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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독립운동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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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광주 3.10 독립운동 주모자 박애순

연보

§ 1896년 목포 출생
§ 1915년 수피아 여학교 고등과 1회 졸업생
§ 1919년 독립운동 주도
§ 1969년 사망
§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생애 
및 

활동

전남 목포 출신으로 1896년 태어나 정명여학교 보통과 1회를 졸업하게 됐다. 이후 광
주에 올라온 뒤 1915년 3월 수피아 여학교의 고등과 최초 1회 졸업생이 되었다. 당시 
졸업생은 표제금과 박애순 둘 뿐이었다. 이러한 그녀가 졸업 이후 서울에서 사범교육
을 마치고 모교의 향한 사랑을 내비췄다. 당시 그녀는 3·1운동 당시 북문안 교회 교인
이자 수피아 여학교 교사로 지내게 되었다.
1919년 3월 1일 유관순의 만세운동이 시작되면서 광주에서도 독립운동의 불씨가 타
올랐다. 그녀는 서울에서 독립운동의 밀령을 가지고 내려온 김철과 숭일학교 교사 김
강, 최병준 등과 함께 3월 10일로 날짜를 정하고 광주독립만세 운동의 계획을 세우게 
됐다.
박선생은 거사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매일신보의 기사를 읽어주면서 ‘만국 강화회의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독립이 승인되었음으로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니 우
리들도 이 운동을 벌여 대한독립만세를 불러야 된다’며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불씨를 
당겨 주었다. 또한 밤 12시가 넘은 뒤 기숙사 지하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만들었다. 학
생과 교사들을 소집하여 각자 고종황제 인산날에 입었던 치마를 한 사람당 10개씩 만
들도록 하고 날이 뜨기만을 기다렸다.
1919년 3월 10일 오후 2시경 대한독립만세 함성이 터져 나왔고 그녀를 따라 수피아 
여학생들은 선두에 서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소리 높여 ‘대
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주도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박애순 선생의 주도하에 서문통 충장로 파출서와 금남로 구 법원, 다시 우체국 
앞으로 시위를 계획하다 광주경찰서 마당으로 들어서서 더욱 맹렬히 조선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로 인해 그녀는 독립운동 주도자로 낙인찍혀 1년 6개월(당시 23세)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됐다. 이 공판에서 가장 긴 징역을 살게 됐던 그녀는 체포되어 혹독한 심문을 받
으면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재판석에서도 ‘나는 독립
을 절실히 희망하기 때문에 그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자신이 주동자라고 시인했다.
복역 기간 중에는 매일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성격이 닳도록 읽었다. 
그러한 생활 모습을 보인 그녀는 6개월을 남겨두고 모범수로 석방하게 됐다. 
이후 박선생은 사회생활을 그만두고 광주를 떠나 경남 양산군 원동면으로 시집을 가
게 됐다. 그녀의 큰 딸이 세 살이 되던 1924년 상경하게 되어 안동교회 전도사로 오
랫동안 활동하게 되었다. 해방과 동시에 6·25 의 숨막히는 격동 속에서 살면서 봉사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1955년 어느날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팔을 못쓰게 되었지만 오랜 봉사활동을 
펼쳐오다 14년 더 살고 1969년 6월 12일 74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뜨게 됐다.
여성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녀는 세상을 떠난 훨씬 후에야 1986년 12월 16일 
비로소 독립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장을 받게 됐다. 이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
을 추서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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