, 2017.1.12.).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성을 여성의 감수성에서 찾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창의성 분야의 대가로 꼽히는 미국
교육심리학자 엘리스 폴 토랜스(Ellis Paul Torrance)는 여성적 덕목으로 여겨지는
감수성(sensitivity)과 남성적 가치로 간주되는 독립성(independence)이 균형 있게
발달될 때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민무숙, 2017.11.12.)처럼
창의융합인재 가능성이 높은 여성 리더의 여성리더십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각될 여성 리더의 여성리더십을 극대화하고
활용할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떻게 여성 리더의
여성리더십을 극대화해야 하는 지 필요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1) ‘긱 경제’란 산업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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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여성리더십의 관계연구에서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여성

리더의 여성리더십 극대화 정책과 전략 연구에 대한 고찰까지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여성 리더의여성리더십극대화를 위한정책과전략을 분석함으로써새로운
방향의 여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이해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전개과정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제조 4.0)에서 출발하였다.

메르켈 정부가 2011년 발표한 ‘하이테크 비전 2020’에서 ICT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전략인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제시했다. 이후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BMWi)
2015년 4월 “Industrie 4.0 und Digitale Wirtschaft(인더스트리 4.0고 디지털경제)”의

발간 등을 통해서 인더스트리 4.0의 세부전략을 개발하였다(KIAT, 2016). 이와
같이독일은 대부분의공장이해외로 이전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숙련공들은
감소되나 기술을 전수받을 젊은이들이 많지 않고, 미국의 ICT 기업들이 급성장
하면서 자국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의 미래
(산업협회, 정부, 노조의 합의기구)가 주최가 되어 2011년부터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한 것이다(김성혁, 2017). OECD(2017)에서는 생산공장을 넘어서 제조업 전체에
이러한 실험을 확대하는 차세대 제조혁명을 제기하였고, 2016년 세계경제포럼
(다보스)에서는이러한변화를제조업뿐만아니라금융, 의료, 물류등전체산업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면서 이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였다(최동석, 2016; WEF,
2016a).

특히,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 열린 제46차 세계경제포럼
(WEF) 연차 총회의 주제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에서 이슈화 되면서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다. 클라우스 슈밥(2016)은 4차

산업혁명이세계적으로소득수준을향상시키고삶의질을개선할잠재력을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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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예측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파고 대국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하였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사물과 인터넷,
인공지능이 연결된 초지능화된 시스템을 뜻하는데(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2016),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 시대를
말한다.
즉, 4차 산업혁명이란 기존의 제조업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 새로운 혁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명을 의미한다. 사물과 사물,
사물과사람이연결되고이를통해파생되는빅데이터분석을통해새로운가치를
창출해 낸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과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파괴적변화를 가져와 현실의 물리시스템을사이버시스템
으로 전환시켜서 모의실험을 통해 최적의 상태를 추출하고, 사이버세계의 디지털
기술을 현실(물리)세계에 적용하는 것이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
시스템과 물리시스템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 기술이 인류에게 주는 함의는
물리시스템이사이버시스템처럼움직이도록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적명령이나
명시적 개입 없이도 부품들과 기계․설비들이 스스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최동석, 2016).
예를 들면, 인간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하면, IoT가 전반적인 교통상황을
빅데이터로수집하여클라우드서버에저장한다. 이를사이버세계에서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최적화된 운행경로를 알려준다. 이에 따라 현실세계인 도로에서 자율
주행이 실행된다. 이럴 경우 네비게이션 안의 최적화된 사이버 세계와 사람이
이동하는 물리적 공간(현실 도로)이 일치하게 된다.

2) 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산업혁명을 4단계로 구분하였다. 1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증기기관이 발명되어 기차와 방적기가 등장하였다. 최초로 말과 사람의
힘을 기계로 대체한 것이다.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전기가 발명되어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3차 산업혁명 시기는 정보혁명으로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이 출현하여 공장이 자동화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기는 기계와
제품이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연결되는 초지능, 초연결 사회이다. 이는 202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클라우스 슈밥,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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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데이터양은2년마다2배로증가하고있어10년이면32배가된다. 컴퓨터의
데이터 저장용량과 CPU의 처리속도는 지수함수적으로 진화하였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빅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개인 컴퓨터와
연결시켜어디서든사용할수있다. 이러한기술환경의변화는과거4차산업혁명의
원리가 이론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현실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김성혁, 2017; 클라우드 슈밥, 2017). 그 대표적인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래창조과학부, 2015; 이택수, 2017).

첫째, 인공지능(AI)은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고도의 판단(연산)과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복잡한 함수
알고리즘으로 기계학습, 딥러닝 기법을 사용한다. 인공지능은 음성 인식(시리),
사람 얼굴 인식, 알파고(바둑), 인공지능의사 왓슨(암 진단), 통역과 번역(구글),
페이스북(이용자의 패턴 파악), 제조공정의 품질검사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둘째, 사물인터넷(Intenet of Thing)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고 인터넷과 연결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말한다. 최근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 작업장, 수송기기, 도로, 건물, 가전제품 등에 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셋째, 빅데이터(Big Data)는 기존 데이터에 비해 규모가 크고, 복잡다양하며,
생성․처리 속도가 빨라 새로운 관리 및 분석방법이 요구되는 데이터이며, 이에
더해 데이터의 활용․분석 결과가 유의미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말한다.
위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인간의 모든 활동과 모든 생각이 사물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실시간 빅 데이터로 수집되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사이버공간에서

인공지능으로 분석되어 과학적인 예측과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Ⅲ.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여성리더십의 관계분석
1. 4차 산업혁명시대와 여성리더십의 요청
2016년 1월 20일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

선언이 있은 이후 2017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Respo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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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sponsible Leadership)’이었다. 1년이 지나 개최된 2017년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리더십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충격과 관심 때문이다. 2017년도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공유경제와
온디맨드 산업의 발전을 예상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의
국가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시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대안으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 핵심 의제로 선정된 것이다.
2017년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의 연장에서 리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고민하고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미래지향적정책과제도를구축하는데리더의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2016년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주요 분야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보틱스, 나노기술, 3D 프린팅, 유전학, 생명공학을 제시
했는데, 2017년 다보스 포럼은 리더십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14가지
시스템 의제를 제시했다. 그 중에서 여성리더십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면 법과
제도의 정비 또는 신설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대책 중에서 본 연구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의 종말에 따른 새로운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운철, 2017). 현재 많은 교육 시스템과 노동시장 체계가 2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설계된것들이다. 겨우정보기술의시대에적응하려고하는데이미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융합, 연결, 지능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소통하는 IoT는 엄청난 빅데이터를 생산해 낸다. 이를
자양분으로스스로사고하는AI는더욱발전하게된다. 빅데이터를기반으로정확한
진단을하는AI 의사‘왓슨’이좋은사례다. 그러나사물을연결해서유용한정보를
선택하고활용하는 창의성은여전히사람의 영역이다. 또한과거 공급자중심으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던 마케팅 또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소비 대상을 스스로 결정한다.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는 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소비자의 반응을
더욱 빠르게 분석하는 역량이 중시된다. 이는 타고난 감수성과 소통 능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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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인재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여성의 강점이라는 점이다(장혜원, 2017).
한편, 4차 산업혁명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술 및 물리상의 제약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3D프
린터를 통해 생산 설비 없이도 원하는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와 드론을 활용한 배송은 유통의 시․공간 제약을 줄일 것이다. 과거의 대량
생산 인프라보다 아이디어와 창의성 기반의 1인 기업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산업혁명을성공리에리드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융합과 공감이다. 여성은

이 영역에 강점이 있다. 게다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제약을 안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 참여 동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김문선, 2017;
이영, 2016; 중소벤처기업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17; 한무경, 2017).
세계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영상전화인 스카이프와 디지털시민권으로 유명한
작은 정보기술(IT) 강국 에스토니아는 유치원부터 코딩을 의무 교육으로 지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재양성을추진하고 있다. 부모 또는 교사로서 여성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창의력 기반의 IT 교육에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IT 여성인력은출산과육아로인한경력단절을겪은후의재취업
장벽이 매우 두텁고 높은 현실에서 IT 분야의 공교육 투입을 통한 사회 기여와
경력 연결 모두를 얻을 수 있는 인력 자산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제도적 지원
또한 절실하다(장혜원, 2017).
4차산업혁명은우리눈앞에와있는불가피한변화다. 먼저준비하는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려 있다. IT 업계 여성인재를 포함한 많은 여성이 이러한 시대
흐름을관심있게지켜보고감성과기술, 사람의융합으로여성특유의공감능력을
발휘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되길 기대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2.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여성적 리더십의 특성
일반적으로 리더십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다. 지도자
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다루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시각과 관점에
따라다를뿐만아니라, 연구방법에대한선호도에따라리더십이다양하게정의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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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리더십의개념은리더자신에관련된변수들을중심으로
이루어진 특성이론과 리더의 행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리더와 비효율적인 리더를
구분하는행동이론, 리더와추종자에관련된변수들을포괄하고리더십발생상황을
중시하는 상황이론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2)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리더십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만큼 여성적 리더십의 특성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리더십과는 다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리더십’은 여성적
리더십의 특성과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여성이 리더로서 성공한 경우를
살펴보면, 리더로서 여성은 남성 리더와는 다른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리더십을 남성적 리더십과는 달리 여성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여성
리더들에게는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간적 신뢰 구축, 조직구성원의 가치인정, 정보와 권력공유, 도움요청,
충고와 비판의 수용, 사회적 조적의 차이 극복, 피드백 등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원칙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미지와 일관되게 행동하고 소신
있게 조직을 이끌어가는 특성이 있다는 점이다(김창원, 1995).

1) 공유하는 민주적 여성리더십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여성적 리더십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여성적 리더십은 현대조직의 비인간적 구조와 권력의 불공평한 분배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공유적 리더십(shared leadership)으로 이해 될 수 있다(Manz and Sims,
1989; Selmer, 1989). 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통을 위한 공유적 리더십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성적 리더십은 한사람에 의한 리더의 기능이 아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조직 구성원사이에유기적인 관계를중시하며, 각자가 리더로서의역할을
공유하는 리더십으로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2) Bass, B. M.(1990). Bass& Stogdill'sHandbook ofLeadership: Theory, Research, andManagerial Applications.
New
York: Free Press; Hersy, Paul, Kenneth H. Blanchard(1993). Managementof OrganizationBehavior: Utilizing
human resources(5th Ed.). Englewood Cliffs, N. J.: Printice Hall, 88-89; Graeff, C. L.(1994). Evolution of
Situational Leadership Theory: A Critical Review. Leadership Quarterly, 8(2), 153-170; Yukl, G. A.(1995).
Leadership in Organization (4th Ed.). Englewood Cliffs, N. J.: Printic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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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 주도적 여성리더십
또한 여성적 리더십은 변화 주도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설명할
수있다. 즉리더와조직구성원간의 관계를교환관계로가정하고 주로현상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는 달리, 변화 주도적
리더십은 리더와 추종자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동기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
가는상호관계를포함하는과정이라고보았다. 따라서변화주도적리더십은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만이 아닌 동료들 간이나 혹은
하위리더들 간의 영향력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Burns, 1978). 4차 산업혁명시대와
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는 변화 주도적 리더십 속에서 강조되는 여성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요구를 끌어올리고, 개인, 집단, 조직의 성과를 극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시도로 구체화된다는 의미이다(Bass, 1985).
더불어 거래적 리더십은 목적을 달성했을 때 보상을 주는 방법(contingent
recognition)과 문제가 있을 때만 개입하여 조정하는 방법(managing by exception)을

포함하는데, 여성리더들은문제가있을때개입하여조정하는방법을덜사용하고,
이와같은방법을사용할경우에도긍정적피드백을함께줌으로써부정적정서를
경감시키고자 노력하는 점에서 거래적 리더십보다는 변화 주도적 리더십이 더
유의미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Druskat, 1994). 변화 주도적 리더십에서 리더는
개인적 이해보다는 조직이익을 추구하고, 조직문화, 분위기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데,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조직원의 민주적인 참여와 권력의
분담화, 그리고 이를 통한 조직구성원의 평가와 만족감을 증대시키는데 여성이
남성보다긍정적으로평가된다는점에서변화주도적리더십을여성적리더십으로
설명하고 있다(Tracy and Hinkin, 1998).

3) 상호적 여성리더십
한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여성적 리더십은 상호적 리더십(interactive
leadership)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즉, 조직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구성원들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의 자기가치를
높이고자 하며, 집단의 과제수행 못지않게 성원들의 복지와 안녕을 중시하는
점(김양희, 2000; 2006 등)에서 상호작용적 여성리더십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리더십이라고 유형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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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통에 보다 능동적인 유연한 여성리더십
사회가 다양화, 복잡화, 민주화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람간의 관계 중심의
유연한리더십이 필요하다. 사람간의관계 중심의유연한리더십을 통해개방화된
소통으로 조직을 리드해서 활력을 불어넣으며, 창의 상상력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를자유롭게제안할수있게하는등‘사람간의관계중심경영’을실천하는
리더십이야말로 새로운 가치 창조로 생존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이는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 바로 구성원과의 소통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유미화, 2017).
권력이나 통제 성격이 강한 ‘결재자’ 같은 리더가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리더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속된 소통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도전하고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먼저 움직여서 모범이 될 수 있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 이런 모습이야 말로
급속한 변화가 소용돌이치는 바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과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의 키워드이다(권영수, 2017). 이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리더십이 여성리더십인데, 소통에 보다 능동적인 여성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적 이유이다.
기존의 연구결과(김양희, 2000, 2006; 박통희, 2004; 신동엽, 2012.11.2.; 최상덕
외, 2011)에 따르면 여성리더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1세기 창조사회의 모든
국가에 중요한데, 그것은 창조적 혁신이 경쟁의 규칙인 21세기 시대정신과 부합
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역사발전을 주도할 창조적 혁신은 다양한
가치관과 아이디어, 지식, 기술,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협력할 때 창출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창조적 혁신은 바로 여성적 가치가 중심이 된 조직이나
사회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신동엽, 2012).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여성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역할을 공유하며, 민주적․참여적이며, 변혁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설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고정관념에 의해
배척되었던 여성적 특질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위를 점하며 리더십의 본질로
생각되어지던남성의 명령, 통제방식보다 우수하며조직을더 효율적으로이끌고
있다는 점(Rosener, 1995)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여성적 리더십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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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산업혁명시대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여성리더십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고 핵심적인 여성을 리더의
지위로 끌어올리고 있다.3) 이는 급변하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성
리더의급부상은여성인력활용의문제를인적자원관리의핵심문제로까지만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조직운영에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있어서여성적인특성이중요한요소로주목받기시작함에따라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여성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여성의특성과여성적가치가4차산업혁명시대의소위소프트화, 자동화,
효율화된 사회 환경과 맞아 떨어지면서 새롭게 부각되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 등의 자동화에 따른 직업과 직무 환경의 변화에 의해 여성 일자리가
급감할것이라는 예측 때문에라도 여성 리더의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관행적 차별의 문제,
즉 소위 유리천장(glass ceiling)과 유리벽(glass walls)이라고 불리우는 성별간의 관행적
차별(Loden, 1985)뿐만아니라이제는인공지능등으로대체되는여성일자리문제를
가장 먼저 심각하게 고려할 사람은 같은 입장의 여성 리더라는 점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 여성리더의 진출 확대로 과거
남성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그동안 등한시되어온 여성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발상의 전환은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여성적 가치를 특성으로 하는 여성적 리더십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특성과 여성적 가치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적합한여성의역할변화와여성경쟁력의확대, 여성일자리창출,
그리고 여성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여성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으로써 제시되고 있는 여성리더십을 본

연구는 먼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여성의 특징, 사회적 역할, 문화를 새로운 틀로
3)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추이를 보면 1992년(2.0%), 1996년 (4.0%), 2000년(7.0%), 2004년(13%), 2008년
(13.7%), 2012년(15.7%), 2014년(16.3%), 2015년(16.3), 2016년(17.0%), 2017년(17.0%)로 아직 절대적인
비율은 낮지만,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통계청, 199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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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고자 한 것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여성의
입장에서고려할수있다는점에서급격하게변화하는4차산업혁명시대의환경에
적합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여성리더십에 대한 관심은 여성중심의 가치
체계와 이를 반영하는 질서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남성주의적 리더십은 여성의
기본적인 생리적 특성이나 사회적 역할과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자질을
과소평가하고있다는문제의식에서벗어날수있고, 더나아가여성리더십은여성이
더욱더 고정적인 성역할에서 벗어나 독립된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3D프린터, 드론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집약적사용과같은변화하는환경이새로운리더십의형태를요구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융․복합화에 따른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문제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또 유연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접근을요구하고있다(이연선, 2017). 적합한자질을가진지도자들과관리자들을
확보하는문제는국가경쟁력과도직접적으로관련된문제가되기때문이다. 세계적
차원에걸친급격한변화와이에따른불안정성, 그리고상호작용의증대는새로운
상황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모든
계층을포함하며그역할또한각기다른것이어서전통적인리더십으로는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게 된다. 과거 리더십이 일부 남성들의 전유물
이었다면, 새로운리더십은여성의리더십에도관심을가지게되었다. 즉전통적인
리더십은 강한 통제 속에서 제한과 규제를 통해 명령하달에 의존하며, 분명한
서열 체계 속에서 엄격한 규율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리더의 권위가 리더십의
초점이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변화하는환경에보다효율적인리더십은권위를
넘어서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여성리더십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하는 이유이다.

Ⅳ.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여성리더십 극대화 정책 및 전략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그동안 남성주의적 패러다임 속에서 주목받지 못한

여성주의적 패러다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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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일시적으로는 여성의 일자리를 급감시킬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성들
에게보다많은사회참여와이를통한여성의지위향상이이루어질것이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시대가 여성인적자원의 육성 및 여성리더십의 개발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성의 광범위한 사회 참여를 저해하였던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시대를위한여성리더의배출을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여성리더십을 극대화시킬 정책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여성리더십 극대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여성리더십 극대화를 위한 정책
1) 여성리더십을신장시킬수있는남성중심적조직구조및근로형태변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일․가족 양립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여성 참여에 대한

조직 내 의식 개선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국립여성교육
센터는교육부산하기관으로 1977년에출범해성평등및여성리더십관련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 훈련, 연구 및 정보 제공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한국의
여성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도 협약 체결을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1991년 육아․가정휴직법 제정, 1999년 양성평등기본법,
2001년 가정폭력법, 2016년 여성의 직업생활에서 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 등이

제정됐다. 이러한 노력에도불구하고맞벌이 가구가증가하는추세 속에서여성은
사무직 직종에만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인간개발지수에서 20위를 차지했음에도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11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는 여성의
정치와경제부문에서남녀간큰격차가존재하기때문이다. 특히30~40대여성의
노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동등한 학력에도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저조하며,
정규직에 고용되더라도 승진 기회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의 입사자
커리어 추적 결과 남녀 스펙이 비슷함에도 자기 평가시 여성은 남성보다 리더십
기술이 낮다고 답변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적 근무 형태로 시간제, 단시간
근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와타나베 미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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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일하는여성을위한질좋은보육서비스, 일․가정양립제도이용분위기
확산등여성리더십을신장시킬수있는산적한과제를해결하기위한최선의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기업과 사회의 출산과 양육,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바뀌어야만한다는의미이다. 또한기업은직원들의출산과육아를배려해야
하고, 눈치보지않고육아휴직을사용하고가족과함께할수있는일터가되도록
경영자가 나서야 한다. 동시에 남성들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일상화돼야한다. 남성중심적구조와근로형태의변화, 그리고일․가정양립
문화를정착시키고이를뒷받침하는제도와정책을수립하는노력을지속해야한다.

2) 글로벌여성리더가많이탄생할수있도록뒷받침할수있는여성정책의
수립
글로벌 여성 리더가 조직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정과 육아, 경제적 이유,
그리고 특히 보이지 않는 사회적 차별과 냉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조직 생활을
중단하거나좌절하게되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이런분위기가취업단계에서부터
여성들을 위축시키고, 조직 내의 성비 불균형은 다시금 성비 불균형을 촉진하는
악성피드백으로작용한다. 여성들이취업단계에서부터뛰어난글로벌여성리더로
성장해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많이
수립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통해 성공한 여성리더가 많이 나오면 사회적으로도
글로벌 여성리더에 대한 관심과 여성리더들을 응원하고 독려하는 긍정적 변화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근래들어여러기관과기업이연계한여성리더지원프로그램과정부의정책이
늘고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 글로벌 여성 리더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여성 리더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성장과정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후배 글로벌 여성 리더에게 동기와 용기를 주고, 이들을 실제로 꾸준히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정책도 좀 더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 의학을 포함한 과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높은 유리 천장이 글로벌 여성 리더들 머리 위에
드리워져있다(유남경, 2017). 여성리더들이능력을마음껏펼치면서즐겁게배우고
연구하고조직에헌신해성과를내는것은곧급변하는4차산업혁명시대의국가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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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별 특성에 맞게 여성인력 할당 정책 수립
대부분의 조직에서 여성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은 성별이나 학력 등의 경계를
허물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대표 인재를 영입해 내부적으로 그 비율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단순히 채용 확대 목표가 아닌 더 많은 여성을 임원급으로
끌어 올리고 다양한 역할을 분배하기 위한 전략이 세분화 돼있다. 우선 부처별
세부조직별로 여성인력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여성인력 할당정책 수립을 위한
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업 조직의 여성인력 목표치가
25%라면, 3년간 어떻게 여성 영업을 이끌어 가고 몇 명의 여성 인력을 더 뽑아야

하는지 숫자를 산정해 사업부에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각 기관이나 기업의 채용
팀에서 여성 인력 할당 정책계획을 잘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조직 내 여성 인력의 네트워크를 극대화해 개인의 자기계발은 물론, 업무
성과에 기여하는 제도도 활성화해야 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각자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자신이 속한 조직 내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을 활용해 사내 여성 임원과 여성 사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커리어를안정적으로이어나갈수 있도록 독려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브라운백’ 미팅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저녁 시간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못한 여직원들을위해점심시간에 진행하는것이다. 아울러 여성임원과
여성 사원들을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병행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여직원의 약 30%는 멘토나 멘티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정미나, 2013).

2. 여성리더십 극대화를 위한 전략
1) 여성리더십 신장과 역량 강화
4차산업혁명시대에인류의지속가능한발전과평화와번영을위해여성리더십

신장과역량 강화는매우중요한 요인이며, 이를위해 여성의경제․사회․정치적
참여를 위한 교육훈련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여성리더십을 극대화 할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해서는 온전한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리더십은 세계 평화,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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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기여했다. 이에 여성리더십 신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권익 보장 및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여성이 자기
삶의 통제력을 갖고 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 때 가능하다. 또한 여성 대상
폭력을근절하여이에따른경제적비용을점차줄여나가사회의부정적인요인들을
없애야한다. 여성차별법철폐를통해구조와제도변화를이끌어내야한다(멜리사
알바라도, 2017).

2) 여성리더십을 빛나게 하는 다양한 직무 개발
위에서여성리더십이팀응집력과상호규범에미치는상호영향을평가함으로써
여성 리더십의 강점을 부각시켰는데, 조직 내 업무 기능이 다양했을 때, 즉 많은
직원들이 다양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리더가 여성이면 팀의 응집력이 더
높아진다는것이다. 또한팀인원수가많고지역적으로흩어져있을때여성리더십이
팀원들 간의 협력적 학습과 참여적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리더하에서 팀원들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Post,
2015).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여성과 남성 간의 선천적인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여성은남성보다정서적인공감능력이뛰어나고타인과의관계를중요시한다.
이러한 특성은 분명히 여성이 리더가 됐을 때 팀의 구성원들이 화합과 융합을
추구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는것이다. 소통, 협력, 화합같은요소가중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조직에서는여성리더십이 큰강점이 될수 있다(김문선, 2017).

따라서 소통과 협력, 협업 등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여성리더십이
중요해진다는 의미이다. 결국 조직마다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지만 모든 조직의
공통적인목표는지속가능한경영이다. 생존을하기위해서어떤방향을선택할지는
조직마다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조직은 업무 수행을 강조하는 반면 다른 조직은
분위기와화합을더욱강조할수있다. 많은기업들이업무수행과성과를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리더 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업무 수행만 강조하고
집단 내 과도한 경쟁을 추구하면 조직 구성원들 간 불화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화는 조직의 장기적인 생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조직 구성원들 간 협동과 응집력을 강조하면 단기적으로는 조직의 성과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생존에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포스트(Post, 2015)의 연구 결과는 여성이 팀의 리더로서 적합한지 아닌지 의구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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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 조직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여성이 리더가 되면 남성보다 그 조직의
응집력을 끌어올리며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데 유리하다. 특히 조직이
커지면서구성원의직무가다양해지고, 지역적으로흩어진조직이라면여성리더가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조직 사회에서 여성 근로자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여성 리더는 조직을 이끌기에 자질이 부족하다는 선입견 역시
남아 있다. 하지만 여성 리더의 강점을 충분히 고려해 조직에 적용한다면 여성
리더가 조직 내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고, 여성 리더에 대한 선입견도
깨질 수 있다. 다만 학계에서 여성리더십이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권과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여성리더십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3) 여성리더십 개인가치 극대화 전략 구축
변화와 혼란이 가중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현실적 상황에서 꾸준히 기업과
기관의 성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리더들의 개인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선진 우량 기업과 기관들의 여성 인적자원 개발
노력을 탐구하면서 벤치마킹하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영 환경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 여성 리더를 변화
추진자(change agent)로 활용하고 미래 기업과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여성
리더들의인적자원역량강화와개인가치의극대화전략의실태를파악할필요가
있다(정진철․장후석, 2003).
4차 산업혁명시대의 리더십은 ‘자율의 패러다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권위적인 전통적 사회통제 시스템이 개인의 창조성을 독려하고 자율적 참여를
극대화하려는 사람 중심의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변화와상황에따른새로운리더십은참여, 공유, 개방의리더십으로압축할
수 있는데, 이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지향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사회적
관계의 개념이 인터넷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여성리더십은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온․오프라인의 융합을 통한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며 사람 중심의 참여, 공유, 개방, 집단 지성을 지향하는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개인가치를 극대화 하는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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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을 통한 객관적 자아인식 증진 프로그램의 운영
자아인식능력이란자신의흥미, 적성, 인성등자아특성을객관적으로파악하고
자기정체감을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인은 자아인식에 기초하여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과 팀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아인식능력에대해 그리스의철학자소크라테스는 2천4백여년 전에 ‘너자신을
알라’고 진리를 갈파했으며, 중국의 손자 역시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
(百戰百勝)’이라 했다. 그만큼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기본이 되며 중요한

일이다.
결국 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 신념, 가정, 태도 등을 아는 것을 넘어서
이것들이 자신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아는 개념이다. 한 사람이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갖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며, 자신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이러한 노력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직업인으로서 여성의
자아인식이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어떤 분야에 흥미가 있고, 어떤
능력의 소유자이며,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자기를 지각하고 그 지각된 내용을 체계화시킴으로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가치있다고여기는동시에자신의한계를인식하고더성장해야되겠다는욕구를
가질 수 있어 자아정체감을 확고히 하게 된다. 직업인으로서 여성의 자아인식은
조직생활에서 자신의 요구를 파악하고 자신의 능력 및 기술을 이해하여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는 것으로개인과 팀의 성과를 높이는데필수적으로 요구된다(Bagby,
1957).

이와같은자아인식은미국의심리학자조셉루프트(Joseph Luft)와해리잉햄(Harry
Ingham)에 의해 만들어진 ‘조해리의 창(Johari's Window of Mind)’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두 가지 관점을 통해 파악해 보는 자기인식
또는 자기 이해의 모델이다. 조해리의 창을 통해 보면 자신을 공개된 자아, 눈먼
자아, 숨겨진자아, 아무도모르는자아로나누어볼수있다(박기순, 1998; 백현기․
하태현, 2016). 이처럼 보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나의
모습 외에 다른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세버린․탠카드, 2004; 어빙
고프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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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양
4차 산업혁명시대는 융․복합화로 인하여 협업 등의 소통이 중시됨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능력이중시되는시대가되었다. 그래서커뮤니케이션능력은리더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갖추어야할 중요한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커뮤니케이션능력은회사가요구하는최고의자질로평가받고있다. 동료나
다른사람과어떻게커뮤니케이션을하는가가업무능력의전문성보다도더중요한
요건으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스피치버그(Spitzberg)와 쿠파치(Cupach)(1984)는
커뮤니케이션능력은 사회활동의질을가늠하는 척도이자, 한개인이 주도적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요소라고 주장한다.
결국 여성 리더의 여성리더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커뮤니
케이션 능력을 중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전략적으로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스피치, 즉 말하기가 곧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커뮤니
케이션은 상대와의 공감을 말하는데 비해, 말하기는 대개의 경우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말하기의 방법론에 가깝기 때문이다. 가령 최근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스피치 교육은 단지 대중 앞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교육일
뿐, 대인관계에서의커뮤니케이션능력을가르치는것은아니다. 공적공간에서의
말하기 같은 스피치 능력은 훈련을 통해 단기간에 발전될 수 있겠지만, 인간과
인간의관계를 매개로 한 대인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계발에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커뮤니케이션능력을고양시키기위해서상대와의미를공유하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절한 전략을
수행하는 능력을 고양시킨다는 의미이다(Littlejohn and Jabusch,1982). 또한 유연한
태도로상황에맞추어상대에대응하거나적절하면서도효율적으로상호작용할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있다(Spitsberg and Cupach, 1984). 결국, 대중 앞에서 조직이나
기관의경영정책이나영업, 마케팅에대해대외적으로효과적으로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고양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3. 여성리더십 극대화를 위한 고려사항
여성이 여러 가지 장벽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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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리더십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제시했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
모두가수행해야할각자의역할을충실하게해야성공할수있다는것을인식해야
한다. 이에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여성 리더의 여성리더십을 극대화 할
정책개발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전반에서 여성의 참여와 지속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산업사회의
가부장적인선입견의타파와인식의대전환이필요하다. 두번째로는새롭게등장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3D프린터, 무인자율주행차 등 정보통신기술
(ICT)에 여성의 접근기회를 확대하여 과학 기술에 소외된 전통적인 여성상을

극복하여야한다. 셋째로는여성의경제활동 분야가노동강도가 낮고가사노동과
병행이 가능한 분야에 치중함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육체노동보다는 기술과 지식이 선행되어지는
창의적인 분야에서의 여성의 능력이 보다 잘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문성이야 말로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따른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일상화되어온 남녀 차별의
사회적, 제도적, 법적, 문화적 문제들에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성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문성은 경험, 교육,
훈련에의해얻어지는것으로써여성들에게직무수행과정에서필요한지식, 방법,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내재되어 있는 리더적
역할을 주어진 상황을 매개로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리더로써의

자질과경험이부족한여성들에게가장중요한것은여성이자신에대한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리더로서 양성될 수 있는 교육체제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도끊임없는자기계발과훈련을통해여러상황에리더로서의역할을인지할
수있는객관적자아인식을증진해야한다. 즉여성에게리더십교육훈련을강화하고
기회를제공하여여성에게필요한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정부와기업은여성의
특수성과 관련된 여성인력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며, 능력 있는
창의융합여성인재들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리더십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전통적인남성중심의사회에서여성리더에게강요되었던소위슈퍼우먼, 여장부형
리더십의 시대는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김문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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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2016; 중소벤처기업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17; 한무경, 2017).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여성 리더의 여성리더십의 극대화를 위해 고려할

사항은 첫째, 여성의 자기계발의지의 확대와 자기변화시도, 즉 자아인식의 증진이
우선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여성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정보통신기술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여성들 자신도 주어진 책임감에
부응하는 자기계발에 정진해야 한다. 둘째, 여성리더십이 지닌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요처를 발굴해 주는 사회적 여건의 성숙 및
정책적지원이지속되어야한다. 기존의남성중심의기업문화의변화와여성리더를
바라보는 남성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이 사회적 장벽을 넘어 여성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법적 배려가 요청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탁아시설의 확충, 모성보호
정책의 심화발전, 남녀고용평등정책의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리더십의 구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정책과
전략, 프로그램이 구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에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갖도록 이를 위한 교육․훈련을 통한 여성리더십의 개발과
여성 의식화, 조직화, 세력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여성리더십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여성리더십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교육과정과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한다. 체계적인여성리더십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양한 교육 및 훈련코스를 제공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워크샵, 세미나,
자문회의를통해지속적인여성리더십교육을위한장기적인정책과전략이필요한
시점이다.

V. 결론
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이 자원이 되는 시대로 과거

어느 시대보다 여성들에게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고, 산업사회와는 달리 여성이
가지는특성이다양한분야에서높게평가되고있다. 그래서여성리더들의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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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경제적 시대 흐름과 무관치 않다. 사회적으론 소통이

화두가 되면서 감성이 풍부한 여성 리더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도 여성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산업혁명이후 대량생산으로
기업의효율성을높이는이른바‘규모의경제’를기반으로한전통산업에선통제․
카리스마적리더십이요구됐지만창의적이고협업을중시하는4차산업혁명시대의
정보통신기술(ICT)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소통 능력이 큰 장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신동열, 2013).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의 여성이 전통적 성 역할의 굴레와 한정적인 여성의
삶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크나큰 손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 사적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남성 위주의 지배적 틀을 재조정하고,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활발하게 펼칠 때이다. 특히, 여성 스스로 여성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가치관이 여성의 자아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커다란변화의흐름에서우리나라만예외일수없다.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를 산업구조 개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삼아야

함은 당연하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이 산업과 사회 각 부문에 잘
적용될 경우, 산업 전반의 생산성 증가는 물론 건강수명 증가, 환경문제 해소,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 등 우리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양극화,
해킹 등의 우려도 있지만, 이는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보보호산업 창출 등의 기회로 살릴 수도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책 마련 중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갈 여성 리더의
여성리더십을 극대화 할 정책과 전략에 대하여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구조적인문제점은여전히존재한다. 여성인력의질적수준의
고급화와다양화로남성의영역이라고여겨졌던부분의진출이활발함에도고학력
여성인력의양성이인력에대한수요가적은분야를중심으로집중적으로양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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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지만 여성의 가치와 능력이
새롭게 평가되면 여성의 능력과 효율성에 입각한 일자리 창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여성들의 일시적인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집중 직종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주로 수요로 하는
전문직으로 유연하게 전환시키는 실효성 있는 제도 및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저조한여성인력의활용을위한대책도마련되어야한다. 정부차원의여성리더십을
극대화 할 다각도의 정책적 개입과 프로그램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육아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여성의 일자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여성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지 말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여성적 가치와
여성리더십이남성적가치나남성리더십에대한단순보완의차원이아니라기존의
가치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여성적
혹은 남성적이기 이전에 인간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라는 고정된
성역할에서 벗어나 양성의 특징을 살린 리더십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나갈 여성 리더의 여성리더십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 수립에 대한 고민과 후속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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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여성 리더의 여성리더십 극대화 방안

이 웅 규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고용환경 변화에 여성들이 적극적이고 용기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여성 리더의
여성리더십 극대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논문, 정기간행물,
신문기사및잡지등을중심으로문헌고찰을실시하였다. 이를통해여성의공감과
의사소통능력 등이 융․복합과 창조력을 중시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잠재력으로 꼽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성리더십을 극대화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창의융합여성인재 육성에 힘쓰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기관 운영과 ‘고부가가치
직종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동력이 될 여성의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시키면서 한국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비유되는 인공지능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풍부한 감수성과 소통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여성인재의 확보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융․복합서비스 분야에서 위미노믹스(Women+Economics 합성어, 여성의 경제활동)
열풍이 일고 있지만, 아직 국내 여성인재의 참여 비율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소싱과 유연한 업무 환경의
단기 노동 방식인 ‘긱 경제(Gig-Economy)’가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여성에게 적합한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여성 기업인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성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업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더불어 걸음마 수준에 있는 여성 기업인의 수출
활성화 지원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2015년 기준 전체 수출액 가운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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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비중이 1.1% 수준에 불과한 것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지역과 품목별 해외
바이어 리스트를 여성 기업인들에 제공하는 한편,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여성
기업인들의 제품을 두루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여성 리더의 여성리더십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안한 정책과 전략은 다음과 같다. 주요 정책으로는 첫째, 여성리더십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남성중심적 조직 구조 및 근로형태 변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이다. 둘째, 글로벌 여성 리더가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여성정책의 수립이다. 셋째, 조직별 특성에 맞게 여성인력 할당
정책의 수립이다. 이와 더불어 제시된 전략으로는 첫째, 여성리더십 신장과
역량강화이다. 둘째, 여성리더십을빛나게하는다양한직무개발이다. 셋째, 리더십
개인가치의 극대화 전략 구축이다. 넷째, 진단을 통한 객관적 자아인식 증진
프로그램의 운영이다. 다섯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고양이다.
주제어: 창의융합여성인재, 4차 산업혁명시대, 극대화 방안, 여성리더십, 국가 경쟁력,
여성 리더, 정보통신기술, 의사소통능력, 전문 인력,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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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to Maximize of Female Leadership for Women
Leaders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ongkyu Lee
The 21st century is often called the Women’s Gener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o maximize and utilize female leadership which will
be newly
emerged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o this end, I will present necessary
policies and strategies to maximize female leadership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will start with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omen's leadership. Next, it is the policy and strategy study of the
maximization
of female leadership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particular, by analyzing policies and strategies for maximizing women’s
leadership,
we will provide a basis for developing new directions for women’s leadership.
Values,
sensitivity, sense of movement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women have come into
the
light, and what has been hidden in the past is now being reopen to the present
in a
different point of view. With the increase of women participating in the society, the
society’s
interest in feminine leadership is also rising.
In addition, the question of how we can efficiently bring up a feminine leader
has
come up.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been demanding for feminine leaders
in
various fields, but it is a fact that our society has not been dealing well with this
kind
of matter. We are at the point where we should be discussing the suitable feminine
leadership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llowing paper will be viewing the newly rising feminine leadership matter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do this, we will first take a look at what feminine
leadership is, why it has become an issue, and see how it is differentiated with
male leadership.
Also, there will be a good look over the policies and strategies in developing the
feminine
leadership to step toward the solution of developing the feminine leadership.
Key words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haracteristics of Women, Women Leader,
Female Leadership, Women Participation, Maximize, New Leadership,
Policy and Strategy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로 본 식민통치의 실상
-천안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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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Ⅱ.
Ⅲ.
Ⅳ.

머리말
3․1운동 이후의 일제의 식민정책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천안지역 일제감시대상 인물분석

Ⅰ. 머리말
독립운동가의 인적사항과 당시 활동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재소자
신분카드, 범죄인명부, 수형인명부, 당시의 기관지, 정보보고서, 신문자료 등이
활용된다. 국가기록원은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약 19,000여 건에 대한 원문정보,
번역문, 판결문해제, 사건개요등을보다쉽고편리하게찾아볼수있도록콘텐츠를
구축하였다.
국가기록원의 독립운동관련 판결물 콘텐츠는 죄명과 판결 내용 등을 근거로
설정하였다. 죄명으로는 치안유지법, 보안법, 조선임시보안령, 대정8년 제령 제7호,
육군형법, 해군형법, 내란, 불경죄, 출판법, 안녕질서에 관한 죄, 정치범 처벌규칙,
폭동 등과 관련한 기록물을 선정하였다. 또한 죄명이 아니더라도, 판결문에
‘독립운동’, ‘대한독립’, ‘가정부(假政府)’, ‘군자금 모집’ 등의 독립운동
관련 용어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선정하여 추출하였다.
* 선인역사문화연구소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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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소장 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정리 현황(2014년 현재)
구 분

판결문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명부

분량(건)

19,167

11,890

10,706

22,144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소장하고 있는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1)를 기초사료
DB 사이트인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통해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다.2) ｢일제감시

대상 인물카드｣는 치안본부(현재 경찰청)에서 보관해 오던 자료로 1980년대 말
역사 자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감시 대상이었던 인물
4,857명에 대한 신상카드(총 6,264건)이다. 가로 15cm, 세로 10cm 카드에 이름,

사진과 신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인물별로 사진을 붙이고 이명, 본적, 주소,
검거 시기 및 관서, 재판 정보 등을 기재하였다. 각 사진에는 ‘보존원판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로 미루어보면 실제로는 75,000매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일제 경찰에 검거․수배되거나 감시 받던 인물에

대해 일제 경찰(경기도 경찰부 추정)이 작성한 것이다. 3․1운동으로 민족의식이
고양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일제가 한국인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20년 무렵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관순․한용운․안창호
등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독립 인사들이 다수 들어 있어 이른바 ‘수형인명부’,
‘수형자카드’, ‘독립운동가 신상기록카드’ 등으로도 불려왔다.3)

본고에서는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로 본 일제의 식민통치의 실상을 파
해치고, 천안출신 일제감시 대상인물 18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천안지역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천안독립운동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1)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1991~1993년에 걸쳐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총 9권)이라는
제목으로 영인 간행된 바 있다.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가 문화재로 등록 예고되었다(문화재청,
2018년 8월 6일).
2)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3) 이애숙,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테이터베이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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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3․ 1운동 이후 일제의 식민정책
3․1운동으로 한민족의 전면적인 저항에 부딪힌 일제는 무단통치의 한계를

절실하게느꼈다. 이에일제는한민족의 저항을무마하고식민통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른바 ‘문화통치’로 불리는 식민통치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는 식민지 지배를 좀 더 강화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허구적 수사에
불과하였다. 일제는 무력통치를 완화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면서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동화정책을 한층 강력히 추진하는 동시에
민족 상층계급의 일부를 압박, 회유하여 민중과 분리시켜 친일화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지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출판․결사를 허용하였을
뿐이었다.
예를 들어, 3․1운동 이후 조선총독을 문관도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
하였다. 그러나 문관 총독은 한 번도 임명된 예가 없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식민
통치가 끝까지 군사적․폭력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무단통치의 상징이었던
헌병경찰제도가폐지되고보통경찰제도가채택되었지만그대신경찰수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25년 치안유지법이 제정되고 특고형사제도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독립운동에 대한 사복형사․밀정 등의 감시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지방의회제도를 실시하여도협의회․부협의회․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의원을
선거하였으나선거권은경제적상층부에있는한인을대상으로제한적으로시행된
것이며, 이들을 ‘유지층’이라 하면서 친일화시켜 식민통치의 안전판으로 활용하고
민족분열을 가속화하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이처럼일제의문화통치는일본제국주의의폭압적식민지지배의완화가아니라
3․1운동 이후 고양된 한민족의 항일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고 식민지 민족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이었다.
이와함께일제는한민족을일본천황에충실한‘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만들기
위해패망때까지민족말살정책으로일관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한인들에게1937년
10월에 제정된 ‘황국신민서사’를 일상생활 중에 외우도록 강제하고 일본 천황이

거주하는 궁성을 향해 절을 하도록 하는 ‘동방요배’를 강요하였다.
특히, 황국신민서사는 학교를 비롯하여 관공서, 은행, 회사, 공장, 상점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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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조회 때나 기타 회합에서 제창되었다. 이같은 황민화정책은 한국인의
정체성을부인하고한민족에게는커다란모멸감과고통을주었다. 그리고국체명징
(國體明徵)․내선일체(內鮮一體)․인고단련(忍苦鍛鍊)이라는 3대강령으로 자유

주의적 요소를 일소하고 전시체제에서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였다.
일제가 한국인을 황민화 하는데 특히 강조된 것은 일본어 상용정책이었다.
1937년 조선총독부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한인관리 및 지역의원에게는 일본어

상용이 강요되었다.
1939년 11월 10일 일제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

발포하여5개월안에한국인의성(姓)을버리고일본식씨명을새로만들어관청에
신고하도록 강요하였다. 창씨개명(創氏改名)은 한민족의 가계(家系)를 빼앗고
일본의가족제도를강요한것으로민족적정체성을말살하여일본의 2등국민으로
완전한 편입을 하고자 한 민족말살정책이었다.
한편일제는신사참배를강요하기위해1919년7월천조대신(天照大神), 명치대황
(明治大皇)을 제신(祭神)으로 하는 조선신사(1935년 조선신궁으로 개칭)를 설립한

바 있다. 1933년 이후에는 ‘농촌진흥운동’과 ‘심전개발운동’의 권장과 함께 1면
1신사제도 실시를 통해 전국적으로 건립하고 전국민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

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황국신민화’ 교육을 철저히 강요하였다. 1938년
3월 조선교육령을 개정하고 조선인과 일본인 구분없이 ‘내선공학(內鮮共學)’의

일원적 통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일본인과 똑같은 교육방침 아래 ‘황국신민
(皇國臣民)의 연성(鍊成)’을 진행시켰다.

한편 조선총독부는 조선어 말살에 이어 한국역사 말살에 나섰다. 1916년 1월
일제는 중추원 산하 조선반도사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1922년 12월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찬위원회로 개편하였다. 1925년 6월에는 일황칙령으로 조선사
편수회로다시명칭을바꾸어독립된관청으로격상시키고조직도확대개편하였다.
그리하여 1932년부터 1938년까지 단군조선의 역사를 부정하고 한민족은 일본과
가은 조상이라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만들어내었다. 그리고식민지역사관
으로써이른바정체성론과타율성론을의도적으로유포하였다. 정체성론은조선의
역사발전은 일본의 후지와라(藤原) 시대에 멈춰져 정체되어 있다는 주장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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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율성론은 한국의 역사발전은 스스로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조선사(朝鮮史)(37책),
조선사료총간(朝鮮史料叢刊)(20종), 조선사료집진(朝鮮史料集眞)(3책) 등이
간행되었다.
이러한 일제 동화정책은 3․1운동 이후에도 한 세대 간이나 지배가 계속되어
민족문화 보존과 발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었으나, 이는 오히려 한민족 역사, 언어,
문학, 철학, 종교 등 국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연구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4)

Ⅲ.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대일항쟁기에 활동한 인물들의 사진과 인적정보,

수형사실 등을 한 장의 카드에 기록한 일종의 개인 신상카드이다. 현재 국사편찬
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총 6,264매로 대상인물은
총 4,528명이다. 그중 한국인은 4,409명, 일본은 26명, 중국인은 5명이다.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는3․1운동이후요시찰인을감시하고수배하기위해

만든 카드이다. 일제는 3․1운동 이후 이른바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하고 소위 문화통치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를 보면
활동인물들의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를 제작하고 관리한 기관은 경찰당국으로 보인다.

일제는 3․1운동 이후 경찰기구를 중앙의 경무총감부를 경무국으로 개편하고,
지방에는 지방장관의 지휘를 받는 제3부(1921년 2월 경찰부로 개칭)를 설치하였다.
중앙의 경무국과 지방의 제3부(도경찰부)에는 고등경찰과를 두었다. 경무국
고등경찰과는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과 출판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방의
고등경찰과는 외국여권에 관한 사항까지도 담당하였다.
경무국 고등경찰과는 1926년 4월 경무국의 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되고, 담당
4)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이정은, 고양 독립운동사, 광복회
고양시지회, 2013, 284~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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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성격에 따라 보안과와 도서과로 이관되었다. 지방의 도경찰부 산하 고등
경찰과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고등경찰과’라는 부서는 중앙의 경무국과 지방의
도경찰부에 각각 설치되었다. 한편‘형사과’라는 부서는경기도경찰부에만있었다.
1922년 12월 9일 경기도경찰부에 신설된 형사과에서는 범인 수사에 관한 사무

일반과 그에 대한 연구업무를 분장하였다.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에 등장하는 고등경찰과와 형사과가 동시에 있는

관서는경기도경찰부뿐이다. 또한경무국고등경찰과는1926년4월이후존속하지
않지만고등과 수배용카드는그 이후에도지속적으로제작되었다. 더욱이소속한
도경찰부 명칭을 생략하고 단지 고등과, 형사과 등의 과명(課名)만 기재한 점으로
볼때 이 카드자료를 생산하고 관리한 기관은 경기도경찰부가 거의 확실하다.
3․1운동 이후 비밀결사단체와 사회운동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에

따라 국내운동의 중심지인 경성을 관할하던 경기도경찰부 고등경찰과 업무가
대폭 늘어났다. 경기도경찰부에 특별히 형사과를 신설한 이유는 고등경찰과 일부
업무를 형사과로 이관함으로써 고등경찰과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경기도경찰부 형사과는 고등경찰과보다 늦게 설치되었지만 수집한 사진자료의
범위와 분량은 급속도로 확대되어 1920년대 중후반에는 고등경찰과보다 방대
하였다. 당시언론보도에따르면경기도경찰부형사과에서수집한사진을활용하여
“범죄수사상 가장 유효한 자료인 사진카드”를 제작하였다. 신문기사 전문을

소개한다.5)
경기도경찰부형사과에서는벌써부터수집하던지문이완성되었으므로금번은이것을
더욱밀접한관계로범죄수사상가장유효한자료인사진카드와씨명표제작에착수하여
사진카드는 벌써 5천2백 수십매에 달하며, 씨명표는 육만 이천여 매에 달한다는데 사진
카드 중에 고등요시찰의 것도 2천여 매나 수집되어 범죄 발생과 동시에 씨명표와
사진카드로써촌시를 어기지 아니하고 전국에 일제히수배를 하게 되었으며, 또는 2천여
원을 들여서 구입한 사진기, 소부기(燒付機), 확대기 등은 놀랄만하게 정묘한 기계로서
소부(燒付)는 한 시간에 150매의 사진을 구어 낼 수가 있으며, 사진을 찍어서 구어가지고
확대하는 데 까지 불과 30분 밖에 걸리지 아니한다는바 이로써 전조선의 경찰망은 더욱
신속하게 되리라더라.
5) 조선일보, 1927년 5월 17일, ｢고등요시찰인 사진표 5천여 장, 한 시간에 1백여 장 구어 내온
정교한 사진기계 놓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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氏名 柳寬順年齡 光武6年 12月 11日, 明治35年 12月 11日指紋番號 87767|78768
身長 5尺■寸■分
特徵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예시-유관순 원본 및 번역본>

本籍
出生地
住所
身分
受刑 罪名
事項 刑名刑期
言渡年月日
刑ノ始期
言渡裁判所
執行監獄
出獄年月日及其事由
備考
歸住地 天安郡 東面 龍頭里 418 從兄
柳京錫方

忠淸南道 天安郡 東 龍頭
忠淸南道 天安郡 東 龍頭
忠淸南道 天安郡 東 龍頭
平民 職業 貞洞女子高等普通學校生徒
保安法違反 騷擾
懲役3年
大正8年 7月 4日
大正8年 7月 4日
京城覆審法院
西大門監獄
大正10年 1月 3日 滿期
前科
初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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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외 10인 판결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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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외 10인 판결문 번역문>
관리번호: CJA0000139 문서번호: 771433 성명: 조인원 외 10인 쪽번호: 324-344

위의11명에대한소요및보안법위반피고사건에대해대정8년5월9일공주지방
법원이 언도한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 11명으로부터 공소 신청이 있음에 따라
당 법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수야중공(水野重功)의 간여로 심리, 판결함이 다음과
같다.

주문
원판결 가운데 피고 조인원(趙仁元), 김상훈(金相訓), 유관순(柳寬順), 유중무
(柳重武), 김용이(金用伊), 조병호(趙炳鎬), 백정운(白正云), 조만형(趙萬衡), 박제석
(朴濟奭)에 대한 부분 및 피고 신씨(申氏)에 대한 유죄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조인원, 유관순, 유중무를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 김용이, 조병호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피고 김상훈, 백정운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 조만형, 박제석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 신씨, 김상훈, 백정운, 조만형, 박제석에 대한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피고 박봉래(朴鳳來)의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압수물건가운데령(領) 제1호구한국국기한깃발은이를몰수하고그나머지는
모두 환부한다.

이유
제1. 피고 유관순은 경성(京城)에 있는 이화학당(梨花學堂) 생도인데, 대정 8년
3월1일경성에서손병희(孫秉熙) 등이조선독립의선언을발표하고단체를만들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각 곳을 열을 지어 걸으며 독립시위운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 동월 13일 고향으로 돌아와 동년 4월 1일 충청남도(忠淸南道) 천안군(天安郡)
갈위면 병천 시장의개시(開市)를 이용하여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할것을 계획하고,
자택에서 태극기(구한국 국기 압수령(領) 제1호)를 만들어 이를 휴대하고 동일
오후1시경동시장으로달려가그곳에서수천명의군중단체에참가하여전시(前示)
태극기를 흔들며 이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라 외치고 독립시위운동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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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을 방해하였다.
피고 유중무, 김용이, 백정운, 박제석, 조만형, 김상훈, 조인원, 조병호, 박봉래는
동년3월1일이후조선각지에서태극기를흔들며조선독립만세를외치는독립시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 취지에 찬동하여 이와 동일한 행동을 취하고자
하여 동년 4월 1일 오후 1시경 전시(前示) 병천 시장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다수의
군중단체에 참가하여 이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독립시위운동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다.
제2. 전시(前示) 피고들이 전시와 같이 독립시위운동을 하자, 그곳에서 약 50보
떨어진 장소에 있는 병천헌병주재소 헌병은 이를 제지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발포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피고 유관순의 아버지이며 피고 유중무의
형인 유중권(柳重權)도 그 피해자의 한 명이 되자, 피고 유중무 및 다른 군중은
그 피해자를 둘러메고 주재소로 몰려갔다. 피고 유중무, 유관순, 김용이, 조인원,
조병호는 군중에 솔선하여, 피고 유중무는 두루마기의 끈을 풀고 큰소리를 내며
헌병을 붙잡으려는 기세를 보였고, 또 그의 형인 피해자를 그곳 사무실로
들여보내려고할때이를제지하는헌병보조원맹성호(孟星鎬)에게‘너는보조원을
몇 십 년 할 것 같으냐. 때려죽이겠다.’고 말하고, 피고 유관순은 동(同) 소장을
붙잡고 흔들고 또 그 가슴에 매달렸고, 피고 김용이는 헌병에게 돌을 던지고 또
손을잡아당기고, 그곳헌병보조원정춘영(鄭春永)에게‘조선인인데무엇을하느냐.
몇 십 년 보조원을 할 생각이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또 약관(藥.)을 그
흉부에 던지고, 피고 조인원은 상의를 벗고 동(同) 소장 및 헌병 상등병
주곡정(湊谷靜)의 총을 잡고, 그의 아들인 피고 조병호는 전시 상등병 주곡정의
뺨을구타하여각폭행또는협박을하여기세를조성함에따라군중은동주재소원의
총을 잡고 탄약합(彈藥盒)을 잡아떼고 또는 소장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소요를
하였다.
위 제1의 사실은 당 법정에서 피고 유관순, 유중무, 김용이, 박제석, 조만형,
김상훈, 조병호, 박봉래의 각 판시와 동일한 취지의 공술, 동(同) 피고 백정운,
조인원의 자신들은 대정 8년 3월 1일 이래 조선각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독립시위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
및 동 피고 백정운의 자신은 판시 일시, 병천 시장으로 달려가 군중의 시위운동을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로 본 식민통치의 실상․이동언  143

구경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각 공술, 원심공판시말서 중에 피고 유관순의 압수
령(領) 제1호의 구한국 국기는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내용, 동 피고 백정운의
판시 일시, 자신은 판시의 장소에서 김상훈이 깃발을 건네며 만세를 부르라고
하여 한국독립만세를 불렀다는 내용, 사법경찰관의 조인원에 대한 신문조서 중에
판시 일시 자신은 유중무, 유중권 및 자신의 아들 조병호와 함께 판시 시장에
가서태극기를앞세우고자신이큰소리로만세를불렀더니부근의사람이일제히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의 각 공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제2의 사실은 당 법정에서 피고 유관순의 병천 시장의 만세를 부른 장소와
헌병주재소는 약 50보의 거리이고, 그 만세를 부르고 있을 때 헌병이 와서 군중을
향해 발포하고, 또한 발검(拔劍)하여 즉사(卽死) 19명, 중상자 30명이 발생하였다.
자신의아버지도그때찔려살해되었다. 헌병이군중에게발포하려고총을겨누고
있을 때 자신은 양쪽을 제지하기 위해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총을 잡은 일이
있다는내용, 동유중무의판시주재소의헌병이군중의행동을제지하려고하였는데
군중이 이에 응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발포하였고, 군중 중에서 죽은 사람 2명이
발생함에따라군중은분개하여죽은사람의사체를주재소로데리고왔고, 자신은
형인 유중권이 헌병에게 검으로 옆구리 부분 및 머리 부분을 베어 빈사(瀕死)
상태가 되었기에 형을 등에 업고 주재소로 가서 치료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내용,
동 김용이의 판시 일시 만세를 부른 후 자신은 주재소 앞으로 몰려가 만세를
불렀다는 내용, 동 조병호의 자신은 조인원의 아들이라는 내용의 각 공술,
원심공판시말서 중에 피고 조인원의 판시 일시, 헌병의 발포 등이 있어 자신은
왼쪽 흉부를 맞았고 왼쪽 팔을 검에 베였다. 또 죽은 사람 2명이 발생하여 그
사체를 메고 주재소로 간 후에 자신은 그곳에 갔다는 내용,
검사의 조병호에 대한 신문조서 중에 판시 만세를 부른 후 헌병이 발포하여
한 차례 도주하고 군중이 주재소로 몰려갔는데, 가서 보았더니 사체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는 내용,
사법경찰관의 김용이에 대한 제3회 신문조서 중, 판시 만세를 부른 후 자신은
헌병을 향해 1회 돌을 던졌고, 또 그 손을 잡아 당겨 병기(兵器)에 손이 닿은
일이 있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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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공판시말서 중에 피고 유관순의 판시 만세를 부른 후 자신은 주재소로
가서 보았더니 아버지의 사체가 있었기에 화가 난 나머지 ‘자신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군기(軍器)를 사용하여 민족을
죽이느냐.’고 말하고 헌병이 총을 겨누기에 죽지 않으려고 갑자기 그 가슴에
매달렸다는 내용,
검사의 주곡정에대한조서중에, 자신은병천헌병주재소에서근무하는데, 판시
일시는 병천 장날이었는데 오후 1시경 만세 소리가 들리고 군중이 대한 국기를
선두에 세우고 오고 있기에 해산을 명령하였지만 해산하지 않아서 기총(騎銃)을
발사하였더니 해산하였다. 그런데 그 후 전시 발포 때문에 유관순의 아버지와
남(南)씨의 남편의 두 명의 죽은 사람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약 40명의 사람은
그 사체를주재소로가지고들어와무언가를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4, 5명이
밖으로 뛰어 나가자 1,500명 이상의 군중은 주재소로 몰려왔다. 이에 주재소원
5명은주재소북쪽청사앞에정렬하고있었는데, 유리창을파괴하는소리가들렸고,

자신들은 사무소 입구 왼쪽 벽에 뒤에서 병렬(竝列)하고 있었는데 군중은 자신들
5명이 소지한 기총(騎銃)을 잡고 탄약함을 떼어 내고, 소장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소장을 끌어내려고 하여 권총을 몇 번 발사하였더니 군중은 해산하였다. 그 군중
속에피고유중무는두루마기의끈을풀고큰소리로소리치며헌병을붙잡으려고
하는기세를보였고, 조인원은처음에사체를가지고왔을때사체와함께건물안으로
들어와상의를 벗고소장의총을 잡았고, 또자신의 총도잡았다. 유관순은 소장이
입고 있던 옷에 혈흔이 있는 것을 가리키며 군중에게 무언가를 말하면서 소장을
붙잡고 흔들었고, 조인원의 아들은 자신의 뺨을 1회 구타하였다는 내용,
사법경찰관의 헌병보조원 맹성호에 대한 신문조서 중에, 대정 8년 4월 1일
피고유중무는형이시장에서헌병에게중상을입었다고하며형을업고주재소로
와서사무실에들어오려고하여그렇게할수없다고말하였더니, 동인은자신들에게
‘너는 보조원을 몇 십 년 할 것인가. 때려죽이겠다.’고 말하고, 피고 김용이는

자신들에게 ‘어째서 일본인과 함께 근무하는 보조원을 하는가. 나와서 만세를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도 지장이 없는 놈이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
동 보조원 정춘영에 대한 신문조서 중에 판시 일시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라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에 소산(小山)소장 외 4명은 자신과 맹성호에게 제지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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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갈것이니사무실을지키고, 폭행을당하게되면발포할지도모르니보조원은
발포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하고 나갔는데, 잠시 후 발포하는 소리가 들렸고 바로
유중무와김용이는다른5, 6명과함께부상자를주재소로업고와서주재소안으로
들어오려고하였기에문을닫자김용이는자신들에게‘조선인이면서무엇을하는가.
몇 십 년 보조원을 할 생각인가?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부상자에게 더운
물을마시라고약관(藥鑵)을내주었더니이런물을마실수있느냐고하며자신에게
약관(藥鑵)을 던져 자신의 가슴에 맞았다는 내용의 각 공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유관순, 유중무, 조인원, 김용이, 백정운, 박제석,
조만형, 김상훈, 조병호, 박봉래의제1의소위는범죄후의법령에의해형의변경이
있으므로형법제8조, 제6조에따라신, 구2법을비교하여그가벼운것을적용한다.
그리고그 소위는신법에의하면 각대정 8년제령 제7호 제1조 제1항에 해당하고,
구법에 의하면 각 보안법 제7조, 조선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한다. 형법 제10조에
따라 이를 대조하면 각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전시 구법에 관한 각 법조를
적용하여 소정형 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 유관순, 유중무, 김용이, 조인원, 조병호의 제2의 소위는 각 형법 제106조
제2호에 해당하여 소정형 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동 피고들은 형법
제45조에따라병합죄이므로동법제47조, 제10조에의해무거운제2의죄에과(科)할
형에 따라 동법 제47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을 하여 각 그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 유관순, 유중무, 조인원을 각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 김용이, 조병호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피고 김상훈, 백정운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조만형, 박제석을각각징역 8월에처하고, 피고박봉래를징역 6월에처한다.
피고 김상훈, 백정운, 신씨가 판시 제2의 소요죄에 가담하여 피고 조만형,
박제석이 동 소요의 때에 기세를 조성하고 또는 부화수행(附和隨行)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동 피고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36조 제224조에 의해 각 무죄의 언도를 한다.
압수물건 중 구 한국 국기 한 깃발은 피고 유관순 소유의 제1의 범죄의 공용물
(供用物)이므로형법제19조제1항제2호, 제2항에따라이를몰수하고그나머지는

몰수에관계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모두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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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결에서피고신씨에대한소요공소사실을 그증거가 충분하다고인정하여
유죄처분을 하고, 피고 김상훈, 백정운, 조만형, 박제석에 대한 소요 공소사실을
그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판시 치안방해 죄와 병합죄로 처단하고, 또 피고
유관순, 유중무, 김용이, 조인원, 조병호에대한형의양정(量定)은지나치게무거워
각 타당하지 않으므로 동 피고들의 공소는 각 이유 있다. 피고 박봉래에 대해
판시 사실을 인정하여 판시 법조를 적용하여 징역 6월에 처한 것은 타당하므로
동 피고의 공소는 이유없다. 이에 동법 제261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Ⅳ. 천안지역 일제감시대상 인물분석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총 6,264매 중에서
천안지역감시대상인물은18명이다. 천안출신일제감시대상인물18명은다음표와
같다.6)

<천안지역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목록>
번호 섬영

이칭

생년월일

주소

적용죄명

충청남도 천안군치안유지법
광덕면 신흥리

비고

1

김규환
(金奎煥)

1915년
3월 11일

2

민영수
(閔英秀)

1890년
5월 20일

3

박성옥
(朴成玉)

1909년
4월 08일

경기도 경성부 국가총동원법 판결문
필운동
형사사건부

4

신석일
(申錫一)

1901년
11월 26일

충청남도 천안군치안유지법
천안면 원성리

5

유관순
(柳寬順)

1902년
12월 11일

충청남도 천안군소요, 보안법 판결문
동면 용두리
형사사건부

6

유정경일
(柳井敬一)

1917년
2월 28일

충청남도 공주군치안유지법
장기면 도계리

석우
(碩雨)

판결문
집행원부
형사사건부

6)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를 보면 출생지, 본적지, 주거지가 나와 있는데 고양출신 122명은 주거지로
작성된 목록이다.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로 본 식민통치의 실상․이동언  147
번호 섬영

이칭

생년월일

정근, 민식 1888년
(政根, 民植)10월 17일

주소

적용죄명

비고

7

유정진
(兪政振)

8

유중무
(柳重武)

1875년
8월 21일

충청남도 천안군소요, 보안법 판결문
동면 용두리
형사사건부

9

이관정
(李官楨)

1904년
9월 19일

1904년9월 19일 치안유지법
경기도 경성부
낙원동

10

이만종
(李萬鍾)

궁촌만종, 1913년
이만종 8월 16일
(宮村萬鍾,
李萬鍾)

11

이민식
(李敏湜)

1908년
4월 8일

12

이복준
(李福俊)

국본준복, 1922년
이복준 4월 7일
(國本俊福,
李福俊)

경기도경성부평 국가총동원법

13

이영준
(李英俊)

성오,상철 1909년
(聖五,相喆) 12월 22일

경기도 경성부 치안유지법
중림동

14

이오복
(李五福)

1916년
10월 25일

경기도 경성부 국가총동원법
신설

15

이혁
(李革)

1902년

경기도 경성부 치안유지법
낙원동

판결문
수형인명부
형사사건부

16

조병옥
(趙炳玉)

1894년
8월 15일

경기도 경성부 치안유지법
관훈동

판결문
수형인명부
집행원부
형사사건부

17

최재복
(崔在福)

18

향원태환
(香原泰煥)

최재복,
1907년
가산재복 6월 8일
(崔在福,
佳山再福)
1900년
11월 11일

支那吉林省寧安 치안유지법,
安城內 西館
살인

경기도 경성부 국가총동원법
번대방

경기도 경성부
화천

판결문
수형인명부
집행원부
형사사건부

충청남도 천안군국가총동원법
성환면 성환리

충청북도 충주군육해군형법,
소태미면 복탄
보안법

판결문
집행원부
형사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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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역일제감시대상인물18명중에서여성은유관순1명이고, 나머지17명은
남성이다. 다음으로 천안지역 일제감시대상 인물 직업을 보면 농업, 목공, 학생,
훈도, 야소교사, 목탄상, 직물상, 광업 등 다양하다. 이는 천안 아우내 3․ 1만세
시위와일제항거에 남녀노소, 신분, 직업 구분없이참여하였음을보여주고 있다.․
천안지역 일제감시대상인물들의 천안군내 분포현황은 광덕면이 1명, 천안면이
2명, 동면 2명이나 그 외 대부분의 인물이 주소지는 타지로 되어있으나 본적지와

출생지는 천안군이다. 한편 천안지역 일제감시대상 인물들의 적용죄명을 보면
치안유지법이 8명, 국가총동원법7)이 5명, 소요․보안법이 2명, 육해군형법․
보안법이 1명이다.
천안지역일제감시대상인물18명중에서독립운동유공자로포상을받은인물은
유관순(독립장), 유중무(애족장), 조병옥(대통령표창) 3명이다. 일제감시대상 인물
카드는 독립운동사 연구와 독립운동유공자 포상 관련 기초자료이다. 천안지여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목록 비고란에 일제감시대상 인물 18명 중에서 국가
기록원에판결문, 형사사건부, 집행원부등행형자료가남아있는인물들을조사하여
정리하였다.8) 이를 바탕으로 천안지역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천안독립운동사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9)

7)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4월 일제가 침략전쟁을 일으켜 인적․물적 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제정․
공포한 전시통제의 기본법이다.
8) 독립운동 판결문 콜렉션 주소 :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9) 참고로 2018년 현재 천안지역 독립운동 유공포상자는 7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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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19년 17세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1학년. 그해 3월 1일 이화학당 담을 넘어

서울 만세시위에 참여한 여학생. 고향 천안에 내려와 아우내 장터 만세시위에
어른들과 함께 주도자로 참여. 법원과 감옥에서도 불굴의 자유정신을 발휘하여
한국 독립정신의 화신이 된 유관순 열사.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서 가장 유명한
역사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독립운동은 공주 감리교 공동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첫째, 그녀의 고향 천안군 동면 용두리 속칭 지령리에 공주 감리교에서 전파된
지령리 교회가 선 것은 되어 유관순 열사가 태어나던 1902년 전후 즈음이었다.
그러므로 유관순 열사의 생애는 씨줄과 날줄처럼 지령리 교회와 얽혀 거의 궤를
같이하였다.
둘째, 그녀의 종조부 유빈기나 친오빠 유우석, 숙부 유중무와 그의 아들인
사촌오빠 유경석 등 그녀의 집안사람들도 지령리 교회와 공주 감리교가 운영하는

* 소속, 직위 추가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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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명학교에 다니는 등 기독교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삶과 시대적 역할을 찾았다.
셋째, 유관순자신의성장과신앙, 교육, 독립운동이공주감리교와관계속에서
이루어졌다.
필자는 2004년 유관순 열사의 전기, 유관순- 불꽃같은 삶, 영원한 빛-을 낸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해마다 3ㆍ1절 때만 되면 TV에서, 신문에서, 라디오에서
유관순 열사를 다루지만, 정작 해방 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제대로
자료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또한 그런 집필하면서
샤프여사에 관해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약 40년간의 세월을
봉사했다. 인생의좋은부분을한국을위해다바친것이다. 그분의헌신과희생을
생각할 때 한국사회가 그 분을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는가 생각했을 때 참
부끄러웠다.
이 과제는 3ㆍ1 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을 위해 발표한다. 3ㆍ1 운동
100주년이란 큰 획을 긋는 기념의 해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의 폭을 넓혀

기존에잘알려지고조명받아왔던인물들만이아니라, 잘알려지지않았던인물들도
조명하고, 특히 샤프 여사와 같이 한국 사회에 오래고 크게 공헌한 인물에 대해
진지한 관심과 감사를 표하게 되는 일에도 관심을 환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준비한다. 이와 같이 할 때 3ㆍ1 운동 또한 그 전체상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이다.1)

Ⅱ. 지령리와 공주감리교회
1. 병천 아우내 지역 감리교의 전파
1) 감리교 병천 사자골 교회
1902년12월16일유관순이출생한시기는유관순의출생지충남목천군(1914년에

천안군에 통합) 병천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온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였다. 당시
1) 이 발표문은 2016년 11월 17일 공주문화원에서 주관한 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유관순을 키운
공주지역감리교 공동체｣라는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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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역은 1914년 일제에 의해 지방행정구역 통폐합되기 전까지 천안, 직산,
목천의3개군으로분립되어내려왔었다. 목천군관아는지금의독립기념관근처인
목천면(현재는 읍) 서리(西里)에 있었으나, 큰 장이 서고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중심지는 병천[아우내]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개신교가 천안지역으로
전파되어 올 때 지금의 통합 천안군 관내에서 변경이며, 충남과 경기, 충북의
접경인병천과그주변지역에먼저교회들이설립되었는데, 이것은경부선기차역이
있는 천안읍내보다도 약 14~15년 정도 빠른 시기였다.
충청도 천안과 공주 지방의 기독교 전파는 1898년 처음으로 감리교 선교사
스웨어러(Wilbur C. Swearer, 徐元輔, 1871∼1916)가 파송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899년 해미 등에 교회가 세워졌고, 1901년에는 충주와 진천, 청주에 교회가 설립

됐다. 목천지역에도 이 시기에 교회가 설립된 것으로 보인다. 스웨어러 선교사의
1902년 이 보고서에서 이미 목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입장(1901), 직산읍(1901) 아내(아우내, 병천리) 등지에 교회가 설립되었다.
목천 지역 감리교는 1899년 경기도 이천 덕들교회가 설립과 관계가 있었다.
이곳 출신의 전도사들이 충청도까지 나아가 전도하였다. 이 중 박해숙은 충청도
출신으로첫개종자가되었는데, 1901년충주, 목천, 진천, 청주등지를돌며전도해
12개마을에서470명의개종자를얻어선교사를놀라게하였다. 목천지역의교회도

이천 덕들교회에서 개종한 전도사 박해숙이 복음전도 활동을 하는 가운데 목천
사자골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2)
이 시기 한국 지방사회가 기독교를 마른 논에 물 스며들 듯이 흡수하고 있었던
것은스웨어러선교사이보고에서잘나타난다. 그는1896년한국에와서1898년부터
1902년까지 수원과 공주구역장, 이듬해 한국 남지방 감리사를 했는데, 1902년

여름 자전거를 타고 171일 동안 3천 마일을 여행하여 교회들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 선교사업의 엄청난 가능성에 놀라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끝맺었다.
“지금은 추수 때다. 곡식이 풍부하다.”3)

2) 홍석창 역, 천안ㆍ공주지역 교회사 자료집(미 감리회 연회록, Official Minutes of The Korea Annual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에이멘, 1993, p. 26.
3) 공식 보고서 Official Report, 1907,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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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 양반의 보수적인 이 지역에서 낯선 서양종교, 더구나 100년 전에
시작된천주학박해로여러차례격동을치른조선말의사회에서개종자를구하기
매우어려웠겠지만, 점차‘건조한초원에성냥을그어대는격’으로급속히전파되기
시작하여 1907년에는 “2주일의 시간이면 12개의 교회와 500명의 신자를 새로
얻을 수 있다”고 할 정도가 되었다.4)
이미 우리는 목천과 진천뿐 아니라 청주와 충주에서도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번
해 이 4곳에서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 (중략) 그 후 4달 만에 12개 마을에서 속회가
조직되고 470명의 새 신자가 생겼다.5)

목천군병천주변지역에처음교회가설립된곳은사자골로보고있다. 북장로회
프레데릭 밀러(Frederick S. Miller, 閔老雅) 선교사는 “1901년 12월 진천 산골리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목천 사자골 교회에서 파생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목천지역에 교회가 1901년 이전에 사자골에 설립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런데, 사자골이 공주군 정안면 평정리 2구에 있다고 하는 여러 서술들이
있다.6) 그러나 정안면사무소에서 16년 간 근무한 직원의 말로는 정안면 평정리
2구에는‘사직골’은있으나 사자골은없다고했다. 만일그곳에사자골이있었다면

적어도전래의마을이름으로남아있을법하나현지에서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하여 당시의 문서나 자료에는 ‘목천 사자골’로 나오고 있었다.
또 사자골은 ‘안내’ 즉 “아우내에서 몇 리 밖에 있다”고 하는 선교사 케이블의
1907년 교인박해 사건 보고서의 언급이 있다.

병천 현지에서 확인한 바로는 사자골은 현재의 병천면 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6.5~7km 떨어진 병천면 관성리 3구이며, 관성리 3구의 냉정과 의동 두 자연부락

중냉정이당시의사자골이라한다. 국립지리원에서나온25,000:1 지도를찾아보니
병천면관성리에서충북진천읍상계리사이에‘사자골고개’라는지명이표시되어
있다. 옛 사자골의 자취가 지도상에 지명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2004년 관성리
4) 공식 보고서 Official Report, 1907, p. 59.
5) 서원보(W. C. Swearer), ｢1902년 충청도지역 보고｣, 미감리회연회록, 1902.
6) 이성삼, ｢케이블｣, 한국 감리교회를 섬긴 사람들, 도서출판 에이맨, 1988, p. 108; 홍석창, 애국소녀
유관순양과 매봉교회, 도서출판 에이맨, 1989, p. 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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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 이장 이규환 씨는 조부 이보세(1900년생)씨가 생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고 증언했다.
“어려서나무하고있는데, 총소리가나서무서워서내려오지못했다. 나중에내려와서
보니 일본 수비대가 와서 교인들을 쏘아서 여럿이 죽은 것을 보았다.”7)

그러므로 사자골은 병천에 있었다. 사자골에 있던 예배당은 1907년의 신도들이
일경에 의해 총살당하는 환난을 겪은 후 폐쇄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목천군
관내에서는 유관순의 고향 지령리교회가 기독교 감리회의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안과 병천지역에는 성공회도 1906년경 들어왔다. 윌프레드 거니(Wilfred
Gurney; 김우일, 1876~1957)8) 신부와 알프레드 세실 쿠퍼(Alfred Cecil Cooper, 구세실
1882~1964)9) 신부를 파송하여 평택 이남의 안중, 둔포, 백석포 쪽과 천안, 병천,

진천, 청주 쪽으로 선교의 손길을 뻗어왔다. 쿠퍼(구세실) 신부는 1906년 평택에서
천안 초입인 부대리교회와 목천 아(우)내교회를 세웠다. 이는 이 시기에 기독교
각 교파가 공히 저변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지령리 근처 병천에 이러한 변화가
밀려들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10)

2) 기독교 대부흥운동과 지령리 교회
유관순이태어날당시의초기감리교회상황은영적으로침체된상태에있었다.
그러나 유관순이 태어나 자라던 이 기간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특기할 만한
사건인 기독교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
당시교회로개종해오는 사람들의 동기는 다양했다. 신변의 안전, 재산의보호,
세속적이익등교회에들어오는동기가신앙적으로순수하지않은경우가많았다.
또한 교육이나 의료 등 현실적인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았고, 복음의 본질에
대해 개인적인 체험과 간증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7) 이규환 증언, 2003. 9. 15.
8) 부재열 신부는 영국인 사제로서 본명은 George Alfred Bridle(1870~1945)이고, 당시 수원교회의
관할사제로 시무하였다.
9) 구세실 신부는 영국인 사제로서 본명은 Alfred Cecil Cooper(1882~1964)이고, 당시 천안지역(부대리
교회)의 선교를 책임졌으며, 1931년 우리나라 네 번째 주교가 된다.
10) 개신교의 전파는 천안 읍내가 1917년으로, 외곽인 병천 사자골, 읍내와 지령리 등에 비해 10~15년
늦었다. 지방에서는 변두리부터 기독교가 전파되어 온 양상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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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흥운동은 1903년 캐나다 선교사 로버트 에이 하디(Robert A. Hardie)가 있던
원산에서 시작되었다. 원산교회에서 하디 목사를 비롯한 한국인 신도들리 자신의
죄를 회중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다. 이 고백이 신앙의 불길을 일으켰다. 불길은
1907년 평양과 서울 및 남한 지역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한국 기독교가 참된

신앙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영적인 거듭남의 시간이었다.
그 당시까지 교인들은 축첩, 간음, 도박, 절도, 사기 등 자신이 행한 ‘죄’를 죄로
인식하지못하다가이때에와서이를죄로인식하고회개하기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으로 회개운동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영적인 대 각성이자 정화운동이었다.
대부흥운동은외국선교사들과한국인지도자들의위치와역할에변화를가져왔다.
스크랜튼은 이 시기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회의일이이미우리손에서떠났다. 이제선교의일을하는사람들은우리선교부의
한인 조사들이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하는 것을 감독할 뿐이다.”11)

대부흥운동의 결과 교인들은 더 순수해졌다. 많은 젊은이들이 평생 목회의
길을걷겠다고나섰다. 이렇게배출된한국인목회자들이교인들의정신적지도자로
성장했다. 그들은외국인선교사들보다민족의문제에좀더예민한관심을가졌고,
그들의 신앙적 양심과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양심을 일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교회는 큰 성장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기독교의 순수성과 성장이 3ㆍ1 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하였다.
기독교의 대부흥운동은 목천에도 파급되었다. 1908년 케이블(Elner. M. Cable,
奇怡富, 1875~1945) 선교사가 충청지방 감리사로 두 번째 봉사를 하게 된 시기에
목천으로 갔을 때 현지 교인들의 환영 분위기를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다음필자는여주에서목천으로갔다. 이곳사람들은일본군으로부터심한박해를
받았다. 한 교회가 전소돼 교인 몇 명이 죽었고 그 밖의 거의 모든 신도들이 모욕을
당했다. 우리가 마을로 들어가던 저녁 때 그곳 신자들은 멀리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와서 우리를 한없는 반가움으로 맞이하였다.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그들은 노래를
한 곡 지었는데,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한 줄로 서서 우리 뒤를 따르면서

11) 감리교연회록, 1907, p. 23,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1884~1992, 한국기독교 대한감리회,
p. 26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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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래를 불러 주었다. 나와 케이블 부인은 그들의 이런 헌신과 사랑의 표현에
깊이 감동하였다. 마을에 들어서자 우리는 100명 가량의 남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12)

선교사가목천에도착한다음날사경반을시작하고저녁마다부흥회를개최했다.
케이블목사는이때의목천신자들의신앙부흥운동에놀라며다음과같이기록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는 사경반을 시작하였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경반에
참석하려고 이곳으로 와서 교회가 꽉 찼다. 전의 사경반과 마찬가지로 저녁마다
부흥회를 열었는데 죄와 구원 생활에서의 거룩함과 성령의 지속적인 증거 등의
제목으로 해서 상세히 공부했다. 위의 사경회에서는 실제적인 능력에 있어서 어떤
집회도그것보다크게될수없을것같았는데이사경회는그것을능가하는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라는 그의 약속을 실증하셨다. 이 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확실하여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다.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막중함을 알게
되고 통회와 번민의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한 남편과 부인들이 제단으로 나와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았다. 또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자녀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 부복하고 용서를 구했다. 서로에게
나쁜 짓을 한 형제들도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를 구했다. 도적질을 한 사람도
죄를 회개하고 그것들을 돌려주었다. 첩을 가진 사람들도 죄를 고백하고 첩들을
쫓아버렸다. 이런 예들은 집회기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모든것들은매우감동적이고성령의역사가한국인들의마음에서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예로 볼 때 한국인들의 영적인 소양은
동양의 어떤 민족들보다 더 쉽게 계몽되고 더 빨리 형성되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 사경회는 구역 전체에 있어서 오순절의 은혜였다.”13)

2. 지령리 감리교회의 시작
유관순이 자란 목천군 동면 용두리 속칭 지령리(地靈里, 지랭이골)에는 언제
12) ｢1908년 공주지방｣, 감리교 연회록, 1908, 홍석창 편, 천안 공지지방 교회사 자료집, 도서출판
에이멘, 1993, p. 55.
13)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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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가 들어왔을까?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이야기는 모두 공주 감리교와 연결
되어 있다.

1) 유빈기(승백)과 공주감리교회
유빈기(柳斌基, 聖培 또는 승백)는 유관순의 종조부로서, 할아버지 유윤기
(柳潤基)의스무살아래사촌동생이었다. 그는1883년8월7일용두리에서출생하여

열일곱살까지서당에서한문공부를했다. 1900년인근동리인목천군동면서원리
한성교의 장녀 한해나와 결혼하여 지령리의 옆 동리인 동면 보평리에 보금자리를
차렸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기울고 한국에 진주한 일본군의 횡포가
심해지자, 시국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침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공부를 중단하고 괴나리봇짐 하나를 메고 유랑에 나섰다.
그가 공주에 들렀을 때 공주에 와있던 미국 선교사들을 만났다. 이 만남이
그를기독교로이끌었다. 그는선교사들의권유로기독교서적을보급하는전도사인
권서인(또는 매서인, colporteur)이 되어 성경, 찬송집을 팔며 약 2년간 지방을 순회
했다. 그의 아들 유중영은 부친의 개종과정애 대해 홍석창과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유중영: (전략) 한학을 공부하다가 19살 결혼하고 나서 내가 두어 살 됐을 때 내가
장자인데, 우리 아버님이 글방 다니던 걸 집어치우시고 출타를 하셨어요.
홍석창: 출타하신 이유는 뭐입니까?
유중영: 이유는 일본 놈의 행패를 피하기 위해서요. 행패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 그거의
여파로다가 촌사람들을 가난하기 때문에 논을 팔아서 대금(돈을 빌림: 필자)을 했다
말이에요. 하니까거기에담보물이라는 것이밭하며, 논하며 이런걸 담보물로 잡아서
두 달이나 석 달이고 반년이고 돈 빌려주고 있다가 그때 못 갚으면 잡아채는(압류:
필자) 거죠. 그게 동양척식
회사의 큰 죄악입니다.
홍석창: 그쪽에도 많이 있었군요.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썼군요.
유중영: 그렇죠. 돈을 쓰다가 갚지 못하고 독촉은 심하고 땅은 뺏어가겠다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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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마찰은, 전답 있는 거 뺏기지 않으려고 집을 나가셨죠, 그래서 가신 곳이
공주에요. 방랑생활을 하다가 간곳이 공주입니다.
홍석창: 그때 두 살적이라니, 결혼하고 가족들을 두고 혼자 나가셨죠.
유중영: 혼자죠.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모자만 남겨놓고 나갔어요,. 난 그때만 해도
큰 집이 있으니까 믿거라 하고 맡기고 갔죠. 형님들이 있으니까. 그때 나가서
돌아다니다가공주에가서그때공주에교회가새로선교사들이온지얼마안됩니다,
그때 선교사 이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년인가 이태가 되는데,
나는 이건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나는 그때 어렸으니까요. 공주교회에 가서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에 입신(入信)해야겠다고. 이 교회를 입교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며 방랑생활을 하다가 선교사들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 아버님이 뭘
했나하면.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하면 초기니까 쪽복음(서)14) 있었잖아요? 옛날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저 주다시피하고 1전도 받고 2전도
받고 그럴 때입니다. 책 가지고 선교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때 아버님은 방랑 때니까
입교까지 결심하고 했는데 전도하라니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의 쪽복음
대영 성서공회(大英 聖書公會)에서 만드는 낱복음(서)을 짊어지고서 충청남도를
돌아다닙니다. 매서라고 했지요.15)

유중영의 증언에 보면 유빈기가 집을 떠난 데에는 전답을 잡히고 일본인들의
고리대를 빌려 썼다가 전답을 빼앗기게 되자 몸을 숨긴 사정이 나타나 있다.
농촌사회에 대한 일제의 고리대 수탈을 볼 수 있다.
아들 유중영의 ｢柳重永抄, 高興 柳斌基 (字 聖培)氏 略史｣를 보면 지령리 교회
시작을 유빈기(승백)로부터 시작되었다고서술되어있다. 그는 1907년 경고향으로
돌아왔다. 유중영의 기록에 보면, 선교사들과 유빈기가 고향 마을에 돌아오던

14) 쪽복음 또는 쪽복음서(a piece of Gospels)는 66권으로 된 성경 전체를 수록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
또는 그중에 한두 복음서를 묶은 것이나 복음서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발췌하여 편집해서 책으로
꾸민 변형본 성경을 말한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1880년 영국 성서공회와 협력하여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 곧 ‘쪽복음서’ 3천부를 찍기 위한 활자를 대 주었다. 이 쪽복음서는 일본
성서공회를 통해 한국에 보내졌다. 영국 성서공회는 1883년 로스번역의 네 쪽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출판했다. 초기 권서인들이 쪽복음서를 반포할 때 그냥 공짜로 주지 않고 반드시 얼마라도 돈을
받고 주었다. 그것은 복음의 귀중성을 알게 하려는 의도였다(교회용어사전: 교리 및 신앙, 생명의
말씀사, 2013).
15) ｢유관순에 대하여, 유중영(柳重永),씨와의 대담, 그의 자택에서, 1988. 10. 4｣, 홍석창목사 블로그:
http://blog.daum.net/hsc56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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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부근동리에서미국사람을구경하려고수백명이모여들었다. 서양선교사들이
당나귀를타고온다는소식을듣고어린아이들이20리밖까지고개를넘어마중을
나갔다. 서양 선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었다.16)
유빈기의 귀향과 지령리 교회 설립에 관해 유즁영과 홍석창의 대화를 좀 더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유중영: 우리 아버님이 매서인이 되였어요. 그래서 한 1~2년인가 돌아다니시다가
집으로 오셨어요. 오실 적에 고향에도 교회를 심어야겠다. 뿌리를 박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공주에서 선교사들과 다 약속을 해놨어요. 우리도 고향동리에 언제 언제
나오시오. 내가 가서 교회 임시 교회장하며 전도를 준비를 하겠다. 약속을 하고
낱복음(서) 남은 걸 짊어지고서 고향에 오셨어요, 그때만도고향은 깜깜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모르는동네입니다. 공부, 신앙이라고는없고고향에서새학교라고제일먼저
들어간 사람이 납니다.
(중략)
유중영: 공주에 영명입니다. 공주 영명에 1917년에 공주영명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홍석창: 17년에 졸업하셨군요.
유중영: 네. 3.1운동 두 해 전입니다. 내가 그때 내가 언젠가 하니 5살 때 . 고향에
있을때. 우리아버님이오셔서고향동네한복판에다큰동네도아닙니다. 복판에다가
빈방을 위아래 방을 청소하고 마루하고 대청이 있는 집을 준비해서 몇일 날이면
선교사들이 온다.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동네에서는 말하자면 어른도 어른이지만
그래도 좀 높이 대우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공부도 한학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서양 사람이 온다 하니까 대기하고 있죠. 뭐 교회가 나쁘다
좋다. 시시비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아버님 맘대로 할 수 있는 세상 때였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공주서 선교사들이 온다. 우리 아버님이 준비를
다해놓고, 준비래야아래윗방큰방털어놓고대청마루터놓으면상당히넓지않습니까?
(중략)
유중영: 동네사람들이그날아침결에예배시간에올거다하니우리아버지가안면이
16) 유중영, ｢고흥 유빈기 자(字) 성배(聖培씨 약사｣(미간행 원고).

유관순을 키운 공주감리교와 샤프여사․이정은  159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들까지. 나도 따라갔으니까 거기서 만마루라고
하는데한500m쯤떨어진동네사람들, 아이들, 큰애들, 나같은애들이막몰려나갔어요.
가니까 고개가 있어요. 거기까지.
홍석창: 그 때 밤이 아닙니까?
유중영: 낮에왔어요. 낮에어떻게왔는가하니그때올때자동차가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적입니다. 온 선교사가 케이블(Cable, Rev 奇抬富, 1875~
1945)이라고유명한초대선교사니까ㅇㅇ목사사위도왔으며그이하며사부인(史婦人
Alice Hammond,史愛理施)이라고하는데사부인도당나귀를타고왔어요. 공주서그러니
시간 내에 올라니까 새벽같이 밤중에 떠났겠죠. 공주서 우리 고향까지 90리 인데
사람보다는 당나귀가 빠르다 하더라도 5~6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동리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모여 있는데도 왔잖아요. 그야말로 칙사 대접을 했죠. 그리곤 예배를
봤어요. 요지경이라고 해서 미국 사진 보는 것도 가져오고, 아이들 장난감과 완구
같은 거, 그림딱지도 가져오고 해서 첫 예배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나서 한 1년이 지났나, 우리 식구가 공주로 이사를 갔어요. 가족이 다. 그 뒤에
남은사람들이그동안에신자들이생겼을거아닙니까? 그네들중에서관순이아버지가
유중권(柳重權) 씨입니다. 유씨하며 조병옥(趙炳玉) 박사의 아버지 조성택(趙聖澤).
홍석창: 조성택,
유중영: 조성택인데,
홍석창: 조인원(趙仁元)이라고 책에는,
유중영: 인원이가 자(字)라구요. 대개 이름이 둘 있어요. 이름이 조성택입니다. 조병옥
박사의 아버지가 그가 열심히 우리 남은 일가족과 교회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관순이가 그때는 나보다 2년이 늦게 낳습니다. 늦게 낳는데,
개들이 커서 대 여섯 살 때 열일곱 살 먹을 때까지 교회가 잘됐어요. 관순이의 삼촌
즉 말하자면 유중무(柳重武)라고 해서, 관순이 아버지는 유중권 씨고 아우가 중무씨,
그래서그형제가다교회를인도하고, 거기다신식공부한다고해서강습소를만들고
그렇게해서 그다음에, 우리가공주로이사간후에 우리아버님은매서 (賣書)하면서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도와주어 가지고서 공주 시내에다 책사(冊舍), 책장사를 하고
지금 공주초등학교 앞에 큰 길거리에다 책사를 만들어서 성경, 찬송 팔고, 교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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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민간사회책도좀팔고해서우리아버님은한달에반은도내를걸어다니면서
매서하고, 나는 영명학교에 열여섯 살 먹어서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학교라고는 우리
고향에서 제일먼저 문화 인민이 됐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영명학교를 1917년에
졸업했습니다.17)

2) 지령리 교회 속장 조인원과 공주 감리교회
조병옥의 부친 조인원(趙仁元)은 한양 조씨 재형(載衡, 鍾衡)의 셋째 아들로서
택원(宅元)이라고도 하였으며, 자(字)는 성탁(聖鐸)이었다.
조병옥의사촌조병호(趙炳鎬)의글에따르면, 1900년생인조병호가아주어렸을
때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연정리에서 살았고, 일찍부터 신지식에 눈이 떠
양학(洋學; 서양학문)을 배웠으며, 예수교의 속장(지금의 전도사)이 되어 지랭이골
(지령리)로 이사 왔다고 하였다.18) 조병호는 후에 그의 숙부 조인원과 함께 3․1

운동에 앞장서게 된다. 또한 조인원의 형 조형원(趙亨元)의 부인 이름이 송루시아
[宋樓支亞]라는기독교식이름인 것을보면, 지령리로 오기전에이 집안이일찍이

기독교와 접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인원은 새롭게 받아들인 종교에 대해 열성적이었다. 그는 지령리 교회의
속장이 되었다. 당시 속장이 되려면 지도자 양성반[Bible Training Class] 과정을
거쳐야했다. 1909년공주지방케이블목사의보고에따르면, 그해1년동안25회의
지도자 양성반이 열렸는데, 그중 15회는 남자를 위해, 10회는 여자를 위해 열었다.
각 구역마다 이런 양성반을 한 번씩 열었고, 교회의 모든 직원들과 특히 속장들이
참석하게해서적어도1주일간은체계적인훈련을받도록했다. 이과정을이수하며
만족할만한성적을내지못한사람은설교자가될수있는허가를받을수없었다.
각 교회에 믿을 수 있는 설교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 원칙을 엄격히 지켰다. 이
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먼 길을 오가면서 자신을 희생하였다.19)
유관순의사촌언니유예도의증언에따르면조인원은아우내장터에서잡화상을
17) ｢유관순에 대하여, 유중영(柳重永), 씨와의 대담, 그의 자택에서, 1988. 10. 4｣, 홍석창 목사 블로그:
http://blog.daum.net/hsc5625/20. 유중영의 증언 중 그가 지령리에서 최초로 신식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조병옥은 1910년 공주 영명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숭실학교로
진학했으며, 1814년 미국 유학을 떠났다. 이것은 그의 증언을 다른 여러 사실로 대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18) 趙炳鎬․金敎善, ｢柳寬順孃과 並川장날｣, 신동아, 1965. 3호, p. 85.
19) 趙炳玉, 위 책, p. 68.

유관순을 키운 공주감리교와 샤프여사․이정은  161

운영했다 한다.20)
이처럼조인원은지령리로이사오기전에청원군강내면에서기독교로개종하여
지령리로 와서 감리교 지령리교회 속장으로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3) 케이블 목사와 지령리 교회
유관순 오빠 유우석은 지령리 교회의 설립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다른 곳보다 예배당을 일찍 마련하게 된 것은 육촌 할아버지 유승백씨가 세브란스
의사였던 미국인 선교사 케이블과 친교를 맺더니 지령리 한 초가를 얻어 종을 달고
십자가를 붙인 다음 선교를 시작했어요.”

유우석과 조병옥의 말에서 공통적으로 용두리에 복음을 전한 것은 선교사
케이블로 언급된다. 엘머 엠 케이블(Elmer M. Cable, 한국명 奇怡富, 1874~1949)
목사는 미국 아이오와주 출신으로 1899년 6월 25살 때 미국 뉴욕의 코넬대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해 봄 그는 집사 목사 안수를 받고 곧 한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9월에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에 도착한 1899년부터 1901년까지 배재학당 교사로

재직하였고, 1902년 평양 선교연회에서 디 에이치 무어(D. H. Moore 文大衛) 감독
으로부터장로목사안수를받고한국서지방감리사로서제물포교회를담임하면서
해주․강화․연안․시흥․부평․남양구역을 총괄하였다. 1905년 6월에는 경기
서부 및 충청도 지방 감리사, 1907년 6월에는 제물포지방 감리사, 1908년 3월에는
공주지방, 1909년6월에는충청도지방감리사를역임하였다. 그가지령리사람들과
접촉하게 된것은 1905년 충청지방 감리사 때나 1908년 공주지방감리사로 일했을
때일것이다. 여러가지사실로보아지령리에교회가들어온것은적어도1908년보다
그 이전인 1905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왜냐 하면 지령리 교회가 1907년
국채보상운동에 교회의 이름으로 82명이 참여하며, 그해 가을 일본군의 방화로
교회가 전소되는 사건을 겪기 때문이다.
지령리에 기독교가 전파된 후 온 마을이 집단 개종하다시피 되었다. 여기에
다른 갈등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은 당시 상황을 말한다.
할아버지가 감화를 받고, 작은 할아버지가 그러했으며, 산지기 안 종, 바깥 종 등
20) 유예도 증언, ｢51년만에 입연 主動者｣, 조선일보, 1970. 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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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조리 예배당에 다녔어요.
글쎄 종들이 형님 형님하고 또 종더러 누님 누님 불러야 하니 집안이 다 망했다고
굉장했습니다. (중략) 아버지는 당신 혼자만 유독 예수를 믿지 않으셔서 혼자 제사를
도맡아야 했기 때문에 불평이 많으셨지.”21)

교회가 들어오자양반과상민또는노비라는신분관념속에서살아왔던집안에
상당한마찰과갈등이있었던것같다. 유관순의부친유중권씨가개종하지않은것은
집안의장남으로서제사를모셔야하는의무를저버릴수없어서가아니었나생각된다.

3. 지령리 교회의 국권회복운동과 시련
1) 불안한 시국과 기독교 확산
당시는 기독교가 한국에 상륙한 지 불과 20년이 되지 않은 시기였다. 목천
지령리에 개신교가전파되자 지령리의 경우 거의 마을 전체가 개종하다시피했다.
이런급속한변화가어떻게가능했는지이해할필요가있다. 그것은한국의불안한
정세와깊은관련이있으며이와같은급속한교회의성장은기독교회가민족주의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요인이 되었다.
1885년 한국에 선교의 첫 발을 내디딘 북감리교회는 1900년까지 약 15년 간

주로서울과평양, 제물포를중심으로교회를개척하였다. 우수한자질과헌신적인
사명감을 가진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한국 땅에 교회가 쉽사리 뿌리를
내리면서 발전해 가게 되었다.
개신교의 급속한 확산에는 선교사들의 열성과 헌신 못지않게 불안한 한국의
정세가 한국인들을 이방인의 새로운 신앙으로 기울게 했다. 1894년청․일 전쟁이
한국 땅을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이후 다시 10년 만에 1904~1905년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또 다시 덮쳐오면서 극도의 공포와 혼란, 절망감이 한국인들의
마음을 엄습했다.
불안한 현실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민의 길을 선택했다. 1902년 하와이 이민이
시작되었고, 1905년에는 1,033명이 멕시코로 이민을 떠났다. 한국인이 떠나가는
21) 조선일보, 196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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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자리에일본상인과모리배들이들어왔다. 스크랜튼선교사는이렇게기록하였다.
“이곳 분위기는 소요와 불안․불만과 미래에 대한 의구심으로 가득 차있다. 오늘
한국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 당연한 일이다. 어느 곳을 가든 걱정하는
사람들을만나볼수있는데그것은본국정부의실정과야심차게달려드는이웃나라의
침략에 대한 것들이다. 실망한 한국인들이 기대와 불안을 안고 하와이나 멕시코,
혹은 미국으로 떠나고 있는데 이들은 ‘엘도라도(El Dorado, 일확천금을 의미)를 찾거나
교육을 받기 위해 떠나고 있다. 이들이 실망하여 떠나간 한반도 빈 공간에 1천 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들어와 행운을 찾고 있다.”22)

1894년청․일전쟁때부터교회는‘민중의피난처’가되었다. 외국인선교사들이

있는 교회는 한국 정부나 외국 세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치외법권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기때문이다. 러․일전쟁이후나라의운명이바람앞의등불같이되면서
교회를 찾는 민중은 더욱 늘어났다.
선교사들은지방을순회할때정부와지방관리들에게재산을빼앗기고 “의지할
곳 도무지 없소.”라며 선교사와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 이런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서양 종교인 기독교에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 ｢대한
매일신보｣는당시의상황을‘근일에각지방이소요하매백성들이의뢰처가없어서
예수교에 들어가는 자 많음으로 면면이 예배당이요, 동리마다 십자가라’23)고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하여 지방에 따라서는 마을 주민이
집단적으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었다.24)
이 때문에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국의 기독교는 급속한 성장을 보게 되었다.
선교사들만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의 필요와 한국 신도들의 요구에
대응하기에역부족이었다. 1904년선교회의제20차연회보고서에서노블감리사는
지난해 동안 늘어난 전체 신자 수 3천 명은 전체 신자의 42%이며, 이중 약 90%가
러일전쟁 이후에 늘어났다고 보고했다. 선교사 케이블은,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는 훌륭한 기회와 성공에 당황하고 있다.”

22) ｢현재의 조건｣, 한국의 감리교, 1905. 8. p. 130; 이덕주, 한국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2000,
p. 169에서 재인용.
23) ｢대한매일신보｣, 1908. 1. 19.
24) 이덕주, 위 책, p.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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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앞에서 1905년경 목천 지령리에 기독교회가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령리에 교회가 서게 된 시기가 이 같은 불안한 정세와 관계있을 것이다. 교회의
급속한확장에반가운비명을질렀을기독교계에지령리교회도한몫했을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가 급속히 확장되자 교회의 개척과 전도활동은 한국인 전도사,
권사, 속장, 매서인, 전도부인들이 담당하였고, 외국 선교사들은 확장되는
선교구역과 교회들의 조직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25)
당시 외국 선교사들이 가장 흔히 받는 질문은 이런 것이었다.
“선생 어데 계시오? 예수 믿으려고 왔소.”

선교사들이가는곳이면어디나신자나불신자를막론하고선교사들을환영하고
따뜻하고선량하게대했다. 기독교의가르침에대해많은남녀들이갈증을느끼며,
열성적으로 알려고 하였다. 전도인들의 순수하고 활기찬 노력도 기독교가 뿌리를
내려가는데 큰힘이되었다. 선교사들은구불구불하고울퉁불퉁한 길을조랑말을
타고여행했다. 어떤집회장소는집이너무작아문지방이고계단이고, 앞마당까지
꽉 차서 어떤 사람은 문지방을 기어오르고, 다른 사람들은 집 뒤로 가고, 소심한
사람들은 울타리 사이나 그 위로 들여다보았다. 테일러 선교사는
“이곳의 사업은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모든 조사들이 움직이고 있지만
나는 말을 타고서도 그 일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사업은
26)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속회를 조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12년감리사스웨어러(서원보)의보고에따르면공주지방전체를볼때직산과

목천사업이 가장 큰 숫적 증가를 보였다고 하였다.27)
이 시기 일진회와 친일세력들이 마을을 돌며 자위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
것도민중의불안을더하는데한몫했다. 1904년8월친일단체인일진회가창설되고,
지방으로 조직을 확대해 가면서 일제는 지방 주민들에게 일진회 가입을 강요하고

25) 유동식, p. 225, 250-251.
26) 홍석창편, 1902～1930 천안․공주지방 교회사 자료집, 에이맨, 1993, p. 75.
27) 홍석창, 위 책, 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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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특히 이 일은 1907년 의병운동이 격화되면서 일본인들과 친일세력들이
자위단을 조직하고, 지방경찰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위단 가입을 강요하
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강요를 회피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목천에서도 일진회원들의 행패가 심심찮게 있었다. 대한매일신보는 이 시기의
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일진회 목천군지회장이거리를다니며재물을 토색하고떼로몰려가서북면에
사는 이 주사를 붙잡아 두드려 패서 금전과 미곡을 빼앗으니, 이주사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칼로 목을 찔러 사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진회라 칭하고
양민을 괴롭히며 재물을 늑탈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으니, 경내가 시끄럽고
두려워하고 있다.28)
이렇게되면서교회는자연히친일세력인일진회나자위단과마찰을빚게되었고,
기독교인들의 수난과 피해가 늘어나면서 기독교는 일반인들에게 항일민족운동의
구심점의 하나로 인식되어 가게 되었다.29)

2) “대지령 야소교당” 국채보상운동
유관순이 5살 때였다.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는 연일 국채보상운동
의연금 납부상황이 보도되고 있었다. 유관순 동네에서도 지령리 교회를 중심으로
국채 보상운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대한매일
신보｣ 1907년 8월 16일자 4면에 보도되었다. 지령리 국체보상운동은 ‘충남 목천
이동면 대지령 야소교당’이란 이름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자 명단을 보면 모두
82명이나 되었다. 지령리 교회 국채보상운동 참여자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조성택(조병옥 부친, 조인원, 성탁), 박노철, 김문삼, 박은규, 이희림 각 1원
서상빈, 류성배(유빈기, 유관순의 종조부, 교회지도자), 김상찬, 조병규,
김정운, 윤병승, 김춘삼, 김진수 각 50전
권정규, 한인수 각 40전
김재성, 한성백, 한기수, 황상호, 유성득, 김순기 각 30전
유일장, 박천일, 김정화, 유우석30), 유도원, 유운서, 유치운
28) ｢대한매일신보｣, 1906. 6. 26.
29) 이덕주, 위 책, p. 171, 173.
30)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과 동명이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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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학선, 김영보, 유기서, 김인서, 윤덕일, 박치삼, 서희천, 함주경,
김성현, 김화선, 김(성?)국, 김원녀, 조형원(조인원의 형), 유중무(유관순의 숙부),
강경안, 정성삼, 윤명중, 윤희도, 윤경량, 최덕신, 이한종, 이천길, 이순현 각 20전
김원칠, 전원덕, 이정삼, 이재관, 김명균, 김치문, 김원도 각 15전
장춘일, 엄사일, 김백련, 유치선, 김춘실, 유대원, 김영운, 윤성업, 김학서,
김덕현, 박정습, 김치령, 전정운, 윤윤성, 고정선, 박영숙, 이성운,
최순오, 안경장, 권만복, 김원삼, 배도연, 김순천, 윤종술 각 10전
합 82명 21원 5전31)

지령리 시골교회 82명명단에서 조병옥의 부친으로교회의 속장이며 3ㆍ1 운동
주도자였던 조인원과 그의 형인 조형원, 유관순의 숙부 유중무, 교회 지도자
유빈기의 이름을 볼 수 있다. 형편이 나았던 조인원이 1원을 냈고, 명단의 제일
앞머리에 왔다. 당시 시골마을 교회에서 82명은 많은 수이며, 이 시기에 벌써
지령리 교회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이들이 3ㆍ1 운동
이전에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민족과 국가의
위기상황을 걱정하는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국권회복 운동에 나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지령야소교당’ 이름, 즉 교회 이름으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것은 천안․

직산․목천군관내에서는유일했다. 국채보상운동은주로동리단위로참여하였다.
이런 동리 단위의 지역 향촌조직은 얼마 후 일제하의 지방통제정책으로 해체와
약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대신 우리 사회에 학교와 교회 같은 조직이 3ㆍ1
운동과그 후의새로운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동력으로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지령리 예수교인들의 국채보상운동 참여는 교회가 국권회복과 독립운동, 나아가
사회
발전의 한 구심체로서 한국사회의전면(前面)에 등장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할수있다. 유관순은그런면에서한국사회에새로이태동하고있던질서의첨단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다.
충남에서 교회 이름으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그
것은 공주감리교회였다. 공주교회에서는 안명여 등 44명의 교인들이 공주부(府)
31) 대한매일신보, 190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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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소교당의이름으로15원70전의 국채보상기금을모아 대한매일신보에기탁했다.
이 기탁자 명단 중에 교회 여학생 ‘노(盧) 근아기’라는 이름이 눈길을 끈다.
‘노 작은아기’는 후에 유관순의 사촌오빠 유경석과 결혼하여 올케가 되는 노마리

아이다.32)
이렇게 공주 감리교의 영향 하에 지령리 감리교회는 1907년에 국권회복운동의
주체로서 굳건하게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다,

3) 불타는 지령리 교회
1907년은 지령리 교회는 시련의 해이기도 했다. 일본군이 교회에 불을 질렀다.
15간 초가인 교회가 타는 것은 삽시간이었다. ｢황성신문｣은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했다.
목천군에서 일병(日兵: 일본군, 필자)이 야소교당 15간을 충화(衝火: 고의로 불지름)
몰소(沒燒: 모두 불탐)하였다는 공보가 있다더라.33)

｢대한매일신보｣에서도 비슷하게 보도하였는데, 상황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목천에서 일병이 예수교당 십오간을 충화하여 몰소하였다고 공보가 있다 하였으니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필시 불우지변(뜻하지 않은 변고)을 당한게지”34)

지령리 교회의 피해에 대해서는 감리교 공식보고서가 훨씬 더 상세한 사실을
전해 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는 근심의 구름이 없던 해가 아니었다. 지난해 말과 이번 해 초기에는 특별한
시험과 박해가 있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불과 피 같은 시험을 당했다.
그러나우리는대부분의신자들이신앙을지키면서예수를위해서필요하다면죽음도
기꺼이맞이하려는자세를가지고있다는것을기쁘게여긴다. 또한우리가이사람들을
너무나 게을리 대해서 아직 이들이 기독교가 진정 무엇인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위의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말해 준다. 이런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32) ｢대한매일신보｣, 1907. 7. 31.
33) ｢황성신문｣, 1907. 11. 2.
34) ｢대한매일신보｣, 190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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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이런 시험 중 몇 개만 들어도 족할 것이다.’
‘지난가을난리가났을때목천에있는우리신자들은심한고난을받았다. 안내(Annai)에
있는우리교회가 일본군에 의해 전소되었고 이곳에서 몇리 밖에있는사자골에서는
3명의 신자가 일본군에게 붙잡혀서 총살형을 당했다. 명령에 의해 일본병사들은
불행한 희생자들의 가슴을 겨냥하였다. 총성이 멎고 나서 병사들은 앞으로 나아가서
시체들을 총검으로 찔렀다. 그러나 웬일인지 두 사람만 총검을 찌르고 한 사람은
그냥 쓰러진 대로 내버려두었다. 그리고 병사들은 떠났다. 후에 보니 총검에 찔리지
않은 그 사람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났다. 그가 간호를 받고 곧 건강을
회복하자 이 사실은 아주 신비한 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설명할 때
‘그사람이아주신실한기독교인이기때문에하나님이그를죽지않게하신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던 것이다.’35)

대부분 기독교로 개종한 지령리 주민들은 1907년에 교회가 일본군에 불타고
교인이 총살을 당하는 커다란 시련을 경험하면서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필요
없이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에 대한 의지가 더욱 굳어졌다. 그것은 안전과 행복을
위한 생활상의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Ⅲ. 지령리 2세들과 공주 감리교회
1. 지령리 사람들의 신교육
1) 동리 최초의 미국 유학생 조병옥
아버지 조인원은 장남 조병옥이 일곱 살 때부터 열세 살때까지 괴산에 산다는
신(辛)선생이라는 분을 독선생으로 모셔 동몽선습을 비롯하여 통감, 소학,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사서삼경과 강목 75권 중 26권을 읽히는 동시에
사율(四律), 시부(詩賦)같은 문학적 소양도 쌓게 하였다. 남달리 기억력이 우수하여
동네사람들로부터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던 아들 병옥은 조인원에게 큰 기쁨이요
35) 감리교 공식보고서 Official Report. 1908, pp.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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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였을 것이다. 지령리 교회 속장 조인원은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장남
조병옥에게 신학문을 배우도록 공주 영명학교로 보내게 되었다.
“나의 가친은 열다섯만 되면, 어느 얌전한 신부를 골라 가지고 장가를 보낼 포부를
가지고 계셨다.”

조병옥은 부친 조인원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전국을휩쓸던해에태어나유관순보다8살위였다. 1906년유관순이4살때조병옥은
12살로, 이때부터 조병옥은 공주 영명학교에 입학하여 1910년 졸업했다. 조병옥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장가를 보낸 연후에, 내 가친은 내 백부의 동서뻘 되는 분이 대한학자(大漢學者)
였으므로, 그 분에게 맡겨 한문을 철저히 전공시키려고 하였으나, 그러한 계제에
때마침미국인감리교선교사인‘케불’ 목사가, 우리동네에와서전도를하게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운명을 바꾸는 계기를 만나게 되었다. 아버지 조인원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회고는 계속된다.
“우리 가친은 감리교 신자가 되는 동시에, 우리 집 사랑채를 새경회 강습 장소로
개방하고 신자들을 많이 모이게 하였으며, 그리하여 용두동 기독교의 창설자가 되고
속장이라는 교직까지 얻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가친이 기독교 신자가
되었던관계로해서케불목사는 나를 공주에있는미션계의 학교인영명(永明)학교에
추천하여 입학케 하였던 것이다.”36)

이처럼 조병옥은 공주의 케이블 목사의 추천으로 공주 영명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조병옥은영명학교학생들나이가조병옥보다10여세이상이었으나, 한문
실력 때문에 당시 5년제인 영명소학교 4학년에 편입하여 2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이어 2년제 영명특별중학에 진학하여 또한 마쳤다. 그의 아버지 조인원은 아예
신학문으로 아들을 대성시키고자 조병옥을 평양 숭실학교 3학년에 편입시켰다.
조병옥은 공주 영명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그 4년이라는 동안, 나는 집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집에서 만득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귀동으로 자라났고,
36) 趙炳玉, 나의 回顧錄,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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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때문에 객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퍽이나 쓸쓸하고 고독하였으며, 달 밝은
밤이면 달을 우러러 보며 슬픔에 잠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이다.”고
회고했다.37)
조병옥은 영명학교 졸업 후 1910년 평양 숭실중학에서 2년 수학하고 2년간
배재학당에서 시간강사를 하며 영어를 공부한 후 1914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서 와이오밍 고등학교에서 4년간 수학한 후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
들어가합부, 석사및박사학위를하고1925년귀국하여해방후한국사회지도자로
나중에1960년대통령선거에현직이승만대통령과겨루는민주당대통령후보까지
되었다.

2) 유관순 집안 자녀들의 영명학교 유학
앞의 유중영의 기록과 대담 등에서 지령리 교회는 조병옥의 부친 조인원과
유관순의 부친 유중권 등이 교회를 도왔다고 하고 있다.38) 조인원은 속장으로
지령리 교회를 이끌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중권은 장남 유우석의 말에
의하면유교적인관습을지키기위해결단코기독교를받아들이지않았다고한다.3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중권은 아들딸들의 신식학교 유학을 위해 공주나 서울로
가는 것을 허락했다.
유관순 집안 자녀들의 영명학교 유학은 작은 집 사촌오빠, 즉 유중무(柳重武,
1875~1959)의장남 유경석(柳京錫, 1895~1990)으로부터시작했다. 유경석은1903년
8살때부터15살되던1910년까지서당에다녔다. 그 후1910년에공주 영명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1912년 보통과를 마치고 이어 같은 학교의 고등과로 진학하여
1915년 졸업했다. 1916년 그는 경천감리교회에서 영명학교 출신의 노마리아
(盧馬利亞, 1897~1982)와 결혼했다. 지령리 감리교회 공동체가 공주 감리교회

공동체와 혼맥으로 연결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이후 경천에서 가난한 아동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
유관순의 친오빠 유우석(柳愚錫, 冠玉, 俊錫)이 1912년부터 흥호학교를 다니기
시작해 1915년에 졸업하고, 1915년부터는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장명학교에서
37) 조병옥, 나의 회고록, 민교사, 1959, p. 43.
38) 유중영, ｢고흥 유빈기 자(字) 성배(聖培씨 약사｣(미간행 원고).
39) 조선일보, 196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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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사 김구응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후 1916년 4월 공주 영명학교에
입학하여 다니던 중 1919년 3ㆍ1 운동을 맞아 영명학교 만세시위의 주역 중 한
사람이 되었다.

3) 유중영네 가족의 공주 서점경영과 영명학교
유빈기는개종후가족들을데리고공주로이사하여공주초등학교앞큰길가에
서점을열었다. 기독교서적을취급하여일반서적도팔고, 한달의절반은쪽성경을
지고 시골로 다니며 권서인으로서 문서선교에 종사했다. 아들 유중영은 1915년경
영명학교에 다녔다.
우리가 공주로 이사 간 후에 우리 아버님은 매서(賣書)하면서 교회에서 선교사
들이도와주어가지고서공주시내에다책사(冊舍), 책장사를하고지금공주초등학교
앞에 큰 길거리에다 책사를 만들어서 성경, 찬송 팔고, 교회 책 팔고 민간 사회
책도 좀 팔고 해서 우리 아버님은 한 달에 반은 도내를 걸어 다니면서 매서하고,
나는영명학교에열여섯살먹어서학교에들어갔으니까. 학교라고는우리고향에서
제일먼저 문화 인민이 됐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영명학교를 1917년에 졸업
했습니다.40)

2. 지령리 자녀들의 결혼과 공주
1) 조병옥과 노정면
조병옥은 영명학교 졸업 후 평양 숭실학교에서 2년 수학하고, 미국 유학을
위해 배재학당에서 시간강사를 하며 영어를 배우고 있을 때 공주 영명학교 시절
스승이었던 윤성열(尹聲烈) 선생 모친의 소개로 서울 진명학교 출신의 소학교
교사노정면(盧貞冕)을만나게되었다. 조병옥은윤성열선생의모친과함께학교로
출근하는 노정면을 길 모퉁이에 숨어 신부감의 용모를 지켜 본 후 장인이 될
노병선(盧炳善)41) 부부를 만나 청혼의 의사를 전하여 승낙을 받고 유학을 떠나

40) ｢유관순에 대하여, 유중영(柳重永),씨와의 대담, 그의 자택에서, 1988. 10. 4｣, 홍석창 목사 블로그:
http://blog.daum.net/hsc5625/20.
41) 노병선(盧炳善, 광옥, 1871~1941) 평북 철산출신, 배재학당에서 수학하였으며, 전도인이자 기독교
청년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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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에뒤따라 유학을 떠난신부와미국에서가정을이루게 되었다.42) 조병옥의

결혼은공주영명학교시절선생님이놓아준인연의다리를통해결혼하게되었다.

2) 유경석과 노마리아
유관순의 사촌오빠 유경석은 영명학교 보통과(2년)를 거쳐 1915년 고등과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16년 4월 3일 영명여학교 제1회 졸업생인 노마리아와 결혼
했다. 두 사람의 결합은 공주 감리교 공동체가 가꾼 열매의 하나였다.
노마리아는 1898년10월 10일 노명수(盧明洙)와 백정화(白貞和) 사이에무남독녀
로생으로 1906년 8세에 영명학교에 입학하여 1914년 진영신, 서유도라, 김엘라,
강째세등6명의동창생들과함께영명학교를졸업한1회졸업생중하나다. 영명학교
졸업 후 계룡․경천․원명학교 교사로서 문맹자와 가난한 아동을 위한 교육에
힘쓰다가유경석을만나결혼하였다. 1917년부터1920년까지아산둔포배영여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외손자 유제경은 노마리아를 키운 외할머니 백정화 여사에 대한 회상을 통해
개종 1세대 만에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린 공주 감리교 공동체의 문화의 단면을
보여 준다.
“나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그 어른의 감화를 받으며 자라났다. 일생을 희생하며
사셨다. 가난한가정을잘이끌어나가셨고, 어려움을기쁨삼아승리의생활을사셨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모범적인 이상생활을 하셨다. 생계를 위해
그렇게바쁘시게일하시는중에도성경읽기와무릎을꿇고기도를거르지아니하셨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끄셨다. 특히 외손자인 나를
어려서부터 기도로 키워 주셨다. 어머니 배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한다. (중략) 내가 형무소에 있는 동안 할머니는 쉬지 않고 예배당에 나가 기도하셨다.
덕분이 나는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강하게 출옥할 수 있었다.43)

이런 공주 감리교의 기독교적 신앙 속에서 자란 노마리아와 유경석은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문맹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힘썼다.
3ㆍ1 운동으로 아버지 유중무와 사촌동생 유관순이 붙잡혀가고 헌병대에서
42) 조병옥, 위 책, pp. 49-50.
43) 유제경, 근원을 찾아서, 신앙과 지성사, 2015. pp. 3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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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유예도를 수배하자 유예도를 이곳저곳으로 숨겨주다가 마침내 충남 홍성의
한철유 목사의 동생 한태유에게 시집보내고 본인은 일본으로 피신하여 10년 간
숨어 살았다. 그 후 돌아와 부인 노마리아와 함께 공주에서 공금학원(公錦學園)을
운영하며 교육운동을 폈다. 노마리아는 1920년부터 남편 없이 혼자 공금학원을
운영하였고, 남편이 돌아오자 1941년까지 남편과 함께 이를 운영하여 문맹퇴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공금학원은 아들 유제경이 교단에서 일왕에 대한 불경죄로
투옥되면서폐쇄되었다. 해방이되자1945년8월16일공주군애국부인회장, 1946년
6월 10일 민족통일본부 중앙협의회원으로 이시영, 조성환, 오하영, 김성수, 이범석,

윤보선, 김동원, 허정, 방응모, 이묘묵, 전순애와 함께 위촉되었다. 이승만이 총재,
김구가 부총재였다.44) 1947년 1월 2일 국립경찰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제5관구
경찰청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휴전 후 경감으로 정년퇴임하였다. 1954년
에는 제3대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1982년 9월 11일 별세함으로써 봉사의
삶을 마감했다.45)

Ⅳ. 유관순과 샤프 여사
1. 샤프 여사 자료 찾기
유관순열사의교육과정신적성장, 독립정신의많은부분은엘리스샤프여사의
가르침과도움이컸다. 샤프여사는유관순의은인일뿐아니라공주와충남일대의
기독교 발전과 여성교육에 37년의 인생 황금기를 바치며 지울 수 없는 공헌을
했다. 샤프 여사는 37년 한국 봉사 기간 중 33년(1905~6, 1908~1939)을 공주에서
봉사했다. 그런사프여사에대해한국이나충남, 또는천안이나공주나어디에서도
그 삶을 조명해 본다는 생각을 못한 채 세월이 지났다.
2004년 필자가 유관순 열사 전기 유관순, 불꽃같은 삶 영원한 빛을 쓸 때

샤프 여사에 대해 궁금했다. 그러던 중 공주 영명학교 출신의 3ㆍ1 운동 참여자
44) 서울신문』, 1946. 6. 30.
45) 이정은, 유관순, 불꽃같은 삶, 영원한 빛,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p.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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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姜允)의 아드님 강신근(姜信根, 재미 건축가)씨를 만나게 되었다. 그 분으로
부터 샤프여사가 미국의 LA 근처 캘리포니아 패사디나(Pasadina) 로빈크로프트
양로원(Robincroft Home)에살았고, 함께공주에서오래봉사했던윌리암스선교사도
패사디나에 붙어 있는 글렌데일(Glendale)에 살았다는 말을 들었다. 강신근씨는
1955년4월미국유학을가서 LA 근처글렌데일에서만년을 보내고있던아버지의

스승 윌리암스 선교사와 샤프여사를 찾아뵈어 그 분들로부터 유관순 이야기를
많이 들어 잘 알고 있다고 했다.46) 강신근 씨는 “유관순 열사가 독립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샤프여사와 윌리암스 선교사가 심어준 자유정신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분이준정보를갖고로빈크로프트양로원의주소를찾아연락을취해양로원에
남아있는기록이있으면사본을부탁했다. 여러주일이지난후양로원에서보관하고
있는그녀에대한간략한기록을받을수있었다. 보내온기록은모두한두페이지
짜리 간략한 것들뿐이었다. 기대했던 일기나 회고록 같은 기록물은 없었다.
있었다면 아마도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맡겼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1971년에 100세를 맞아 생일 축하를 했다는 자료가 있는 것에 놀랐다. 한국에서

돌아간이후자녀도없이양로원에서30여년을살며100세를맞았던것이다. 그녀는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했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 분은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들려 줄
공주와 충남지방 여러 지역 학교와 교회, 특히 유관순 열사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수있었을것이다. 샤프여사는돌아가는순간까지공주에서봉사했던시간들을
큰 보람과 기쁨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료들이 보여 준다.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놓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필자는 1997년 미국 필라델피아의 장로교 역사위원회 자료실에서 3ㆍ1 운동에
관한 선교사들의 보고자료 M/F을 찾았던 경험이 있었던지라47) 미국 감리교

46) 강신근 씨는 은퇴하여 LA 인근의 Mission Viejo에 살고 있었다. 필자는 2004년 유관순 열사 전기
유관순-불꽃같은 삶, 영원한 빛을 낸 이후 그 분이 연락을 해와 서울에서 만났고, 이듬해인
2005년 7월 11일 멕시코 출장길에 Mission Viejo에서 그와 면담을 통해 멕시코 티후아나 숙소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47) 이 자료는 KoreanIndependenceMovement라는 제목의 M/F 3롤 분량 자료로, 입수 후 번역되어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에 ｢재한외국선교사보고문건｣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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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이 어디 있나 찾았다. 미국 뉴저지 메디슨 시에 미국 연합 감리교회 자료
및 역사 위원회가 있었다.48) 이메일로 샤프 여사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며
자료가있으면 사본을부탁했다. 얼마 후몇건의 간략한자료를보내왔다. 이렇게
하여 샤프여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손에 넣게 되었다.

1) 로빈크로프트 양로원에서 받은 자료
A-1. Alice H. Sharp
1946년 4월 15일로빈크로프트 양로원에 온직후직접타이핑하여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기 소개서 (1쪽)
A-2. Mrs. Alice H. Sharp 설문지

로빈크로프트양로원입주시간략한인적사항과취향등을조사한것으로
보이는 설문지
A-3. 100th Birthday, Robincroft Reflection, 1971 Spring, Volume 4, N0, 1 100세 생일을

맞는 샤프 여사 생일행사 관련 기사
A-4. Former Missionary Honored On Birthday, Star News, April 1971 샤프 여사의
100세 생일 관련 기사
A-5. THIS IS YOUR LIFE

엘리스 샤프 여사의 100세 생일 기념 축하 프로그램의 축하문
샤프여사100세생일축하모임에서공주선교사헤이즐해치(Hazel Hatch)49)가
했던생일축하메시지. 서두에다음과같은주의사항이괄호안에표시되어
있다: “(당신의 축하 메시지가 2분을 넘지 않게 하여 그 분을 너무 지치지
않게 우리를 도와 주셔요.)” 내용이 간략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말해 준다.
(타이핑, 1쪽)
A-6. ALICE H. SHARP(1871~1972)

샤프여사의 장례식 때 소개된 약력, 그녀의 자기 소개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생애를 요약한 후 양로원 공동체가 샤프여사에 대해 가진
애정, 그녀의 추도집회와 유골의 안치사항이나와 있다. 그녀는LA 카운티,
48)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 History, The Unites Methodist Church, Madison, NJ.
49) 미감리회여선교사, 1920년에내한하여공주에서활동하다1932년귀국했다(윤춘병, 한국감리교회
외국인 선교사, 한국 감리교 사학회,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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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타네나의 마운틴뷰 공동묘지 납골당에 안치되었다.50)

2) 미 연합감리회 자료 및 역사 위원회에서 받은 문서
B-1. 선교사 신상기록카드

인적사항과 선교사 봉사 및 은퇴기록(앞뒤로 2쪽)
B-2. Elaine Magalis, Meet Alice Hammond-Retired Missionanry a Century Old,
Interpretive
Services, May 13, 1971(앞뒤 양면 2쪽).
B-3. Alice Hammond Sharp-kongju Korea, Missionary of this Department, New
York
Branch, Extension Department,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Methodist
Episcopal Church(브로슈어, 6쪽).
B-4. Missionary Personals, New york Branch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40.
B-5. Korean Mission Field 1940 기사 2건
B-6. 사프 여사 사진(복사) 1매

이상이 샤프 여사에 관한 11가지 자료이다.

2. 조각 자료를 모아 본 사프 여사의 생애
1) 출생과 성장
샤프 여사의 본명은 엘리스 J. 해먼드(Alice J, Hammond)이고, 1900년 한국에
와서1903년 로버트 아더 샤프(Robert Arthur Sharp, 1872~1906) 목사와결혼함으로써
앨리스 해먼드 샤프(Alice Hammond Sharp)가 되었다. 한국 이름으로 사애리시
(史愛理施)이고, 사(史) 부인으로도 불렸다.

샤프여사는1871넌4월11일캐나다노바스코샤(Nova Scotia)주51)
야머스(Yarmouth)
세보그(Cheboque)에서 윌리엄 에드워드 해먼드(William Edward Hammond)와 엘리스

50) 2400 N. Fair Oaks Avenue, Altadena, Los Angeles County, California USA, Postal Code: 91001, Phone:

(626) 794-7133, http://www.mtn-view.com/.
51) Nova Scotia(/ˌnoʊvə ˈskoʊʃə/; Latin for "New Scotland") 캐나다 대서양 연안 세 연해주의 하나.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 주 수도는 핼리팩스(Hali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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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헴몬드(Alice Jane Hammond) 사이에서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 윌리엄 이름
앞에 Captain52)이 붙은것으로볼 때군인(육군대위 또는 해군대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엄격한듯보이는표정은이런집안에서온것인지도모른다. 샤프
여사는 26살 될 때까지 부모 슬하에서 생활하며 개혁감리교단(Reformed Baptist
Church)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녔다. 그 후 상급학교에 진학했으나 병이 나서

학교를 그만 두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집에서 공부를 계속했다. 그녀는 자기
소개서에서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내가 10대 시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매우 많은(rich)
소중한 경험을 주셨다. 내 마음은 그 분의 발자취를 따라 그 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가득차게 되었다.”53)

이러한 기독교적 성장배경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자신의 온 생애를 기독교적
봉사에 바치기로 결심했다.54) 자기 소개서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내 20대 초반에 기독교적 사역에 부름을 느꼈다. 그러나 내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기다리며인도를간구했다. 그후한친구가내게선교지에서일꾼으로훈련시키는
선교사 훈련학교가 뉴욕의 브룩클린에 있다고 알려 주었다.”55)

그 학교는 연합선교사훈련원(Union Missionary Training Institute)56)으로서 1885년
감리교 선교사로 봉사하다 은퇴한 사람이 설립하여 운영하며, 초교파적인 선교사
훈련학교였다. 샤프 여사는 1897년 그 학교에 입학하여 성경과 문학, 동양 언어,
선교사업과 의학에 관해 교육을 받고 1900년 5월에 졸업했다. 재학 기간 중 한
학기 동안 화이트 박사(Dr. White)의 지도자양성반(Bible Training School)을 다녔다.57)
브룩클린의 연합선교사훈련원에서 후에 남편이 되는 로버트 아더 샤프(Robert
Athur Sharp)를만났다. 그러나 바로 결혼하지 않고그녀는선교지 한국으로 떠났다.
육군, 공군의 대위, 해군의 대령. 또는 선장.
자료 A-1. Alice H. Sharp, 자기소개서.
위와 같음.
위와 같음.
Lucy D Osborn, The Union Missionary Training Institute, Brooklyn: Union Missionary Training Institute,
[1899].
57) B-1. 선교사 신상기록카드.
52)
53)
54)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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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주에서의 봉사
샤프 여사는 1900년 11월 한국에 왔다. 샤프 목사는 2년 후에 그녀를 따라
한국으로 왔다. 두 사람은 1903년 6월 30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은
함께 선교지역에서 봉사했는데, 대부분 선교하는 사역이었다.
1905년 6월 21일부터 열린 감리교의 제1회 선교연회에서 샤프 목사는 공주지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아내와 함께 공주에 내려온 샤프 목사는 그해 여름과 가을
내내다른일제쳐놓고집을지었다. 일꾼을구해직접공사감독을하며, 가마를만들어
붉은 벽돌을 구웠다. 나무도 여러 곳을 다니며 직접 용도에 맞는 것으로 구해
왔다. 벽체가 세워진 후에는 직접 유리를 끼우고, 기름칠과 페인트칠을 했다. 공주
지방에서는최초로서양식벽돌양옥을짓자많은공주사람들이몰려와건축과정을
구경했다. 이들 부부는건물에호기심을 가지고다가오는주민들을 친절하고따뜻
하게맞아주었다. 공주에서양식집이생겼다는소문이공주주변으로퍼져나갔다.
그들의 친절한 태도에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큰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침착하고 다정다감하며, 추진력과 인내심이 뛰어난 여성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58)
사프 여사는 선교사로서 자신의 임무에 대해 자기 소개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한국에서 나의 일은 대부분 시골을 다니며 전도하고, 모임을 가지는 일이었다.
겨울에는 여성들이 바쁘지 않기 때문에 학습반을 운영한다. 처음에는 가마를 탔고,
그 다음에는 말을 타고, 그 후에는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59)

1905년 10월 5일 사애리시 부인은 감리회 여선교회의 승인을 받아 공주에 명선

여학당을 세웠다. 학교는 공주군 옥룡동의 한 초가에서 보통과 4년제와 중등과
2년제의 학당으로 시작되었다. 학교는 설립됐으나 외국인이 세운 신식학교에

딸자식을보내려는부모들이없었다. 사애리시부인은교인들의딸을입학시키도록
종용하려했으나해당자가없어하는수없이가가호호를방문하여입학을권유했다.
몇달을그렇게노력한끝에진영신과박초희라는여자아이2명이입학하게되었다.
당시는“미국여자들이우리나라딸자식을데려다가처음에는잘해주는척하다가
나중에는 미국으로 몰래 데려 간다더라”고 쑤군거리며 경계하던 시절이었다.

58) 이정은, 위 책, 2004, pp. 177-179 참조.
59)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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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2월 논산 강경 등지로 전도여행을 간 샤프목사는 갑자기 진눈깨비를

만났다. 그곳은 허허벌판으로 잠시 진눈깨비를 피할 곳이 없었다. 다행히 작은
초가집을발견하고그리로달려가진눈깨비를피했다. 그러나그집은발진티푸스를
앓다가죽은사람을막장사지낸집이었다. 장사를끝내고갖다놓은상여기물들을
만진샤프목사는발진티푸스에걸려앓아눕게되었다. 부인의정성어린간호와주위
사람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달쯤 뒤인 3월 6일60) 34세의 젊은 나이에
결혼한지3년밖에되지않은아내를남겨놓고사망했다. 사랑하는남편을공주자택
뒷산에 묻은 샤프여사는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해
6월본국으로돌아갔다. 그녀가돌아가던날교회와영명학당은눈물바다가되었다.

미국에 돌아간 샤프 여사는 1908년 7월 뉴욕의 브룩클린에서 다시 부름을 받아
8월 25일 한국의 선교지 공주에 도착할 때까지 슬픔을 달래는 귀휴기간(1906년
6월~1908년 8월 25)61)을 보냈다.
1908년 8월 25일 샤프 여사는 남편을 묻은 공주로 돌아왔다. 어린 시절,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그 분의 뜻을 실천하며 봉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결심을
온전히 실천하고자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그보다 남편을 잊지 못하여 사랑하는
남편 곁으로 돌아왔다 해야 맞을지 모른다.62) 남편이 묻힌 곳에서 남편이 못다편
봉사의 꿈을 끝까지 추구하고자 다시 결심을 다졌을지 모른다. 1926년부터 6년간
샤프 여사의 제자였던 박한나 여사에 따르면, 샤프 여사는 항상 돌아간 남편과
대화하면서 생활했다 한다.
아침이면남편샤프목사님의무덤을 향해 ‘오늘은부여 갑니다’, 그다음날은 ‘논산과
강경에 갔다 옵니다’하고 매일 얘기하듯이 보고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보냈으며, 항상
그녀의 올갠 위에는 아들같이 젊은 남편의 사진을 놓고 생활했다.63)

선교사 기록카드를 보면 샤프여사의 선교사업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여러 번의

60) 로버트 샤프 목사의 사망일자는 3월 5일(공주제일교회 약사, 1930) 3월15일(기독교대백과사전)
등으로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자료 B-1. ｢선교사 신상기록카드｣의 3월 6일 기록을
따랐다.
61) B-1. 선교사 신상기록카드.
62) 남편 샤프 목사의 묘는 공주 영명학교 뒤 언덕 위에 있다. 공주에서는 샤프여사의 유골을 공주의
남편 샤프 목사 묘 곁으로 이장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 보도기사 근거.
63) ｢박한나 권사의 사애리시 선교사에 대한 증언｣, (사) 한국선교유적연구회 홈페이지missionst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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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차 1900~1906
2차 1908~1915
3차 1916~1922
4차 1923~1929
5차 1930~1939

1차와 2차 사이의 2년간의 공백은 남편을 사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슬픔을

달랬던 기간이다. 4차와 5차 사이에 5개월간 미국으로 돌아가 쉬는 귀휴(歸休)가
있었던 것을 보면 각 기간 사이에 몇 개월의 휴가가 있었던 것 같다.64) 자료
A-2를 보면 1939년 미국으로 돌아간 샤프 여사는 은퇴전의 마지막 휴가를 보냈던

것 같다.
선교사 개인정보
로버트 샤프 여사가 은퇴 전 마지막 휴식을 갖기 위해 한국의 공주에서 미국으로
귀환했다.
앨리스 해먼드 샤프 여사는 로버트 샤프 목사의 미망인으로, 한국에서 선교사 남편과
결혼하여 공주지방에서 봉사했다. 4년간의 행복한 봉사는 샤프 씨가 1906년 사망함
으로써 끝났다. 그 후 잠시 귀휴를 한 후 샤프 여사는 같은 선교지로 돌아가 남편의
헌신적인 조력자이자 조언자로 봉사했던 지역에서 혼자 봉사하게 되었다.
그녀가 담당한 선교지역은 50개의 교회를 관할했는데, 그 지역의 여성과 어린이들이
그녀의담당이었다. 그녀의여행은종종하루에 15마일이상의산길을걷거나 다리도
없는 내를건너야했다. 겨울에는 공주와 주변지역에서 전도부인이나 초심자들 위한
훈련반을 열었다. 그녀는 (감리교 감독교회 해외선교협회) 뉴욕지부의 연장부(extension
department)의 지원을 받았는데, 자신이 700명 이상의 우리 지부의 농촌지역 여성들의
기도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4월 11일이 생일이다.65)
64) “다섯 번째 귀휴는 1929년 9월 1일부터 1930년 2월 1일까지였습니다.”(B-3 Alice Hammond Sharp-kongju
Korea, Missionary of this Department, New York Branch, Extension Department,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Methodist Episcopal Church).
65) B-4 Missionary Personals, New york Branch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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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타계한 남편 샤프 목사의 뜻을 받들기 위해 협산자교회(挾傘者敎會)
여집사직을 맡아 열과 성을 다해 선교활동을 하며 한편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열의를불태웠다. 그녀의교육사업은강경, 논산등지로까지뻗어나가강경에만동
(萬東)여학교, 논산에 영화(永化)여학교를 세웠고, 1935년에는 공주에 원명서당
(元明書堂)을건립하였다. 그녀는일제당국의강제출국령을받고미국으로돌아갈

때까지 33년간 공주지역을 중심으로 선교와 교육사업에 열과 성을 바쳤다.
유관순이 10살 때인 1912년 사부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했는가를 말해주는
스웨어러 선교사 보고서의 언급을 볼 수 있다.
“샤프 부인은 아주 많이 여행을 하여서 우리에게는 거의 타인과 마찬가지이다. 내가
가는 어느 교회에서나 그곳 여신도들은 샤프부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방문을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그녀가 곧 다시 방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한다. (중략) 그녀는 거의 동시에 두세 곳에 있는 것 같다.”66)

샤프 여사의 봉사와 자선은 평생 계속되었다. 유재경은 유관순의 사촌오빠
유경석과 노마리아 사이에 난 아들이다. 그는 공주고등학교 시절 샤프여사와
관련된 사실 한 가지를 들려준다.
“내가 공주고등학교에 다닐 때, 미국 선교사 서부인(A. H. Sharp, 서사덕, 사애리시)이
매월 5원씩 나에게 학비를 내 주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나는 고마우신 그 분의 말씀에 따라 몇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나누어 주고 있다.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기쁜 마음을 길이 간직할 수 있다.67)

3) 샤프 여사의 선교사업 후원 조직
샤프 여사의 공주지역 선교와 교육사업은 미국 감리교 감독교회(Methodist
Episcopal Church) 여성 해외선교협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연장부
(Extension Department)의 지원으로 지속할 수 있었다. 이 조직은 1869년 출범한

선교지원단체로 “주님은 손이 없으시고, 우리 손으로 그의 사업을 행하신다…”는
66) 홍석창, 위 책, p. 85.
67) 유재경, ｢빚｣(1996. 12. 5), 근원을 찾아서, 신앙과 지성사, 2015, p.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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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를갖고선교사업을지원했다. 이지원단체에서만든샤프여사에대한팜플렛을
보면 공주에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 뒤에 그 생계와 교육사업, 전도사업을
지원하는 미국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0년 전엘리스 해먼드 샤프여사의 한국 봉사가우리 위원회에 받아들여져서울에서
전도와 교육사역을 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2년 후 로버트 샤프 목사와 결혼하여
둘이 함께 공주지방부에서 봉사했습니다. 1906년 샤프 목사의 사망 후 짧은 귀휴를
고향에서 보낸 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포드 자동차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녀의 여행은 포드 자동차가 갈 수 없는
힘든 먼 길을 도보로 가야 하지만 그들에게 가서 봉사하는 것이 그녀의 큰 기쁨
이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보낸 흥미 있는 편지들을 통해 우리는 불편함을 견뎌야
하는 것들 보다 훨씬 많이 성취한 사업에 대해 듣습니다. 그녀의 다섯 번째 귀휴는
1929년 9월 1일부터 1930년 2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녀는간절히그녀가사랑하는임지로돌아가고싶어했습니다. 그녀는지금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주지방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부에는 37개의 교회와
기도실(prayer room)이 있습니다.
만일당신이연장부회원이되면당신도샤프여사를지원하는데도울수있습니다.68)

이팜플렛은 회원들에게샤프여사를지원하는데참여하도록하기위해만들어
배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샤프 여사의 사업이 확장될 때 새로운 기금을 조성해야 했다. 다음의 자료에서
공주 지방부에서 유치원 사업을 새로 시작했을 때 뉴욕에서 기금을 모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주 지방부의 유치원 사업
우리연장부회원들이샤프여사의급료를지원하나, 너무많은우리연장부회원들이
과외의 선물(gift)을 하기 원하여 우리 지부의 이 부서는 13명이 공주 지방부의 한
유치원을통한교육사업을책임맡기로했다. 분담금은1인20달러로이특별한사업에

68) B-3 Alice Hammond Sharp-kongju Korea, Missionary of this Department, New York Branch, Extension
Department,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Methodist Episcopal Church(브로슈어,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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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총액은 260달러이다.
샤프 여사는 매우 자주 어린이들 필요사항을 적어 보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이 어린 것들은 방치되고 말 것입니다.” 한 편지에서 그녀가 썼던
말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모아 그 분의 사랑으로 감싸며 우리가 그들의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주님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기금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우리 연장부 회원들에게 요청하는 모든
것은 1달러 회비입니다. 그 이상을 원하시는 회원들은 이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우리 연장부 회원들께서 이 사업 기금을 모으기 위해 햇빛가방(sundhine bag)이나
자선상자(mite box: 자선기금을 모으기 위한 상자)를 활용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지역의 연장부서 서기에게 햇빛가방이나 자선상자를 보내 주도록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 지부에서는 강경학교 교사 급료를 위해 175달러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샤프
여사의급료나13인이맡은교육사업에필요한이상모이는금액은이사업을위해서나
특별한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잡지 “여성의 선교사 친구” 잡지는 월드 비전을 보는 창입니다. 이 잡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여성 해이 선교협회 소속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전해 줍니다.
“게시판”(Bulletin)은 뉴욕지부의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우리 자체의 선교사들이 하는
사업을전하며우리지역의사업에관해생생한소식을전합니다. 이두가지발간물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69)

이처럼 샤프여사의 공주지역 장기봉사는 미국 여성들의 선한 손길에 의해
지속가능했다. 샤프 여사의 봉사를 기억할 때 그녀의 봉사를 지원한 후원단체
여성들의 선의와 희생도 기억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

69)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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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환과 만년
39년간의한국봉사를마치고궁주를떠날 때샤프 여사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장서들을 이화여대에 기증했다. B-5의 The Korea Mission Field(1940) 스크랩에
그 내용이 있다.
39년 이상을 감리교의 공주 지방부 엘리스 (로버트 부인) 샤프 여사는 아끼던 장서를
이화여대에기증했다. 그장서에는종교, 역사, 철학과문학에관한매우좋은소장품을
포함하고 있다. 샤프 여사는 선교사역으로부터은퇴한다. 그녀의전 생애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 준 진실한 기독교정신은 그녀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깊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공주 지방부의 여행일정을 잡을 때면 언제나 그녀의 방문은 많은 무거운
집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빛과 평안을 의미했다. 그녀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기쁨과 용기가 솟는다고들 말하곤 했다.
그녀의 교육과 전도사업을 기념하여 충실한 친구들이 영명산업학교(Yungmyung
industrial School) 운동장에 세운 기념비와 이화여대에 기증한 장서들이 샤프 여사가
참으로 아름답운 모범을 보여 준 것처럼 강하고, 조용하면서도 기독교적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70)

선교사로서 활동적인 봉사를 끝낸 시점은 1939년 8월 12일이며,71) 샤프 여사의
나이 68세 때였다. 그녀는 2년의 귀휴 기간을 제외하면 37년을 봉사했다. 샤프
여사의 은퇴일은 미국으로 돌아간 지 2년 후인 1941년 8월 1일자이다.
샤프 여사는 1946년 3월 15일 로빈크로프트 양로원에 안착하여 여생을 보냈다.
로빈크로프트양로원에서 샤프여사는 영성과 너그럽고 긍정적인 성품으로 주변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101세를 사는 동안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맑았던 것 같다.
“로빈크로프트 양로원 사람들은 엘리스 샤프 여사를 사랑했다. 그들은 샤프 여사의
많은면을사랑했다. 즉, 그녀로부터풍겨나오는영성, 사물을있는그대로받아들이는
조용한 너그러움 같은 것들을 말이다. 그들은 거의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지켜온
맑은 정신을 존경했다. 그녀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우리는 그녀의 생애에
감사한다.72)
70) B-5 The Korea Mission Field(1940).
71) A-2. Mrs. Alice H. Sharp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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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4월 11일 샤프 여사는 로빈크로프트 양로원에서 100세 생일을 맞았다.

스타뉴스 1971년4월호는100세생일축하기사를통해이날의행사를보도하고
있다.
100세에도 여전히 활동적인 앨리스 해먼드 샤프여사는 패서디나 양로원 거주자로서
39년간의 전도사업에 대해 “기쁨에 찬 봉사였다.”고 회상했다.
그 대부분의 세월을 한국에서 봉사했는데, 1901년에 한국에서 선교사업을 시작
하였고, 1903년 그곳에서 결혼했으며, 한국에서 함께 봉사했거나 알았던 여러 명의
친구들이 로빈 크로프트 강당에서 4월 11일 열린 100세 생일 축하 모임에 축하객으로
참석했다.
그들중에는 H. J. Lew 감독내외, 장로교의료선교사로서한국치과병원을운영하면서
샤프 여사를 알았던 지역 치과의사 제이 앨버트 맥안리스(Dr. J. Albert McAnlis),
유은상(Ein Sang Yoo), 메이블 메츠거(Mabel Metzger), 에덜 아드(Ethel Ard). 캐더린
베이커(Catherine Baker), 안나 샤핀(Anna Chaffin), 그레이스 윌리암스(Grace Williams)
여사와 한국에 봉사할 때부터 평생의 친구이자 동료 헤이즐 해치(Hazel Hatch)양이
참석했다.
해치양이 1871년 4월 11일 노바 스코샤에서 출생한 샤프 여사를 칭송하는 “이것이
당신의 생애이다”(This is Your Life) 순서를 진행했다.73)
다른 참석자로서는 뷸러 파운즈(Beulah Pounds) 로빈크로프트 양로원 이사장, 윌라드
스톤(Willard Stone) 로빈크로프트 원장 , 플레처 세얼러 박사(Dr. Fletcher Schearer),
존 제섭(Don Jessup) 목사가 참석했다. 마그릿 트위넴(Margueriet Twinem)이 사회하는
가운데 샤프 여사가 좋아하는 찬송가 "죄짐맡은 우리 구주"(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등 두 곡도 불렀다.74)

이날의 100세 생일 축하모임에서 미국 제40대 대통령(1981-1989)이 된 당시

72) A-5. ALICE H. SHARP(1871~1972).
73) 진행자(여기서는 헤이즐 해치)가 샤프 여사가 되어 자신의 생애를 소개할 때 관계되는 사람들이
중간 중간 나와 자신과 관련된 추억을 발표하며 진행하는 프로그램.
74) A-4. Former Missionary Honored On Birthday, Star News, April 1971.
샤프 여사의 100세 생일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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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33대, 1967~1975)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m)과 패서디나
시장 월터 베네딕트(Walt Benedict)의 축하 편지도 낭독되었다.
샤프여사는1972년9월8일101세를일기로세상을떠났다. 추모식은1972년9월
12일 화요일저녁 7시에도날드 제섭(Donald Jessup) 목사의집전으로 로빈크로프트

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유골은 마운틴 뷰(Mountain View) 공동묘지 납골당에 안치
되었다. 샤프 여사의 장례식에서 낭독된 약력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1972년 9월 8일 엘리스 H. 샤프 여사가 한 세기를 넘는 삶을 마치고 우리 곁을
떠났다. 그 길고 보람있는 삶을 한 페이지로 요약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녀의 다정다감한 성품과 기독교인으로서 헌신의 깊이를 어떻게 몇 마디 말로써
압축할수있겠는가! 불가능한일이다! 그럼에도우리는그래야한다. 그러므로우리는
무리가있지만앨리스샤프여사의생애에대해몇가지사실을말씀드리고자한다.75)

3. 유관순과 사프 여사
1) 샤프 여사와의 인연
샤프 어사는 로빈 크로프트 양로원에 입소할 때 작성한 자기 소개서에 한국
공주에서의 선교사업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한국에서 39년을 봉사하는 동안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우리가 설립한 여러
학교에서아이들이공부하는것, 주일학교와교회에서학생들이훈련을받고, 목회자와
교사, 전도부인(bible women), 의사와 간호사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76)

유관순을만나게된것도샤프여사의큰기쁨중하나였을것이다. 오빠유우석의
회고에 따르면, 유관순은 성격이 괄괄하고 고집스러웠으며, 똑똑했다. 아무도
유관순에게 글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어깨 너머로 한글을 익혀 성경을 줄줄
읽고, 외우기까지 했다. 오빠 유우석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75) A-5. ALICE H. SHARP(1871~1972).
76) A-1. Alice H. Sharp
1946년 4월 15일 로빈 크로프트 양로원에 온 직후 직접 타이핑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기
소개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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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엔 한글을 반절이라고 했지요. 아무도 관순이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반절을 혼자 익혀서 성서를 읽더니 외워대지 않겠어요. 재주는 꽤 있었던 것
같애.”77)

샤프여사는전도와더불어여성교육에큰 관심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감리교
공주 지방부 관내 교회들을 순행을 하면서 각 교회에서 똑똑한 여학생이 있으면
주목하여관찰했다. 특히여성교육의필요성에 강한확신과의욕을 가지고있었던
사프 여사는 지령리 교회의 유예도와 유관순에게 주목했다.
당시유관순의아버지유중권은소유토지가거의없이남의집소작으로살았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유중권은 첫부인 사이에 딸
하나를 낳고 사별한 뒤, 둘째 부인인 이소제(李少悌) 여사와의 사이에 유우석,
유관순과, 그밑으로 유인석(柳仁錫), 유관석(柳冠錫)을 낳아 딸 둘 아들 셋에다
아버지 유윤기(柳潤基)78)를 모시고 있었다. 없는 집에 식구는 많아 끼리는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힘들었다 한다. 이에 대해 강신근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샤프 부인이 지령리 매봉교회에 전도하러 갔는데 유관순 네는 찢어지게 가난했다.
게다가빚이있어밥도못먹어교회에서밥을주니까교회에서살았다. 어린유관순이
사부인을 졸졸 따라다녔다. 사부인이 유관순을 데리고 공주로 왔다. 사부인은 형편이
어려운아이 3-4명을데리고학당을시작했었는데, 유관순은가장사랑을많이받았다.
유관순의 오빠(유우석)도 따라서 공주로 공부하러 왔다. 유관순을 딸같이 키웠다.
이화학당 다닐 때도 방학 때 집에 가 봤자 먹을 것이 없어 공주로 와서 양어머니
샤프 여사의 교회일, 집안일 등 모든 일을 도와주었다.79)

2) 강신근씨의 증언으로 본 유관순과 샤프여사
강신근씨부친은유관순의오빠유우석과 함께 공주 영명학교학생으로서충남
공주3·1운동에참여한강윤(姜氵允)이란분이었다. 부친강윤은집행유예로풀려난
77) 조선일보, 1961. 8. 26.
78) 조부 유윤기 씨는 아우내 장터에서 아들 유중권과 며느리 이소제가 참혹하게 살해당하고, 남은
둘째아들 유중무와 손녀 유관순이 서대문 감옥에 투옥되었으며, 손자 유우석은 공주 영명학교
만세시위로 재판받고, 둘째 유중무의 아들 유경석은 일본으로 피신하였으며, 남겨진 두 손자
인석과관석이붙일데없이고아가된집안의풍비박산을지켜보며1919년그해6월16일사망했다.
79) 강신근, ｢유관순을 길러낸 사애리시 선교사｣, 개혁의 소리 2002. 7/8월호 및 강신근 씨가 필자에게
들려준 증언(2004. 10 서울 및 2005. 7. 11 멕시코 티후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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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공주의 프랭크 C. 윌리암스(Frank E. C. Williams) 선교사의 주선으로 일본으로
가서 빌 메럴 보리스(Bill Merrell Vories) 선교사에게서 건축을 공부하고 돌아와
한국 근대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화여대 본관, 인사동 태화관(1939) 건물 등을
설계했다. 건축가의 아들인 강신근 씨도 1955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가로 활동했다.
강신근씨는 1955년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일본에 들러 부친 강윤이 일본에서
건축을 배울 때 스승이었던 보리스 선교사 부부를 도쿄에서 만나 이틀간 같이
지냈고, 미국에 가서는 LA에 살면서 LA 근교인 글랜데일(Glendale)에 은퇴하여
살고있었던윌리암스선교사부부를자주뵈었다. 그분들로부터공주영명학교나
유관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증언해 주었고 그것을 다시
팩시밀리를 통해 글로써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1) 사 애리시 선교사가 지령리에서 전도부흥회를 마치고 공주로 돌아올 때 총명하고
신앙심이 있고 향학열이 있는 유관순에게 애착이 갔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순이를 데려다가 배울 수 있게 하였지요.
2) 그래서 열 한 살 소녀를 데리고 공주로 와서 딸같이 사랑으로 가르쳤지요. 먹이고
입히고 개화된 학문에 접하게 했으면 2년간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서 1916년에
이화학당 보통과에 전학시켰지요.
3) 사애리시 선교사가 공주로 내려오기 전에 이화학당에서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유관순을 위해 교비생(사 애리시의 수양딸)로 보냈으며 동료 선교사 선생님들께
부탁했지요. 그 당시 지방에 있는 여학교라는 것은 기초적인 것만 교육했으며,
기독교인 가정이나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개화된집안의 딸들이 학비면제나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었지요.
4) 저의 어머니와 두 고모님들도 다 영명을 다녔지만 주로 배운 것은 한글, 일어,
산수, 가사, 음악, 위생등과성경등기본적인것들이었으며, 또한그당시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전문분야 진출이나 남녀평등이 어려웠으며 극히 적은 수가 선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5) 관순이가저희고모(강나열)와같은때영명을다녔는데사애리시선생이관순이를
2년 동안 친딸처럼 같이 생활하며 이화학당에 전학시킨 후에도 전에 이화에서
같이 일하였던 동료 교사들에게도 관순을 부탁하였고 공휴일이나 방학 때에는
관순이가천안집보다공주영명에와서사애리시가개척한교회를도와주고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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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고 여학생들이 부러워했지요.80)

강신근씨의증언을통해볼때유관순열사는샤프열사의수양딸로서공주감리교
공동체의일원으로서성장하고공부하여서울의이화학당으로간것을알수있다.

Ⅴ. 맺음말
이상에서 ｢유관순과 공주 감리교 공동체｣라는 주제 하에 유관순의 성장환경이
되는 천안군 이동면 용두리 속칭 지령리 마을의 집단개종 과정, 지령리 2세들의
공주 유학과 결혼, 사업, 유관순을 키우고 후원하며 이화학당 교비생으로 서울
유학의 길을 인도한 샤프여사의 삶과 유관순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유관순 열사의 삶은 공주 감리교회의 영향 하에 성장하고 교육받아
3ㆍ1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말 20세기 초 공주에 터를 잡은 공주 감리교회는 충청도 일원에 기독교

신앙과 신교육으로 새로운 사회의 기틀을 만들어 갔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공주
감리교회는조병옥과같은국가적지도자를길러내었고, 유관순과같은민족정신의
상징적 인물을 키워내었다. 기독교의 전파로 인해 낡은 조선이 새로운 힘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로 도약했다. 그 변화의 힘을 유관순의 삶과
지령리 작은 동네에서 보여 주었다.

80) 강신근, 면담: 서울 2005. 티후아나 2005. 7. 11, ｢개인서신｣(팩시밀리), 200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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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는 글

Ⅰ. 여는 글
1. 눈 연구에 관한 역사
현대 의과학 분야에서, 눈 연구에 관한 역사는 1862년 스웨덴에서 출생한 안과
의사이자 과학자인 알바르 굴스트란드(Allvar Gullstrand, 1862~1930년) 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눈에 대한 통광학(通光學) 연구를
개척하였고 눈의 시각적 영상형성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또한 굴스트란드는
일반적 광학적 법칙을 완성하였고 눈을 광학적 모형안으로 설명하는 등 눈을
광학적으로 연구한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1)
그는 웁살라-빈에서 공부하고 웁살라대학교 안과학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을
눈의 연구에 매진하여 1911년안과분야에서 최초로 노벨생리의학상을수상하였다.

* 임상시과학 박사, 백석문화대학교 조교수
1) 성풍주, 옵토메트리개론, 현문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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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눈의 굴절광학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는데 ‘눈의
굴절광학에 관한 연구’는 문자 그대로 눈의 수정체에서 일어나는 굴절과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외계의 물체를 바라볼 때 망막으로 맺혀지는 상을
맞지않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을 조절이라고 하는데 조절기전은 1855년에
독일의 물리학자인 헤르만 폰 헬름홀츠의 학설(Helmholtz’ theory)로 설명된다.
굴스트란트는 헤르만 폰 헬름홀츠의 이론을 확장시켜 멀리 있거나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눈의 조절 작용에 수정체의 내부 구조가 관여한다는
것이다. 즉, 초점을 맞추기 위한 과정상에서 2/3정도가 수정체의 표면 굴절률의
변화에의해이루어진다는연구를하였는데지금까지도이이론은근시와수정체의
조절을 연구하는 데에 근간이 되는 이론이며 현대 눈 연구분야의 기초가 되었다.

Ⅱ. 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연구현황
인간의 눈은 라틴어로 oculus, 그리스어로 ophthalmos라고 하는데 머리 안에
눈확(orbit)안에위치하고있으며외계의광선을수용하여받아들이는안구(eyeball)는
각막과 공막으로 이루어진 섬유성 외막과 혈과과 색소가 풍부한 혈막막인 중막,
안구 가장 안쪽의 신경막인 망막으로 3중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안구의
내부공간에는투명한액체의방수와수정체, 유리체로채워져있어서안구의형태와
모양을 유지하고 망막까지 광선이 도달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2)

<안구의 개략도 그림>
2) 김효진 외, 시기해부학, 정문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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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눈이 선명하게 사물을 보기위해서는 각막, 수정체에 의해 굴절 된 빛이
유리체를 통과하여 안구 안쪽 면인 망막에 초점이 닿아야 한다. 망막은 10개의
얇은 층으로 형성되어있는데 물체의 상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시신경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대뇌 후두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느 한곳에
해부학, 생리학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순기능이 이뤄지지 않을 때를 안질환이라고
한다. 다만, 외계의 광선이 안구내로 통과되어 망막에 초점이 불일치되는 문제는
굴절이상이라고 하고 근시, 원시, 난시 등의 종류로 구분된다.

Ⅲ. 인류의 시력보건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
인간의 시력저하 요인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매우 다양하다. 안질환에 의한
시력저하를살펴보면전안부의문제는주로각막과수정체에서발생하는데각막은
외상, 감염에 의한 염증에 의한 것이고 수정체는 노화에 따른 백내장 발생이
일반적이다. 후안부는 주로 노화에 따른 망막질환을 언급할 수 있다. 안과적인
질환이 아니지만 근시, 원시, 난시 등의 굴절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시력의 저하를
겪게되는데굴절이상중에특히근시안환자가급속도로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그 외에도 인간의 눈은 의학적으로 안질환이 없고 정시안(emmetropia)으로 판정을
받았다고할지라도광자극을받는망막세포기능, 안구내매체의환경, 시각영역을
관장하는 대뇌 후두엽의 기능 등의 차이에 의하여 개인마다 시력의 질(quality)이
다를 수 있다.3)
또한, 시각기능에서연합영역이라고부분에는환자의학식, 상식, 기억력, 집중도,
환자의 성격 등도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1. 근시안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전 세계적으로 25억 명)
WHO(세계보건기구)의발표에따르면전세계적으로근시인구가급증하여내년
2020년에는25억명에이른다고하였고 특히 싱가폴, 중국, 한국, 일본등동아시아
3) 김현승 외, 안과학, 일조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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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근시비율은 9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호주 브라이언홀덴안과
연구소는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64%인 47억 6천만 명이 근시가 되고 9억
4천만 명이 고도근시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기에 전 세계적으로 근시인구 급증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근시의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지만 그 중 학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근시 발병원인으로 꼽는 것이 환경적 요인이다. 우리의 생활은
시대가 고도화 되어가고 시각영상단말기(V.D.T: Visual Display Terminal)의 대중화로
인해 일상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매체들로
인해 인간의 시생활은 근거리 주시에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근거리를 보게
되면 초점은 망막의 뒤편으로 이동하게 되고 대뇌에서는 흐린상(blur image)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수의적으로 초점을 이동시키게 된다. 초점을 이동시키는
과정으로 눈에서는 섬모체근육이 수축을 하여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조절(Accommodation)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초점이 뒤에 맺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조절이 발생하는데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공막이 늘어나서 초점이 앞에 맺게
되는 초점이탈이론(defocus theory)이 근거있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4)
현대사회의시생활환경을보면청소년학생들은스마트폰이나컴퓨터모니터를
가까운 거리에서 오랜 시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장년층들은 주로 영상
매체를 이용하여 사회활동을 하고 있어 근거리 작업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시각영상단말기 작업 후 인간의 시기능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PC, 스마트폰 등 영상 단말기 작업을 2시간 동안 할 경우에 안구의 조절 기능이

원상태로 회복되는데 더디게 되고 조절기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일반적으로안축장의성장이끝난성인의경우영상단말기작업을한뒤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면 회복되기는 하지만 눈 주변의 통증과 두통, 메스꺼움, 구역질
등의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안축장이 성장하고 있는 9살 이하 연령에서
시각영상단말기의 지속적인 노출은 안구 내 수정체를 붙들고 있는 섬모체 근육에
스트레스를주게되는데섬모체근육의긴장을자극시키고과도한긴장이지속되면
4) 진용한 외, 굴절검사와 처방, 내외학술, 2009.
5) 서은선, VDT 작업 후의 조절기능 변화, 한국안광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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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가성근시(pseudomyopia)의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가성근시가 나타난 뒤에도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 근시로 이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6)

2. 청색광파장에 노출되는 인구(멀티미디어 기기의 위협)
인간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중 청색광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
세기가강한푸른계열의광선이다. 최근청색광에대한해악에대해서많은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톨레도 대학 Kasun Ratnayake 연구팀의 보고에 의하면 망막
세포가단백질을포함하고있는데청색광이망막의단백질을자극하고신호단백질
(Signaling protein)을 비가역적으로 변화시켜서 세포내에 칼슘증가를 유도하여

세포사(cell death)를 유발시킨다고 보고하였다.7)
또다른해외연구발표에의하면스마트폰등의디지털장치의화면에서나오는
빛 중 청색광은 망막세포를 손상시키는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발표하였고
청색광은안매체인각막과수정체를쉽게통과하여망막에도달한다고보고하였다.
최근 쥐를 통한 실험에서도 청색광의 유해성이 제기되었다. 망막세포 중 외부의
빛을 받아들이는 광수용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망막손상을 야기 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8)
이렇듯연일청색광에대한해악에대하여다양한연구와실험결과가발표되고
있는데, 저자는 청색광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한다. 380nm에서 460nm
파장대의 광선은 High Energy Visible(HEV)로 에너지 세기가 강한 청색광을 말한다.
망막세포의손상및황반변성과멜라토닌생성을억제하고수면장애를일으키므로
해로운청색광이라고일컬을수있고주로디지털기기가생성하는빛이다. 스마트폰,
노트북, TV 순으로 청색광의 노출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460~500nm 영역의 청색파장은 생체리듬을 돕고 멜라토닌 세포를 활성화 하며

6)
7)
8)
9)

박혜정, 안경사를 위한 안기능검사 및 굴절검사, 현문사, 2001.
Ratnayake K. et al., Blue light excited retinal intercepts cellular signaling, Scientific Reports, 2018.
강서영 외, 청색광에 의한 마우스 망막손상에서 선택적 광수용세포의 사멸, 한국안광학회, 2016.
중앙일보, 눈에 유해한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렌즈를 아십니까, 2015, 출처 :http://news.jtbc.joins.
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09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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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기억능력에 도움을 주는 이로운 청색광이라고 할 수 있다.10)
안구의지각세포, 신경은망막에는존재하지않기때문에누적된블루라이트는
자각적 증상없이 망막세포의 손상을 야기시킨다. 불행한 일은, 망막의 세포 및
신경은 중추신경계 기관으로써 다른 눈 조직처럼 재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해로운 청색광으로부턴눈을 지키는행동수칙을수행해야 한다. 권장하고
싶은 수칙은 첫째로, 시각영상단말기를 적게 보는 것이다. 이는 근거리 주시로
유발되는 근시예방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애 내에 사용하는 망막세포를
지키는데에큰도움이될것이다. 두번째는, 시각영상단말기를보더라도앱(APP.)을
통한 청색광 조절이나 청색광차단안경을 착용하는 것이다.

가시광선 영역(Visible spectrum)으로 표시된 영역이 인간이 볼 수 있는 영역.
출처: Wikimedia Commons

<전자기파의 종류를 파장과 주파수로 나타낸 그림>

2. 안구건조증 발생-젊은 층에서 급증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를 보면 2017년
안구건조증 환자는 231만명으로 최근 5년 간 안구건조증 환자가 연간 2.1%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10) 중앙일보, 눈에 유해한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렌즈를 아십니까, 2015, 출처 :http://news.jtbc.joins.
com/article/ArticlePrint.aspx?news_id=NB10982012.
11) 이데일리, 스마트폰, 미세먼지로 안구건조증 환자 지속증가, 2018, 출처: http://www.edaily.co.kr/
news/read?newsId=0342104661924172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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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구건조증 연구논문에 따르면 건성안 유병률이 노년층에서 젊은
성인층으로 확대되고 있고 젊은 층에서 안구건조증을 앓고 있는 비율이 50.6%로
절반에달했다. 특히젊은여성층에서굴절교정수술, 장시간콘택트렌즈착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안구건조증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구
표면에는 눈물막이 퍼져있는데 이 눈물층은 점액층, 수성층, 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눈물이 양적으로 부족한 경우나 눈물층간 불균형 상태로 인해 과도한
눈물증발이 나타나면 안구표면이 손상되고 이물감, 충혈, 통증, 시력저하 등의
자각증상을 겪게 되는데 이를 안구건조증이라고 한다.12)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정상인에 비교하여 눈물 증발이 빠르고 안구표면의
불균일함으로 인해 난반사, 난시 등의 시력의 질(quality)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으로는 눈물층 및 눈물분비샘의 문제, 안검의 형태, 장시간
콘택트렌즈의 착용 등이 있다. 이외에도 안구표면에 영향을 주는 백내장 수술,
굴절교정수술 등의 각막의 신경에 손상을 주는 안과적 수술도 안구건조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3. 노인인구의 90% 이상 백내장 발병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 12.3% 수준인 전 세계
60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30년 21.5%, 2100년 28.3%로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특히 빠를 것으로 보인다.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정의하는데 2018년도 현재 한국사회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노령
인구에 대거 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가 넘게 되어 고령사회로
분류되었다.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17년 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빠른 속도이다.14)

12) 박창원 외, 백내장수술 안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안구표면 온도의 변화, 대한시과학회,
2018.
13) 박창원 외, 빛간섭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한 백내장수술 전후의 눈물띠 분석, 한국안광학회, 2018.
14) 국민일보, 세계최고속도 고령화 원인은 ‘저출산’, 2018,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
asp?arcid=0924051025&code=111511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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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령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백내장(白內障,
Cataract)이다. 육안 상 눈 내부에 백태가 낀다고 하여 백내장으로 명명되었고 이

질환은 충혈, 통증은 없지만 마치 눈앞에 구름이 낀 듯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장애를 호소한다. 또한 앞이 침침하고 어른거리며 주간에 햇빛이나 야간에
전등 불빛에 눈이 심하게 부신 것도 특징이다. 백내장 초기에는 눈이 침침하고
사물이 흐려 보이고 뿌옇게 느껴진다. 눈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눈앞의 글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시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15)
백내장진행이성숙기단계까지가면동공이흰색으로변하기때문에시력장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이때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방치하게
되면 녹내장이 합병될 수 있고 실명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백내장의 주 병인은
수정체내의 단백질의 변성을 꼽을 수 있다. 수정체는 물 65%와 단백질 35%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랜 세월동안 자외선의 누적흡수를 통해서 단백질이 변성을
일으킨다는것이다. 마치계란후라이가달궈진팬위에서하얗게익어가듯이인간의
수정체도 혼탁 되어가는 원리이다.16)
뿌옇게 혼탁된 유리창문을 교체하듯이 혼탁물을 제거하는 수술만이 효과적인
백내장 치료의 원칙이다. 눈 내부 수정체의 점진적인 혼탁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
되는데 자연적인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 외 약물요법이나 기타방법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미 발병하게 되면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17)
백내장의 예방법의 첫째로는, 수정체 내로 자외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는것이다. 일조량이많은여름이나햇빛이강한날에는자외선차단안경을쓰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눈을 보호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수정체 세포의 노화를
막는항산화식품을충분히섭취해주어전반적인세포노화를막도록한다.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와 비타민E 섭취를 권장한다. 셋째로는 백내장 발병과
관련이 깊은 당뇨병 예방에 관한 것이다. 혈당수치가 높아지면 수정체 조직을
퇴화시키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혈당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15) 가톨릭의대 안과 및 시과학교실, 백내장, 일조각, 2007.
16) 가톨릭의대 안과 및 시과학교실, 백내장, 일조각, 2007.
17) 주천기, 눈이 젊어지는 기적의 눈 건강법, 비타북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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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안의 발생-젊은 노안인구 급증
인간의눈은원거리를주시하다가근거리의물체를보려면눈의전체굴절력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비(非)조절성 렌즈인 각막은 형태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수정체의 굴절력을 변화시켜야 한다. 수정체의 굴절력을 변화시키는 것은
섬모체근육이라는눈내부의근육이담당하고수축운동을함으로써수정체두께가
두껍게 변화한다. 이를 조절(Accommodation)이라고 하고 인간의 눈은 조절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의 물체를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18)
하지만나이가들면서노화에따라수정체내의단백질이변성되며단단해지는
변화가 생기고 더불어 수정체를 붙들고 있는 섬모체 근육은 수축과 이완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즉, 나이를 듦에 따라 몸 전체적으로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듯이
눈 내부에 있는 근육도 수축과 이완능력이 감소하게 되어 수정체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노안(Presbyopia)이라고 정의한다.
돈더스(Donder’s)라는
학자의 나이와 관련된 조절력’ 연구보고에 의하면 인간의 눈은 10세 때는 14
Diopter의 조절력을 갖다가 점차 조절력이 감소하게 되는데 15세 때는 12 Diopter.
20세 때는 10 Diopter, 30대는 7 Diopter, 40대는 4.5 Diopter, 60대는 1 Diopter만의

조절력이 남게 된다고 하였다. 조절능력은 10세 이후부터 차츰 감소되는 것으로
보아 눈의 노화는 신체 그 어떤 부위보다 일찍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노안은자연스러운눈내부근육의노화현상이다. 조절력은본인의굴절이상도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감소되지만 굴절이상 종류에 따라 노안의 인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시안(정상으로 굴절이상이 없는 눈)은 40세 초중반부터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고 근시안(정시안보다 눈 전체굴절력이 높아서 초점이 망막
앞에결상되는눈)는 원거리교정안경을벗는행위를하거나 완전교정굴절력보다
낮은굴절력을처방함으로써노안을보상하게되면정시안보다노안을늦게인지할
수 있다. 원시안(정시보다 눈 전체굴절력이 낮아서 초점이 망막 뒤에 결상되는
눈)은원래부터 초점이망막뒤편으로결상되기때문에 노안이조절력이저하되어
눈 전체굴절력을 높일 수 없는 노안현상을 정시안, 근시안 보다 더 빨리 느끼게
된다. 그런데 최근, 굴절이상과 관계없이 젊은 노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18) 박창원 외, 조절에 따른 각막곡률 변화, 대한시과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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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영상단말기인컴퓨터, 스마트폰의이용시간이폭발적으로늘면서근시안도
많이 증가하였지만, 젊은 노안환자도 많이 늘고 있고 있다. 시각영상 단말기에서
발생하는유해광선도나쁘지만무엇보다도정적인상태에서장시간눈을움직이지
않고 집중하여 근거리를 보는 것이 눈 건강에는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한
곳의물체를집중하여장시간보는것은수정체가가까운곳을보는데고정된다는
의미인데 수정체를 붙들고 있는 섬모체 근육에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게
된다. 눈안에는 6개의 외안근과 2개의 내안근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들 근육
중 일부만 매일 똑같은 근육운동을 하게 되면 부조화가 발생하게 되고
정상생리작용에문제가 생길확률이높아질 것이다. 섬모체근육에 과도한긴장과
스트레스는 피로가 누적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수정체의
탄력성을떨어뜨리게된다. 책상에서오랫동안근거리작업에몰두하다가일어나서
멀리볼때흐릿하게느낀경험이있다면수정체의굴절력변화가원활치않음으로
판단할수있다. 책상에앉아서목을구부리고책이나멀티미디어기기를활용하는
자세는 눈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자세는 앞서 언급한 섬모체근육의 긴장
및 스트레스를 주는 것 외에 안구내로 들어오는 혈관의 흐름에도 영향을 끼친다.
목에는내경동맥이라는굵은혈관이지나가면서머리로혈액을공급하는데머리로
들어오는 혈관 중 일부는 미세하고 작은 혈관으로 안구내로 공급된다. 즉, 혈관의
순환 문제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눈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직접적인
시력저하현상으로발현된다. 현대인의주거환경의변화(근거리시생활), 시각영상
단말기의 보급, 가혹할 정도의 근거리작업 증가 등이 젊은 노안환자를 급증하게
하고 인류의 전반적인 시력약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현대사회는 멀티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힘들어 졌고
일상생활이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흐름은
미래사회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며 스마트하게 시생활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40~50분 집중해서 근거리작업을 했다면,
5~10분간 원거리를 바라보면서 장시간 집중적으로 사용한 근육 외의 근육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눈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방향의 근육을 활용하여 눈에 자극을
주어 과도하게 치중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눈의 피로가
발생하였을 때 습관적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노안이 찾아오는 것을 지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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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최고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안보건을 위한 자가적인 처치에 대한 고찰
혈류의장애가발생하면세포에영양분이충분히공급되지못하고노폐물배출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안구와 안구주변은 가는
머리카락처럼 가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서 혈류량 자체가 적다. 또한 심장에서
멀리떨어져있기때문에혈액이도달하기힘든조건에있다. 목에는내경동맥이라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혈관은 두 개강 내에 안구로 혈액이 이동된다. 그리고
목주변에는 승모근, 목빗근등의 근육들이위치하고있어 목결림이나어깨통증이
발생하면 이 근육들이 혈류이동에 방해가 된다. 이와 같이 혈류이동에 방해를
받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이 눈으로 이어지는 모세혈관이다. 산소공급,
영양공급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어 시력의 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장시간 근업을 하거나 피로가 쌓이게
되면 쉽게 허혈상태에 빠지게 되고 시력 저하 및 눈의 피로를 느끼게 된다.
현대인은 스마트폰, 컴퓨터 작업을 장시간 하는 습관, 스트레스, 식생활 불균형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허혈상태인 사람이 많은데 눈에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이부족하게되면안질환의발생률이높아지게되고쉽게시력저하를경험하게
된다. 이를극복하기위한안구혈류개선방법의첫째로, 안구를붙들고있는 6개의
근육을의식적으로충분히움직이고단련해주는것이중요하다. 평상시에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책을 읽을 때 좌에서 우방향
순으로읽지말고우에서좌방향으로거꾸로읽는것도안쓰는근육을단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팔을 쭉 뻗고 엄지손가락으로 ‘∞’자를 그리면서 목 위치는 고정한
채로 눈만 따라보기 하는 방법도 안구근육을 단련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둘째는
물수건을 따뜻한 상태로 준비하여 눈을 감은 상태에서 물수건을 눈위에 올려두고
검지와 중지로 눈 주변근육을 마사지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허혈상태인 안구
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안구건조증을 개선 및 예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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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는 글
인간의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한국사회는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었다. 과거
20~30년 전과 비교하면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평균수명이 증가하였다.

올해 유엔(UN)이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수명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였는데
0세~17세를 청소년(Minor), 18세~65세를 청년(Youth), 66세~79세를 중장년(Middle),
80세~99세를 노년(Old), 100세 이상을 장수노년(Longlived elderly)으로 분류하여

기대수명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발표였다.19)
늘어난 노년기의 삶에서 건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인데 장수하는 동안
특히 중요한 것이 눈 건강관리라고 생각된다. 현대사회 환경은 젊은층과 노년층
모두에게 심각한 시력저해 요소가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 인간의 기대수명을
100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약 100년 가까운 시간을 청색광 파장, 자외선 등의

유해광선에 노출되어 생활하게 되고 생애의 절반이상을 노안으로 살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눈 건강에 대해 이해하고 평생을 관리하고 지켜야할
것으로 의식을 전환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9) 경기신문, ‘나이 듦’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 2015, 출처: http://www.kgnews.co.kr/news/article
View.html?idxno=4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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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한국교회의 종말론 신학 / 이동수 135
- 통일 한국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여성리더 창조전략 / 이웅규 159
- 직산(稷山) 위례성고(慰禮城考) / 임명순 205
- 유관순 열사가 해방 후에 발굴되는 배경 / 임명순 291
- 일제강점기 재중 한국인의 체육활동 / 조성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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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연구 제20호(2015. 12)
- 3⋅1운동 연구 100년-인식 재확대를 위하여 / 이정은 11
- 요약번역 / 한강영 29
- 어린이가 읽는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에 대한 고찰 / 임명순 35
- 요약번역 / 박충순⋅이용 69
- 3⋅1운동기 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 특성에 대한 재조명 / 심옥주 75
- 요약번역 / 송재두 97
- 기억과 망각 -1960년대 홍콩 영화와 전쟁 경험
(記憶與淡忘 -1960年代香港電影與戰爭經驗) / 黃淑嫻 101
- 요약번역 / 김정구 109
- 화해는 진정 가능할 것인가? -海角七號와 대만의식
(大和解可能吗? -≪海角七号≫与 “台湾意识”) / 杨庆祥 117
- 요약번역 / 전병석 129
- 일본이 바라본 3⋅1독립운동 -1919년 운동당시부터 현재까지 / 長田彰文 137
- 요약번역 / 한지연 161
- 일본신문자료를통해본3⋅1운동-오사카아사히신문과오사카마이니치
신문을 중심으로 / 윤소영 167
- 요약번역 / 장진개 187
- 대중기억, 화인성과 여성이민：吳村의 ‘마화 영화’를 중심으로
(人民記憶、華人性和女性移民：以吳村的馬華電影為中心) / 許維賢 191
- 요약번역 / 정지인 233
- 열대의 의자–룽잉쭝의 남방책략
(熱帶的椅子-龍瑛宗的另類南方策略) / 蔡佩均 243
- 요약번역 / 최창근 259
- 글과 춤의 공진(文与舞的共振) / 凌逾 277
- 소설의 독법(小说的读法) -莫言的 ≪白狗秋千架≫ / 程光炜 299
- 관중으로 공공성 읽기(從觀眾看公共性) / 林援森 317
- 동아교류사 중의 최치원(崔致遠在東亞交流史中的地位) / 党銀平 329
- 일본 고전문학의 흐름 / 임성규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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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복지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김성철 365
- D. H. 로렌스의 기계문명에 대한 불만 사랑하는 여인들을 중심으로 /
김순영 399

유관순 연구 제21호(2016.12.)
Ⅰ. 유관순연구소⋅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공동 주최 세미나 특집논문

- 21세기 인성교육모델 ‘여학생독립운동’ / 심옥주 5
- 일제강점기 여학생 독립운동의 재조명 / 강대덕 25
- 새로운 유관순 상을 위한 제언 전기형식의 진화- / 신지영 77
- 여학생 활약으로 본 3･1운동과 아시아 반식민지운동 / 김태완 83
Ⅱ. 일반논문

- 교회봉사자의 섬김의 자세와 리더십의 변화 / 김성철 97
- 아름다움에 대한 한국적 이해와 기독교적 이해 / 홍진철 127
-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 활성화방안 연구 / 柳順㥁 155
- 성경 중심의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관광교육과 취업의 방향 연구
/ 이웅규⋅정민의 195
- 기독교 대학의 가치를 반영한 관광교육과 취업에서의 수월성 연구
/ 이웅규⋅정민의 275
- 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의 실제 및 새로운 방향성 모색에 관한 연구
/ 이종은 311
- 라깡 다시 읽기 욕망과 주체를 중심으로 / 김순영 333

유관순 연구 제22호(2017. 12)
Ⅰ. 유관순연구소 정기학술대회 논문

- 3･1운동기 박순천과 유관순의 활동 비교 연구 / 최정순 1
- ‘유관순 학교’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운영 사례 / 양승훈, 이윤서 23
- 유관순 열사의 아이콘 / 임명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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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논문

- 유관순 열사의 3.1운동과 사회적 효 / 이만복 77
- 汉语作为第二语言语法教学中的细节处理 / 李 龙 105
- 從按鈕看近代科技和文化的關係：一種歷史的觀察 / 林援森 117
- 동도‧중인(同道‧中人) : 許維賢의 ≪從豔史到性史 : 同志書寫與近現 代中國
的男性建構≫를 평함 / 謝靜國 125
- 교회사회복지실천역사의 기독교사회복지학적 고찰 / 김성철 141
-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운동과 형평운동의 비교 / 김제선 179
-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학생가치창출과 유관순리더십의 고찰 / 이웅규 237
- 기독교적 소명의식과 예비 유아교사의 진로선택 및 정체성에 관한 연구
/ 이종은 205
- 인상학을 적용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성격 분석에 관한 연구 / 허정록 237

유관순 연구 제23호(2018. 12)
Ⅰ. 유관순연구소 정기학술대회 논문

- 유관순 열사시대 복지선구자 송암 박두성 / 김범수 1
- 유관순 열사 사후 100년, 기독교사회복지 교육의 책임 / 김제선 9
- 이화학당 총교사 ‘김란사’와 유관순 3․1 운동의 상관성:
활동 재평가와 명예복원을 중심으로 / 심옥주 33
- 유관순 열사의 3․1 사상과 효복지에 관한 연구 / 이만복 57
Ⅱ. 일반논문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여성 리더의 여성리더십 극대화 방안 / 이웅규 91
-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로 본 식민통치의 실상:
천안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 이동언 123
- 유관순을 키운 공주감리교와 샤프여사 / 이정은 149
- 눈 건강을 위한 이해와 실제적인 자가 처치에 관한 연구 / 박창원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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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유관순 연구 논문투고 규정
1. 원고작성
1)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HWP 사용)로 작성하여, 디스켓과 함께 A4용지의
프린터본 3부와 영문 Abstract를 제출한다(글자크기 10 point).
2) 원고분량 : 한글로 가로 80열, 세로 32행으로 작성한 원고지 1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한 200쪽을 넘을 수 없다.
3) 편집양식 :
① 용지여백: 머리말(15.00), 위쪽(19.99), 왼쪽(30.00), 오른쪽(30.00), 아래쪽

(21.99) 꼬리말(15.00)
② 본

문: 논문제목(바탕, 14 point, 진하게), 성명(바탕, 11 point, 진하게),
장(바탕, 12 point, 진하게), 절(바탕, 11 point 진하게), 관(바탕,
10.5 point 진하게), 항(바탕, 10 point, 진하게), 목(바탕, 10 point),
본문내용(바탕, 10point, 장평 100, 자간 0), 줄 간격(160),
들여쓰기(2), 왼쪽여백(0ch), 오른쪽 여백(0ch), 문단위 간격(0),
문단아래 간격(0)

③ 요 약 문: 내용(바탕, 9 point), 영문제목(바탕, 13 point, 진하게), 영문

성명(바탕, 11 point), 영문소속(바탕, 10 point)
④ 각

주: 바탕, 9 point, 장평(95), 자간(-5), 줄 간격(130), 여백 왼쪽(0),
여백 오른쪽(0), 내어쓰기(3)

⑤ 인 용 문: 바탕, 9 point, 장평(100), 자간(0), 줄 간격(160), 왼쪽여백(4)

오른쪽여백(4), 문단위 간격(0), 문단아래 간격(0)

2. 제목의 번호 붙임
장 : Ⅰ, Ⅱ, Ⅲ ……
절 : 1, 2, 3 ……

220  유관순 연구 제23호

관 : 1), 2), 3) ……
항 : (1), (2), (3) ……
목 : ①, ②, ③ ……

3. 인용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 ”로 인용의 시작과 끝을 밝혀
기술하되,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 ” 안에서의
중요한 용어 또는 구절이나 대화는 ‘ ’로 표기한다.

4. 각주와 후주
1) 각주(또는 후주)는 아래의 보기와 같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단행본의 인용 경우
ㆍ필자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김홍진, 종교입문학, 은혜출판사, 2001, 10쪽.
Gimmy Tener, Classroom assessment(New York: McGraw-Hill, 1991), p.23.
(2) 단행본 안의 논문, 또는 글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ㆍ필자명, ｢소논문제목｣, 편자(대표저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정두섭, ｢5대 제사의 일반적 고찰｣, 한국전문대학기독교교육학회
전문대학기독교교육학회, 학예사, 2000, 10쪽.
(3) 한글 번역본인 경우
ㆍ원필자명, 원저서명, 번역자명, 번역책명출판사, 출판년도, 쪽.
※ 원저서명은 양서의 경우 이탤릭체로 한다.

(4) 학위논문의 경우
ㆍ필자명, 논문제목, 학교 및 학위구분, 출판년도, 쪽.

예) 신영숙, ｢일제하 한국여성사회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1989, 70쪽.
ㆍGold, N. C., Meta-evaluation of selected bilingual education projec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1981,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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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인 경우
ㆍ필자명, ｢논문 또는 글의 제목｣, 잡지명제 권(제 호), 출판년도, 쪽.

예) 홍길동, ｢종교교육의 심리학적 접근｣, 기독교교육학연구 제10권,
1996, 27쪽.
(6) 전집의 경우
ㆍ편저자명, 전집명권(집), 출판사, 출판년도, 쪽.

예)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18, 아세아문화사,
1978, 277쪽.
(7) 신문의 경우
ㆍ일간신문인 경우
｢기사제목｣, 신문명, 년 월 일자, 제 면.

예) ｢전주여학교 비밀결사 발각｣, 동아일보, 1929년 4월 12일자, 제3면.
(8) 동일한 문헌 인용 표기
ㆍ바로 위에 있는 동일한 문헌의 각주는 위의 글(또는, 위의 책)로 표기
ㆍ인용한 위의 글보다 앞서서 제시된 동일한 문헌은 필자, 앞의 글(또는,

앞의 책)로 표기
ㆍ인용한 글이 위의 글(또는, 위의 책)인 경우로서 쪽수도 동일할 때는

같은 글(또는, 같은 책)로 표기

5. 참고문헌 작성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書(가나다순)ㆍ日書(アイウエオ)ㆍ中書(한글발음 가나다순)ㆍ洋書(ABC순)
순으로 제시한다.

1) 단행본 경우
ㆍ필자명(출판년도), 저서명, 출판사명.

예) 노창용(1990), 기독교교육의 방향, 소망의 집.
ㆍAirasian, P. W.(1991), Classroom Assessment, New York: McGraw-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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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안의 논문이나 글인 경우
ㆍ필자명(연도), ｢논문이나 글의 제목｣, 단행본명, 출판사명

예) 하태규(1989),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교육｣, 전통사회의 가정교육
3) 한글 번역본인 경우
ㆍ원필자명(연도), 원저서명, 번역자명, 번역책명, 출판사

4) 정기간행물과학위논문경우도각주인용시와같은방식으로하되출판연도를
필자명 다음에 위치시켜 ( )안에 넣는다.
ㆍ필자명(출판년도), ｢논문명｣, 발행처명, 잡지명.

예) 이기리(1996), ｢종교교육의 심리학적 접근｣, 기독교교육학회회, 기독교
교육연구 9.
※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책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② 논문제목은첫단어의첫번째철자만대문자로표기하며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6.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
예) <표 1>, <그림 1>
2)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제시한다.
3) 표 및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복사인쇄할수 있도록저자가완벽하게그려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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