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한글
(한자, 예명) 현덕신 지역 해남군

사 진

분 야 의료 출생
~사망 1896~1963

개요 호남 최초의 여의사, 광주 부인병원 최초 개업, 

연보

§ 1896년 황해도 해주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출생
§ 1928년 광주로 내려옴
§ 1930년 YWCA 제2대 회장 역임
§ 1948년 신생유치원 설립
§ 1963년 11월 27일 사망

생애 
및 

활동

1928년 어느 따뜻한 봄날 광주시내 금남동(현재 금남로)거리의 행인들 사이를 
뚫고 인력거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 인력거 안에는 단발머리에 둥근 안
경을 쓰고, 흰 가운을 입은 30대 여인이 앉아 외진을 가고 있다. 바로 광주에서 
첫 번째로 여의사를 했던 현덕신 여사이다.
현 여사는 1896년 황해도 해주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왔다. 그녀는 황해도 출신이지만 담양출신 최원순 선생을 만나 광주에서 계
몽운동, YWCA 등 다양한 맹활약을 펼치게 된다. 
1916년, 20세가 되던 해 후자가 아닌 전자 쪽을 선택해서 일본 동경으로 유학
을 가게 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의술을 배우게 된다. 현 여사
는 동경여자전문학교에 입학하여 허영숙, 정자영, 박정자 등에 이어 한국 여성
으로써 4번째 의학도의 길을 이어갔다.   
일본에 있는 동안 광주 YMCA의 청설자인 최흥종 목사와 절친한 사이이자 2·8
선언에 참여했던 유학생 최원순 선생을 만나게 된다. 잠시 떨어져 있다가 4년간
의 유학생활 후 귀국을 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 중이던 최 선생을 다시 만나
게 됐다. 이같은 인연으로 1923년. 그녀 나이 27세가 되던 해, 최 선생과 사랑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됐다.
한편 현 여사가 처음 일하게 된 곳은 한국 최초 여성 진료 기관인 동대문 부인
병원(현 이화여대병원)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1919년 2·8선언을 
참여했던 남편 최원순이 일제에게 가혹한 고문을 당해 지병을 얻고 결국 남편과 



함께 1928년 광주로 함께 내려오게 된다. 그녀는 동구 남동에 광주 최초로 ‘현
덕신 산부인과병원’을 건립해 호남 최초 여의사가 되어 여성 계몽운동에 나섰다. 
특히 가난한 부녀자와 어린이 진료에 헌신하며 여성운동과 문맹퇴치를 위해 남
다른 애착을 갖고 노동야학을 개설하여 계몽운동에 앞장선 여인이었다
신생유치원 설립에 이어 신생보육학교 등 후진 양성에 힘을 쏟고, 광주 YWCA, 
건국준비부인회, 대한부인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많은 여성들로부터 존경을 받
았다. 또한 가난한 부녀자와 어린이 진료에 누구보다 앞장 서 의사 본연의 책임
을 잊지 않았다.
한편 그녀는 여성교육의 일환으로 ‘유아 교육’도 중요하다는 남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최상옥은 그러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1948년 병원 옆에 
신생유치원을 설립하고 60여명의 어린이를 입학시켜 유아교육의 터전으로 이용
했었다.
현덕신 여사는 이 유치원을 찾아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뛰는 모습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여성단체 회원들의 분열로 인해 받은 상처를 이곳에서 달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던 도중 6.25전쟁으로 우리 민족들에겐 또다시 시련의 아픔이 다가오게 됐
다. 현 여사도 아들을 이끌고 나주로 피난을 떠났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다
시 돌아와 신생보육학교를 세워 보모, 교사 양성의 길을 닦는데 앞장섰다.
또한 부인회 사업으로 군경원호사업, 전쟁미망인 재활사업, 고아 선도 및 구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그녀는 이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주기 위해 각종 
기술교육을 시키면서 그들을 수용하고 보호했다.
1955년부터는 병원을 그만두고 유치원과 교육 사업에만 전념해 열정은 더욱 불
타올라 모든 힘을 집중할 수가 있었다. 
그토록 여성운동과 유아교육에 힘써온 그녀는 그동안 정신과 육체에 많은 무리
가 오게 됐다. 현덕신 여사는 1960년 가을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에서 쓰러지
게 되고, 병세가 악화되어 투병생활 3년 끝에 1963년 11월 27일 67세의 나이
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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