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여성
독립
운동가

전남여성생애사15



전남여성생애사15

전남여성독립운동가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안경주

기획자 이진순

글 임선화

자료조사 김진형

발행처 재)전남여성가족재단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Tel 061-260-7300  Fax 061-260-7319

	 홈페이지 www.jwomen.or.kr

인쇄처 도서출판 심미안

주소 61489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87(학동) 2층

전화 062-651-6968

팩스 062-651-9690

메일 simmian21@hanmail.net

등록 2003년 3월 13일 제05-01-0268호

ISBN		979-11-87989-47-9 13330

이	책의	저작권은	전남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전남여성
독립
운동가

전남여성생애사15

강지성	곽희주	김귀남	김귀선	김나열	김안순

김옥실	김화순	문복금	박계월	박복술	박성순

박애순	박우말례	박음전	신애숙	신정완	양방매

윤오례	이광춘	이남순	이봉금	이태옥	임소녀	

임진실	조아라	조옥희	주유금	진신애	하영자	

한보심	윤형숙	정종명



4  전남여성독립운동가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한 세기를 맞는 해이다. 일

본제국주의의 강점하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자주독립

국가’임을 천명한 지 100년이 되는 2019년, 우리는 다시 일본

의 경제침략에 대응한 NO아베운동 및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다시 전개하고 있다. 광복 74돌을 맞는 동안 일본의 전쟁범죄

에 대한 명확한 심판 없이 흘러온 결과가 일본 신군국주의세력

의 난동을 또다시 보게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 처벌을 위

한 1946년 뉘른베르크(Nuremberg) 전범 재판에서 12명의 나

치 지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이후 독일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며 사죄하는 의식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역사를 기억하며 진실을 기록하는 민족에게는 반성과 

성찰이라는 인류를 널리 이롭게 할 지혜를 부여한다. 

1919년 만세 운동 이래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2,000여 명이 넘으나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은 사람은 434명에 

불과하다. 독립운동가 서훈을 받은 전체인원 15,511명 중 여성

발간사

여성, 기록되지 못한 반쪽 역사
- 전남여성독립운동가를 기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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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들 중 광주를 제외한 전남 22개 

시·군에 본적지를 둔 분은 33명이다. (2019년 5월 기준). 전남

도민들에게 전남의 여성독립운동가를 꼽으라고 하면 사실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잘 기억되지도, 잘 기록되지도 않았

다. 역사가 허락한 성찰의 기회를 우리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전남지역에서 활동한 여성들의 독립운동을 통해 반추해본다.

전남(·광주)의 여성 독립운동은 여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수피아여고와 정명여학교의 만세운동, 비밀

결사 소녀회, 광주여고보의 백지동맹, 수피아 여학생들의 백청

단 등의 활동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서훈을 받은 전남 여성독

립운동가들은 목포 출신 강지성, 김귀남, 박복술, 박애순, 박음

전, 이남순, 정종명 여수 출신 곽희주, 윤형숙, 보성 출신 김귀

선, 한보심, 순천 출신 김나열, 박우말례(박영자) 이봉금, 이태

옥, 임진실, 나주 출신 김안순, 신정완, 이광춘, 임소녀, 조아

라, 강진 출신 김옥실, 윤오례, 김화순, 해남출신 문복금, 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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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화순출신 박계월, 고흥출신 박성순, 영광 출신 신애숙, 영

암 출신 양방매, 곡성 출신 조옥희, 광양 출신 진신애, 장성 출

신 하영자 등 33명이다. 이들 중 의병출신인 양방매,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신정완, 광복군 임소녀 등을 제외하고는, 수피아여

학교, 정명학교, 광주여고보를 중심으로 한 여학생들과 박애순

과 같은 교사들이었다. 

항일만세운동, 항일의병과 광복군 활동에 남녀를 막론하였

으나 한국 근현대사의 대부분이 남성의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어 이들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규명은 최근까지도 미흡

했다. 이는 구한말에서 근대에 이르는 시기에 사회적 존재로서

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채 형성되지 못한데 기인하며, 더불어 

역사기술의 남성 중심성에도 그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

류에서 비껴간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 및 재조명 활동이 

최근 전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일고 있는 점은 

기억과 기록을 통한 총체적(holistic) 역사기술을 가능하게 한

다. 여성독립운동가들의 기여와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합

당한 예우야말로 성평등 구현과 신군국주의를 이겨내는 역사

적 지혜와 통찰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전

남여성가족재단은 그 일을 시작한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 안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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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들은 지식인이라 불리울 

만한 근대교육을 받은 이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여

성들이 사회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이에 대해 비판하거나 저

항할 수 있는 기반이 가정을 나와 사회화가 되어야하기 때문이

다. 봉건시대까지 여성은 집을 나와 생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계급을 초월하여 적용되었다. 

사회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근대 이후였다. 근대에 들

어서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집을 나와 생활하는 여성이 나타났

고, 그 속에서 조직이나 단체에 가입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여

성들이 모여서 생활하며,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

는 것으로는 공장과 학교가 있다. 그 중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

각을 정립할 수 있는 곳은 학교가 더 적당한 듯 하다. 근대 초

기 공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단체를 만들고, 사회에 대한 비판

적 시각을 키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독립운동은 개인이 혼자 한 경우도 있으나 특정 단

전남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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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가입하여, 그 단체의 성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단체가 학교일수도 있고, 학교 안의 조그만 비

밀조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들을 보면 많은 수가 근대교육

을 받은 이들이었다. 즉 학생운동이나, 지식인운동의 범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 사회운동이 성장하면서 다른 

부분에서도 여성 독립유공자들이 출현하였다. 예를 들면, 여성

노동자, 농민운동에 종사한 여성들, 그 외에 각 부분에서 여성 

독립유공자들이 배출되었다. 전남의 여성독립유공자들도 마찬

가지였다. 여성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일제강점기 독

립운동을 하여 일제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었으나, 지금도 독립

광주광역시	양림동에	있는	광주	3·1만세운동	발상지와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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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로 공훈되지 못한 이들도 꽤 많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공훈된 전남 출신의 여성들을 중심

으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여 공훈되었는지를 분석하면 커다란 

독립운동 사건들을 만날 수 있다. 여성독립유공자들이 참여하

였던 사건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3·1운동에 참여하여 공훈되었던 여성들이다. 강지성·

박애순·진신애·박우말례(박영자)·김화순·임진실·이태옥·박성

순·조옥희·윤혈녀(윤형숙)·이봉금·하영자·김안순이 바로 3·1운

동 참여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강지성은 목포 출신으로 목포에

서 전개되었던 3·1운동에 참여했다 체포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12명은 광주에서 있었던 3·1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되었고, 이

수피아여고의	시작(배유지	목사	사택)		 ⓒ	수피아	9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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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가운데 박애순은 수피아여학교 교사였고, 나머지 11명은 수

피아여학교 학생이었거나, 수피아여학교와 관련이 깊은 이들

이었다. 김안순과 김화순은 제중원 간호사였다. 제중원은 개신

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었고, 수피아여학교도 개신교 선교사

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였으므로 관련이 깊다고 할 것이다. 9명

은 수피아여학교 학생이었다. 

수피아여학교 재학생이기는 했지만, 이들의 출신 지역은 광

주를 비롯한 전남 여러 지역 출신이었다. 수피아여학교가 개신

교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학교답게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진학

하였다. 그래서인지 출신 지역을 살펴보니 개신교 포교 지역 

중 거점 지역 출신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순천지역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당시 순천은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활발

하게 포교가 진행되었던 지역으로 1913년 스테이션이 설치되

었다. 그래서 순천 지역의 개신교 여학생들이 광주 수피아여학

교에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이다. 3·1운동에 관계된 12명 중 4명

이 순천지역 출신이었고, 다른 여학생들은 출신지가 각각 달랐

다. 3·1운동 관련 여성독립유공자들은 수피아여학교 출신이 13

명 중 10명을 차지하였다.

둘째, 1921년 목포의 정명여학교에서 있었던 만세운동 가담

자들이다. 정명여학교 만세운동 가담자들로는 곽희주·김귀남

(김영애)·김나열(김정현)·김옥실·문복금·박복술(박정희)·박음

전·이남순·주유금(주윤애)으로 9명이다. 이들은 모두 정명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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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재학중이었던 학생이었지만, 출신 지역은 목포와 그 외 

전남의 각 지방이었다.

셋째,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련되어 체포되었거나,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체포된 경우이다. 김귀남(김영애)·박계

월(박규숙)·신애숙·이광춘·윤오례·한보심·박기옥 등 7명이다. 

이들을 살펴보면 일단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단이 되었던 나

주역 사건의 한국인 여학생 피해 당사자 이광춘과 박기옥이 있

다. 이광춘과 박기옥은 나주 출신이었다. 또한 윤오례, 한보심, 

김귀선도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이었다. 박계월(박규숙)

은 경성여자미술학교 재학생이었으며, 신애숙은 경성여자상업

학교 재학생이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은 있으나 당시 

비밀결사가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후에 발각된 것으로는 조아

라가 조직한 백청단을 들 수 있다.

넷째, 기타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의병장 심남일과 함

께 의병활동을 전개했던 양방매와,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

으로 활동하였던 신정완, 광복군 제2지대에서 활동하였던 임

소녀, 조선여성동우회를 창립한 정종명을 들수 있다.

이렇듯 전남 출신 여성독립유공자들이 참여하였던 사건은 

크게 보면 6건이고, 3건은 전남 출신이 각각 한명씩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고, 다른 3건의 사건은 전남 지방에서 발생하여 여

러 명이 함께 참여한 것이었다. 그럼 여성 독립유공자들이 참

여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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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3·1운동을 설명하겠다. 3·1운동에 관련되어 독립유공자 

공훈을 받은 이들 중 1명은 목포에서 체포된 강지성이었다. 그

의 판결문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하게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만

세시위를 벌였는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수형인명부와 집행원

부, 형사사건부가 남아 있어, 그가 3·1운동에 관련되어 체포되

어 형을 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목포지청에서 재판을 했으

므로 목포의 3·1운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포의 3·1운동은 남궁혁을 통해서 서울의 만세시위 소식을 

전해받았다. 남궁혁은 기독교계와 은밀히 연락하여 거사를 논

의하였다. 이들은 태극기와 경고문 등을 작성하고 이를 제작하

였다. 경고문에는 ‘3천만 동포의 봉기에 우리 목포인들도 적극 

호응하자’는 글귀를 새겼다. 만세시위 계획을 주도하였던 이들

3·1	독립	운동	때	수피아	여학생들이	만세를	부르며	달려오던	서문동.	우측	건물은	

광주우편국(현	광주우체국)이며	그	우측	건너에	광주경찰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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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1독립선언서		아래	2·8	독립선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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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사일을 4월 8일로 정하고, 시민동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으로 논의하였다. 기독교계에서는 영흥학교와 정명여학교 학

생들의 동원을 맡았고, 오재복·이금득·박상술 등은 보통학교

를, 박상렬은 상업학교 학생 동원을 각각 맡도록 하였다.

4월 8일 오전 10시경, 목포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

세시위가 전개되었다.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대형 깃발을 앞세

운 가운데, 시민들과 학생들은 거리로 나와 소리 높이 외쳤다. 

만세시위는 오후까지 계속되었고, 일제는 기마부대와 군대까

지 동원하여 무력진압에 나섰다. 일제의 무력진압으로 체포된 

이들은 남궁혁·박상오·박상술·배치문·곽우영·서화일 등 80여 

명에 이르렀다. 바로 강지성은 이 때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듯 

하다. 

광주의 3·1운동은 다음과 같다. 광주에 독립선언서가 전해진 

것은 2월경 정광호가 ‘2·8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부

터이다. 정광호는 서울에서 유학중이던 박일구·최정두·김범수 

등과 만나 만세시위를 논의하였다. 정광호는 2월 중순경 광주

에 내려와 ‘신문잡지종람소’ 회원들을 만나 만세시위에 대해 구

체적으로 논의하고 뜻을 같이하였다. 이들은 먼저 거사를 위해 

태극기와 선언서를 준비하였다. 특히 선언서 등사는 일제의 감

시를 피하기 위해 박일구의 처가에서 은밀히 진행하였다. 

그러다 2월 하순경 서울에서 김범수 등이 함께 거사를 제안

해 왔다. 이에 정광호 등은 선언서를 가마니에 담아 광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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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최한영의 집에 숨겨 두었다. 같은 시기, 이들과 교류하였

던 김필수 목사와 김철(김복현)·최흥종 등은 서울에서 소식을 

전해온 김범수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다. 이들은 서울에

서 국기열의 주선으로 김범수 등과 만나 만세시위 계획을 세웠

다. 그러나 서울 만세시위에서 최흥종이 붙잡히고 말았다. 그

러자 김복현·최정두 등은 3월 5일 급히 광주로 돌아왔다. 

이 날밤 양림동의 남궁혁 집에서 김강·최병준·황상호·강석

봉·한길상·최한영·최영균·김용규·서정희·김태열·홍승애 등과 

모여 3월 8일 광주 큰시장의 장날을 이용해 거사할 것을 결의

하였다. 선언서와 태극기 준비는 최한영·최정두·한길상·김용

규·범윤두 등이 맡고, 일반 시민 동원은 서정희가 책임자로 선

정되었다. 기독교인 동원은 김강이, 수피아여학교 학생 동원

은 홍승애·박애순이, 숭일학교 학생 동원은 최영준이, 기타 학

교 학생 동원은 김태열·최영균·김용규 등이, 준비자금은 이기

호가 각각 맡기로 하였다. 그러나 광주에서 대대적인 만세시위

를 준비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거사일을 3월 10일로 연기

하였다.

3월 10일 오후 2시경 김복현·김강 등이 선언서 배포를 시작

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양림동 쪽에서는 송흥진을 중심

으로 기독교인과 숭일학교·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광주천을 

따라 시위행진을 하였으며, 북문 쪽에서는 광주농업학교 학생

과 시민들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지산동 방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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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윤두·이주상 등이 일곡·생용동 일대 농민들까지 동원하

여 시위행진에 가담하였다. 시위대가 우체국 쪽으로 행진을 하

자, 일제는 헌병대와 경찰, 소방대까지 동원하여 강제 진압에 

나섰다.

이렇듯 광주의 만세시위에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수

피아여학교의 참여도 대단하였다. 박애순과 홍승애는 수피아

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만세시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는데, 홍승애는 무죄 방면되었고, 박애순만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김안순과 김화순은 앞에 언급하였듯이 제중원 간

호사였다. 

수피아여학교 학생 박성순은 고흥 출신이었고, 윤형숙은 여

3·1운동	100주년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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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신이었다. 조옥희는 곡성 출신이었고, 진신애는 광양 출

신이었으며 하영자는 장성 출신이었다. 박우말례, 이봉금, 이

태옥, 임진실은 순천 출신이었다.

두 번째 1921년 목포만세사건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워싱턴회의이다. 워싱턴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각

국의 군비 확장 문제와 동아시아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미국

의 제창으로 개최되었다. 1차세계대전으로 서방의 국가들이 전

쟁에 정신없을 때 일본은 중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였

다. 비록 일본은 연합국에 속했었지만, 전선이 유럽과 아프리

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쟁에서 여유

로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중국에서의 영향

력을 확장하여 중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반일회의	항일연(1910년대)	 ⓒ	수피아	9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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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세계대전 당시부터 시작된 미국과 일본의 군함건조 경쟁

으로 두 나라는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두 나라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국제회담을 열 필요성을 느꼈고,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중국 등이 참여하여 워싱턴에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의 목적은 단순히 군사비축소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동아시아에서 열강들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

었다. 제정러시아가 사라진 자리를 일본이 차지하고자 하여 일

본의 동아시아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

문이다. 미국은 이 회의를 통해 일정부분 동아시아에서 성장하

는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도는 한국인들에게 일

본과 미국의 갈등으로 비춰졌고,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면 한국

은 독립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러

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인들은 재미동포와 결합하여 태평양

회의 외교후원회를 조직하여 워싱턴회의에 한국의 독립문제를 

상정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한국인들은 독립의 희망을 갖고 있었고, 목포에도 이

러한 소식이 전해졌다. 평소 동아일보를 구독하여 미국에서 워

싱턴회의가 개최된 다는 소식을 접한 천귀례는 같은 학교 학생

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며, 우리에게 독립이 곧 올 수 있다는 생

각을 하였다. 이러한 희망속에서 정명여학교 재학생들도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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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피아여고	교정에	세워진	광주3·1만세운동기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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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시위를 협의하고 태극기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1921년 11월 13일 오후에 천귀례, 곽희주, 김정현(김나열), 

박음전, 문복금, 김연순, 박복술, 주유금, 김옥실, 김귀남, 김

자현, 김정애 등 12명은 정명여학교 기숙사에서 모여 독립운동

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다음날인 14일 정오를 신호로 각기 태

극기를 휴대하고 교문을 나와 목포시가에서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결의하였다. 그들은 기숙사에서 태극기 수십 개를 제작하

여 14일 오전 수업이 끝나자 태극기를 들고 교문을 나왔다. 이

들은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며 남교동 쪽으로 행진을 하였

다. 

이들이 행진을 하고 있는 중 이남순, 이다경, 김복선 등 여러 

명의 학생들이 뒤따라와서 행진에 합류하였다. 이들뿐만 아니

라 김홍금 등 정명여학교 수십 명이 대성동 쪽으로 나와 합류

하였다. 이렇듯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이 수십명이 넘

은 것으로 보아 재판기록처럼 거사 전날 급하게 계획을 짠 것

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만세운동은 정명여학교의 학생들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인근에 있던 영흥학교 학생들까지 가담하여 그 규모는 더 커져

갔다. 이들은 일제에 체포되었고, 가혹한 취조를 받은 후 재판

에 넘겨졌다. 이후 이들은 옥고를 치뤘다. 옥고를 치룬 이들 가

운데 독립유공자로 공훈된 이들은 9명이다. 재판에 회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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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이들은 16명인데, 9명만 독립유공자로 공훈되었다. 해방 이

후 좌익쪽 활동을 하여 독립유공자가 되지 못한 것이다. 

신문 보도를 통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던 16명을 살펴보면 

곽희주, 김귀남(김영애), 김옥실, 김나열(김정현), 문복금, 박

복술(박정희), 박음전, 이남순, 주유금(주윤애), 천귀례, 김홍

금, 김연순, 김정애, 김자현, 이다애, 김복선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 사건을 시작으로, 11월 3일 광주고등

보통학교 학생들을 비롯한 광주지역의 학생들의 시위뿐만 아

니라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1930년 3월까지의 시위를 말한다.

나주역 사건이란 1929년 10월 30일 광주를 출발한 통학열차

가 오후 5시 30분 나주역에 도착하였는데, 광주중학교 학생인 

후쿠다, 다나카 등이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인 박기옥과 

이광춘 등을 희롱한 사건이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박기옥의 집

안 동생인 박준채는 후쿠다를 불러 세워 따졌고 급기야 두 사람

은 난투극을 벌였다. 이 난투극은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 사이

의 패싸움으로 발전하였는데, 나주 역전 순사 모리다가 박준채

의 따귀를 때렸다. 이후 한국 학생들이 항의하자 순사 모리다

는 학생들을 해산시켰다.

광주와 나주역 기차안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

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간의 크고 작은 싸움이 벌어졌다. 이 때

마다 기차의 차장과 일제의 경찰은 일본인 학생 편을 들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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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학생들의 감정을 자극하였다. 11월 2일은 별 사고 없이 넘

어갔다.

11월 3일은 일본의 명절인 명치절이었다. 또 이 날은 일제가 

식민지 경제 수탈의 성공을 자축하기 위한 전남 누에고치 6만

석 돌파 경축회가 신사가 있는 광주공원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

다. 그래서 학생들도 명치절과 경축회 행사에 동원되었다. 한

국인 학생들은 기념식에서 기미가요를 부를 때 침묵으로 저항

하였다. 상황이 심상치않음을 깨닫고 학교 당국은 한국인 학생

들에게 신사참배를 개별의사에 맡기고 귀가하도록 하였다. 

한국인 학생들은 11월 1일 한일학생들의 충돌 사건을 일방

적으로 매도하고 편파 보도했던 광주일보를 응징하기 위해 광

주일보사로 몰려갔다. 이 때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신사 앞 천

변에서 광주고보생 최쌍현에게 시비를 걸어 단도로 얼굴을 찌

르는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인 학생이 한국 학생을 칼로 찔렀

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광주고보생들은 일본인 학생들

을 구타했고, 일본인 학생들은 도망을 갔다. 이에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유도교사 에다의 인솔 아래 야구방망이와 죽검 등으

로 무장하고 광주역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이 소식이 광주고보 

기숙사에 알려졌다. 이에 기숙사 학생들은 몽둥이와 야구방망

이, 농기구 등으로 무장하고 광주역으로 뛰어갔다. 광주농업

학교 학생들도 합세하였다. 이후 광주역 일대는 난투극이 전개

되었다. 집단충돌이 일어나자 기마경찰대와 소방대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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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후 난투극은 학교 당국의 교사들이 몰려와 이를 진정시켰

고,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학

생들은 학교에서 모여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생들 300여 명이 스크럼을 짜고 교

문을 나섰다. 이후 광주농교생들이 합류하였다. 시위대들은 광

주 시가를 누비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휴교령이 내려졌다. 3일간의 휴교령은 다시 3일 연장되

었다. 그 동안 일제 경찰은 한국인 학생들을 체포하였고, 반일

감정은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학생들을 체포해가는 

일제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커졌다. 장재성을 비롯한 광주에서  

사회 운동을 하였던 활동가들은 전국적으로 시위를 확산시키

기로 하였다. 11월 12일 광주고보생들은 교문을 박차고 시내로 

진출하였고, 광주농교와 광주사범학교, 광주여고보도 시내로 

나가 시위를 하였다. 

11월 12일 대규모 2차 시위가 전개되자 일제는 보도 통제를 

실시하였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포와 나주 등 인근 지

역에서 학생들의 항일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서울에 확산

된 것은 11월 30일 이후였다. 서울 지역의 학생들은 동맹휴학 

등을 벌였고, 12월 시위에 12,000여 명이 참여하여 1,400여 명

이 검거되었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1930년 3월까지 지속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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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일보>	1930년	1월	19일	광주여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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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30년	10월	7일	소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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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독립운동가로 공훈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경

우 광주여고보 출신과 서울 지역 학교 출신으로 나뉜다. 광주

여고보 출신을 보면 11월의 시위에 참여하였고, 비밀결사 소녀

회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김귀선과 이후 1930년 1월에 체포된 

학생 석방을 외치며 시험을 백지로 낸 이른바 ‘백지동맹’에 연

루되어 체포된 이들로 나뉠 수 있다. 백지동맹 관련자로는 박

기옥, 이광춘이 있다. 이 외에 윤오례와 한보심의 경우도 소녀

회와의 관련을 찾을 수 없어 백지동맹 관련자로 보는 것이 마

땅할 듯 하다.

광주여고보의 비밀결사인 소녀회는 1928년 11월 장재성의 

동생 장매성이 주도를 하였다. 박옥련, 박계남, 장경례, 남협

협, 고순례 등이 중심이 되어 광주사범학교 뒷산에서 독서회 

성격의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것이 바로 소녀회였다.

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회원을 확보하고, 매월 1회씩 연구모

임을 가졌다. 이들은 학생소비조합을 조직, 30원을 출자하기

도 하였다. 소녀회는 1930년 1월 13일 이광춘이 일제교육에 대

한 반대를 표명하고자 백지동맹을 단행하자는 연설을 하였는

데, 이것이 연계가 되어 소녀회의 주동자들이 검거되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전국적으로 1929년 12월 이후 확산되었

다. 서울 지역에서는 1930년 1월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되어 

구금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경성여자 상업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신애숙과 경성여자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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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박계월(박규숙)이 이때 체포되었다.

조아라는 1930년 수피아 여학교에 재학하며 비밀결사 백청

단을 조직하였다. 백청단이라는 비밀결사의 이름으로 광주학

생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하기는 조심스럽다. 당시 학생들

은 조직의 이름으로 참여하였기 보다, 학교별로 참여를 하였

기 때문에 일제 경찰이 비밀결사를 꼼꼼하게 찾아보기는 어려

웠을 것이다. 성진회와 후속 조직을 모두 성진회 사건으로 분

류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백청단의 경우는 조아라가 졸업한 이후 발각이 되었다. 백청

단은 조직의 규모도 지금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이는 조

아라만 구속이 되었기 때문이다. 백청단 사건은 1933년 2월 2

일 <동아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수피아여학교의 비밀조직이

었다. 이 백청단은 1933년 1월 9일 검거되었는데 당시 10명 이

상이 검거되었다. 나주, 곡성, 제주 등에서까지 검거한 것으로 

보아 졸업생까지 포함됐음을 알 수 있다. 일제 경찰은 이들 중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보안법 위반이 기소이유였다.

다음은 앞에 언급하였듯이 개별적 활동으로 독립운동을 전

개하였던 이들이다. 양방매는 심남일의 진에서 부장으로 활동

하였던 강무경의 부인으로 함께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다. 신정

완은 1943년부터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을 역임하였다. 임

소녀는 1940년 10월부터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하여 1945년 

해방까지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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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남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어떤 활동을 전개하

여 독립유공자에 공훈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들은 대부분 학

생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든 경우가 많았다. 아쉬운 점이 두가지 

있다. 첫 번째, 이들과 함께 항일활동을 하였으나 공훈되지 못

한 경우이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전개

하였으나, 해방 이후의 행적으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훈되지 못한 이들로는 1921년 정명여학교 만세

사건을 주도하였던 천귀례, 김연순, 양일석, 김옥남 등이 있다. 

이들의 일제강점기 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평가를 해야할 필요

는 있을 것 같다.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

을 부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훈되지 못한 이들 가운데,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

도 있다. 분명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것이다. 예를 들면 강진의 박영옥과 같은 경우이

다. 그는 강진의 3·1운동에 참여하였고, 만세시위에 사용할 태

극기를 제작하였다. 그럼에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일

제의 검찰이 상고하였는데 상고가 기각되었다. 이런 경우 체포

되어 일제 경찰에 혹독한 취조를 당하였고, 마땅히 만세 시위

에 참여한 증거가 있음에도 공훈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공훈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하루라도 체

포된 기록이 있으면 서훈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영옥의 경우처

럼 무죄선고를 받았거나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도 서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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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두 번째, 학생운동이 아닌 노동운동, 농민운동에 뛰어들었던 

이들 가운데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다 보니, 우리가 모르는 자료에 

존재할 이들이다. 신정완이나 임소녀의 경우는 국외에서 항일

운동을 하였으나 다행스럽게 우리가 자료를 찾을 수 있었지만, 

찾아내지 못한 이들이 더 많은 것이다. 또한 당시 이국의 땅에

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이름없이 죽어갔던 이들은 우리

가 미처 헤아릴 수도 없다. 이국의 땅에서든, 국내에서든 우리

에게 행운이 있어 새롭게 발굴한 자료 속에서 더 많은 여성 독

립운동가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은 열 분의 여성독립운동가를 소개하였다. 이들이 선정

된 이유는 공훈전자사료관 외의 다른 기록이 조금이라도 나와 

있는 경우이다. 안타깝게도 국가보훈처에 서훈된 이들조차도 

독립운동 이후의 삶을 알 수 있는 기록이 매우 드물다. 더 많은 

자료를 발굴하여 여성독립유공자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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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독립운동가 10인

이봉금(1903~1971)

이봉금은 1903년 순천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수피아 여학교

에 재학 중 1919년 3·1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수피아여학교 

여학생들은 박애순의 영향을 받아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그

는 진신애가 이끄는 대로 시위 군중에게 태극기, 독립선언서, 

격문을 나눠주었다. 그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독립만세를 외쳤

3·1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같은	날	출옥한	분들의	기념사진.	좌측	뒷줄:	강화

선,	이나열,	최경애,	양태원,	앞줄:	고연홍,	김필호,	(식모),	최수향,	이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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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시내를 행진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갖은 고

초를 겪고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았다. 출소 후 그의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그는 2019년 대통령 

표창 서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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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30년	3월	19일	쇄도한	공판	방청객

진신애(1900~1930)

진신애는 1900년 광양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수피아여학교 

교사 박애순으로부터 학생들을 이끌 것을 지시받아 수피아여

학교 학생들을 이끌었다. 여학생들을 이끌고 큰 시장으로 가는 

데 앞장섰다. 큰 시장에서 광주 사람들과 함께 만세를 외친 후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합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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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박애순이 남궁혁의 집에서 사람들과 만나 치밀하게 계

획한 것이었다. 진신애는 선생님인 박애순의 지시로 학생들을 

이끌었던 것이다. 진신애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1월 20일까

지 옥고를 치렀다. 이후 그의 기록을 찾을 수는 없다. 진신애는 

1990년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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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월(1909~1997)

박계월은 1909년 화순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이명은 박규숙

이었다. 그는 1930년 경성여자미술학교에 재학중이었다. 그가 

재학중이던 1929년 12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되었다. 서울에서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이 확산되어 시위가 있

었다. 1930년 1월 박계월이 다니던 경성여자미술학교는 다시 

학생운동을 계획하였다. 일제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 

형사를 파견하여 감시하였다. 각 학교가 밀집한 종로경찰서와 

동대문경찰서는 학생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였다.

개학 이틀 뒤인 1월 10일 중동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벌여 경

찰과 충돌하였다. 13일에는 휘문고보와 중동학교 학생들이 백

지동맹을 결성하였다. 15일은 종로에서 대규모 연합시위가 계

획되어 있었다. 이 시위에서 학생들은 학생독립운동으로 인하

여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였다. 당시 이 시위에 참여

하였던 많은 학생들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박계월도 이 

시위에 참여하여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

다. 박계월은 2019년 대통령 표창에 서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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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말례(1902~1986)

박우말례는 1902년 순천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수피아여학교

에 재학하면서 3·1만세 시위운동

에 참여하였다. 광주의 만세시위

는 3월 10일 전개되었다. 큰 시

장에 1,000여 명의 사람이 운집

하였는데, 박우말례는 이날 교사 

박애순의 인도 하에 태극기를 준

비하고 2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양림리를 출발하여 광주천을 따라 큰시장에 들어섰다. 큰시장

에는 숭일학교 학생 100여 명과 다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이

후 광주농업학교 학생들과 수백 명의 농민이 합류하였다. 박우

말례는 김강에게서 받은 독립선언서를 군중에게 나누어주었다.

그는 큰시장에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시위군중들과 함께 독

립만세를 부른 후 거리를 행진하였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일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이때 박우말례는 시위 현장에서 검

거되었다. 그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박우말례는 2011년 대통령 표창

에 추서되었다.

박우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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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춘(1914~2010)

이광춘은 1914년 나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1929년 광주여자

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는데, 박기옥, 이금자(암성금

자) 등과 기차로 통학하였다. 기차로 통학중 광주중학교 학생

이었던 일본인 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희롱을 하는 나주역사

건이 발생하였다. 이광춘은 나주역사건의 당사자였다.

이 충돌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

주여고보도 11월 전개된 시위에 참가하였다. 특히 비밀결사인 

소녀회는 조직적인 참여를 하여, 전단지를 등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외의 시위 참여는 개개인으로 참여하였다. 시위가 

점점 격화되면서 체포된 학생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였다. 

1930년 1월 1일 소녀회는 광주여고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

속된 학생들이 석방되기 전에는 시험에 응하지 말고 백지동맹

을 단행할 것을 설득하였다. 1월 9일 백지동맹에 나섰으나, 학

부형회의에서 학교 측에 단호한 처분을 내릴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설득하면서 백지동맹은 난관에 부딪

쳤다.

1월 13일 시험 시간에 이광춘이 교단에 올라가 식민지 교육

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시험을 거부하고 백지동맹을 결성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3학년 학생 전부가 백지답안을 제출

하였다. 학교측은 백지동맹 주모자 4명에게 퇴학을, 가담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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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게 근신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학부형을 불러 위의 학생

들이 자퇴하기를 권유하였다. 이에 분개한 학부형 20여 명이 

퇴학계를 제출하였다. 

이렇듯 백지동맹은 소녀회에서 주도하였으나, 제대로 성과

를 내지못하고 있던 중 광주학생독립운동 촉발제 역할을 하였

던 이광춘의 주장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이광

춘은 일제 경찰에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하는 고초를 겪었다. 

이광춘의 일제강점기 기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그는 1990

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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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주(1903~?)

곽희주는 1903년 여수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재판 기록을 보

면 그는 여수군 서정면을 본적으로 기재하였다. 그의 집안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목포에 있는 기독교계 정명여

학교에 딸을 보낸 것을 보면 기독교 집안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여성에게도 고등교육을 시킬 정도로 근대적인 생각을 지

닌 집안임을 알 수 있다. 

그가 정명여학교 재학 중이던 때 워싱턴에서 국제회의가 열

렸다. 이 회의는 1차세계대전 이후 해군 군비확장 경쟁을 제한

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전보장협정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소집한 국제회의였다. 1차세계대전으로 서방의 국가들

이 전쟁에 정신없을 때 일본은 중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

하였다. 비록 일본은 연합국에 속했었지만, 전선이 유럽과 아

프리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쟁에서 

여유로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중국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여 중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

이다.

1차세계대전 당시부터 시작된 미국과 일본의 군함건조 경쟁

으로 두 나라는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두 나라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국제회담을 열 필요성을 느꼈고,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40  전남여성독립운동가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중국 등이 참여하여 워싱턴에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의 목적이 단순히 군사비축소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 

동아시아에서 열강들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

었다. 제정러시아가 사라진 자리를 일본이 차지하고자 하여 일

본의 동아시아 지배력이 확대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

문이다. 미국은 이 회의를 통해 일정부분 동아시아에서 성장하

는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도는 한국인들에게 일

본과 미국의 갈등으로 비춰졌고,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면 한국

은 독립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러

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인들은 재미동포와 결합하여 태평양

회의외교후원회를 조직하여 워싱턴회의에 한국의 독립문제를 

상정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한국인들은 독립의 희망을 갖고 있었고, 목포에도 이

러한 소식이 전해졌다. 정명여학교 재학생들도 독립만세시위

를 협의하고 태극기를 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곽희주도 

여기에 함께 하였다. 1921년 11월 13일 독립만세시위를 위한 

모의와 태극기를 제작하였고, 다음날 목포 시내에서 만세운동

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그에 대한 재판 기록과 함께 <동

아일보>에 당시 재판에 대한 기사가 1922년 1월 23일자에 있

다. 이 기사에 의하면 정명여학교 재학생들은 재판에 당당하게 

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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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워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 학

생운동을 했던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적당하였고, 이후 

학교가 아닌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로 보아서 그도 고

향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다 또 다시 그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는데 1926년 1월 24

일자 <시대일보>의 기사이다. 그는 1926년 1월 9일 전남동부

청년연맹 여자청년을 창립하였고, 서무부위원에 임명되었다. 

전남동부청년연맹은 1925년 구례, 광양, 순천, 보성 등에서 화

요회계열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던 청년운동단체였다.1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 사회주의사상이 본격적으로 들어왔

다. 사회주의사상이 들어오면서 곳곳에 사회주의사상을 공부

하려는 독서회가 학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독서회를 중심

으로 사회주의사상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을 하려는 청년·학생

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를 이끌 조선공산당이 1925년 조직이 

되었다. 이후 많은 청년·학생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이렇게 전

국 곳곳에서 청년단체가 조직이 되면서 도단위의 조직을 결성

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전남동부청년연맹도 그러한 조직 중 

하나였다. 이 청년조직은 인근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에 관심

1 이기훈, 『민주장정100년,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일제하 광주·전남의 민족운

동』,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06, 162~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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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지원 활동을 하였다.

곽희주는 순천에서 여자청년의 조직에 함께 하였고, 서무부

위원으로 선임되었던 것이다. 여자청년의 경우도 전남동부청

년연맹의 일원으로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지원 활동을 하

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곽희주도 여자청년의 일원으로 함께 활

동하였다.

이후 곽희주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없다. 곽

희주는 2012년 대통령 표창에 서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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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순

박애순(1896~1969)

박애순은 1896년 목포에서 출

생하였다. 그는 목포 정명여학교

를 졸업하고, 수피아여학교 고등

과 1회 졸업생이었다. 1904년 수

피아여학교가 개교하였는데, 고

등과는 이후에 설립되었다. 그가 

목포에서 수피아여학교로 진학

한 것으로 보아 그의 집안도 개

신교 신자 집안이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현재 그의 집안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신

교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박애순은 수피아여학교 졸업 이후 이 학교 선생이 되었다. 

그리고 1919년 3월 전국은 고종의 의심스러운 죽음과 함께 장

례식(인산일)이 치러졌고, 이 장례식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

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몰

릴 수 있는 사건을 계기로 계획된 것이 3·1운동이었다. 이 3·1

운동은 서울에서 시작되었지만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광주도 마찬가지였다. 3월 광주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다.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온 김복현은 3월 6일 광주에서 

김강을 만나 만세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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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김복현과 김강은 

송흥진, 서정희, 숭일학교 교사인 최병준과 모의하여 3월 10일 

광주의 큰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광주의 사회 운동에 참여하였던 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서

정희가 맡았다. 최병준은 숭일학교 학생들을 만세운동에 참가

시키고, 독립선언서와 기타 인쇄물을 배포하는 일을 맡았다. 

김강은 수피아여학교 교사인 박애순에게 수피아여학교의 학생

을 참가시키는 일과 독립선언서의 배포를 맡겼다.2

3월 9일 김강은 함께 모의하였던 이들에게 10일 오후 3시 반

에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연락을 하였다. 박애순은 수피아의 학

생들에게 평소에도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일신보의 

위	독립기념관에	보관	중인	박애순	여사의	유품,	1913년	3월	1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박애순이	옥중에서	이독한	수인번호가	선명한	신약전서		아래	박애순	여사의	

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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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어주기도 하였다. 또한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의 독

립을 승인받기 위해서 전국에서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있으니 

우리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독립의

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였던 박애순은 드디어 학생들과 독립

만세를 부르기로 결의하였다.

박애순은 김강에게 받은 독립선언서 등의 인쇄물을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에게 분배하게 하였다. 서정희는 몰래 태극기를 

가마니에 넣어 큰시장 근처의 광주교 아래에 운반해 두었다. 

김복현, 김강, 서정희 등은 광주교 아래 강가 모래밭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짖고 강가 모래밭에서 강가 

언덕으로 올라와 작은시장으로 출발하였다. 

양림동 방면에서는 송흥진을 선두로 한 숭일학교 학생들과 

박애순을 중심으로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작은 시장을 향해 

갔다. 큰시장에서 작은시장으로 왔던 군중들과 숭일학교, 수피

아여학교 학생들이 합류하였다. 이들은 다시 독립만세를 외치

고 서문을 거쳐 우편국 앞에서 왼쪽으로 꺽어 본정을 거쳐 북

문 밖에 도착하자 누문동 방면에서 몰려 온 농업학교 학생들과 

합류하였다. 이렇게 점점 더 큰 무리가 되어 우편국 부근까지 

다시 행진하였다. 

박애순이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3·1만세운동의 동참을 이

2 대정8년형제558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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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었다. 그는 광주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체포되어 일제에 의해 

모진 고문을 받았다. 그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꿋꿋했다. 박애

순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는 20여 명의 수피아 여학생을 데리고 나왔다

고 기록되었다. 하지만 체포된 이후 특성 상 피해를 줄이기 위

해 어떻게 해서든 참여 학생수를 줄여야 했기에 일제측의 자료

에는 20여 명으로 기록되었다. 그렇지만 더 많은 학생들이 만

세운동에 참가하였고, 이것은 일제에 억눌린 우리 민족의 치열

한 저항이었고, 이 저항의 중심에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있었다.

박애순은 1990년 애국장에 추서되었다. 다음은 박애순에 대

하여 이윤옥이 쓴 시이다.

빛고을에 어둠 드리워

한치 앞을 볼 수 없으매

흰 옥양목 치마 찢어

남몰래 그린 태극기 높이 들고

수피아의 어린 학생 이끌어

밀물처럼 장터로 뛰쳐나갔네

쌀장수는 됫박 들고

엿장수는 가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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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둥켜안고 외친 광복에의 절규

무등산 너머 백두대간으로

뻗쳐올랐네

피 끓는 그 함성 넘치던 기개

태고의 강렬한 빛으로 뭉쳐

활화산처럼 타올랐어라

그 불씨 당긴 수피아여!

그 이름 영원히 기억하라!

-	이윤옥,	「광주	3·1운동의	발원지	수피아의	자존심	“박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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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숙(1900~1950)

윤형숙은 윤혈녀라는 이름으

로 더 잘 알려졌다. 윤형숙은 

1900년 여천에서 태어났다. 그

는 어린 시절 순천에 있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집에 맡겨졌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순천에서 순

천 매산 성서학교를 마칠 수 있

었다. 그 뒤 1918년 수피아여학

교에 진학하였다. 

그는 1919년 3·1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3월 10일 광주 시내

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서 열심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오

후 5시가 넘어도 해산하지 않은 군중을 향해 일제의 헌병대는 

총을 쏘며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군중들은 해산을 하지 

않았고 그 속에는 윤형숙도 있었다. 시위 해산을 강요하던 일본 

헌병대는 시위대를 향해 일본 군도를 휘둘렀고, 이 군도에 윤형

숙은 왼팔을 잃었다. 그 자리에서 피를 엄청 흘렸고, 이에 별명

이 ‘윤혈녀’가 되었다. 그는 보안법 위반으로 광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3·1만세시위에서 왼쪽 팔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왼쪽 눈도 

시력을 잃게 되었는데, 윤형숙은 이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윤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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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숙	열사	묘

살아갔다. 1927년 그에 대한 신문기사를 발견하였다. <중외일

보> 1927년 3월 4일자 기사에는 고창의 예수교회에서 여자 야

학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일반 여성

의 문맹을 퇴치하는 것으로 한국어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르친다는 내용의 것이었다. 여기에 선생이 윤형숙이었다. 

그가 고창에 가게 된 것은 요양을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는 

고창에서도 여성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

르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활동은 여기에서 그친 것

이 아니었다. 그는 고창의 예수교회에서 남녀아동 20여 명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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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유치원 모양으로 2개월 동안 가르쳤다는 기사를 <동아일보> 

1927년 7월 7일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도 그녀는 고창예

수교회에서 유치원이 설립되기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아쉽게도 일제강점기 그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

다. 그는 3·1만세시위에서 한쪽 팔과 눈을 잃었지만, 이에 굴하

지 않고 교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야학을 하고, 어린이를 대

상으로 유치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다 1939년 여수로 돌아

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맹퇴치에 힘썼다. 

해방을 맞이한 이후의 행적은 알 수 없으나 1950년 6·25전쟁

이 발생하였고 9월에 그는 사망하였다. 그는 북한군이 여수를 

점령한 후 내무서원에게 잡혀 투옥되었다가 북한군이 후퇴하

며 투옥된 이들을 사살하였다. 이들 가운데 윤형숙도 있었다. 

윤형숙은 2004년 건국포장에 추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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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조아라(1912~2003)

조아라는 1912년 나주에서 태

어났다. 그는 기독교 장로로 계

몽운동에 힘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성장하였다. 그는 수피아여

학교 보통과부터 다녔는데, 그는 

보통과 우등생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927년 3월 27일자 <동

아일보> 기사를 보면 전국 여고

보 졸업식의 모습을 보도하였는

데, 이곳에서 조아라는 보통과 우등생이었다. 이후 고등과에 

입학하여 그는 1931년 수피아여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과 함께 이일학교 교사로 있던 중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백청단 사건 당사자로 체포되어 1년간 옥고를 치뤘

고, 교직에서도 쫓겨났다. 이 백청단은 1930년 4월 수피아여학

교 학생 6명이 양림산에 모여서 독립운동을 도모하기로 하여 

비밀결사로 조직하였다. 백청단은 은반지를 끼고 이를 통해 서

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강령을 보면 형무소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금 조달에 노력할 것이라고 나와있어 이 모임의 성격을 알 

수 있다.3 백청단과 관련된 것은 신문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전부인데 이 기사에는 강령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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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청단은 조아라가 졸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었

다. 이 비밀결사가 발각된 것은 1933년 1월 9일로 학교에서 독

서 토론을 하다가 학생 9명이 검거되면서였다. 이 사건으로 조

아라도 결국 옥고를 치렀다. 

1936년 수피아여학교는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 바로 신사참

배와 창씨개명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빌미로 일제는 수

피아여학교를 폐교시켰다. 폐교될 때는 동창회장이라는 이유

로 일제 경찰에 검거되어 다시 1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 일

제강점기 공공연하게 활동하기는 어려웠던 듯 기록에서 조아

3 <중앙일보> 1933년 2월 3일.

조아라	여사의	10대	모습(앞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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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1945년 광주 YWCA 상무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이

후에도 YWCA와의 인연을 계속하였다. 해방과 함께 그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광주부인회에 참여하였다가 이후 독립촉성부

인회 전남 총무를 맡았다. 1949년에는 대한부인회 전남도본부 

간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정치적 활동에도 참여를 하

였으나, 곧 이러한 활동을 접고 1951년 성빈여사를 세웠다. 처

음에는 동구 광산동 YMCA 회관에서 시작했다. 1955년 남동으

로 옮겼다. 이 성빈여사는 전쟁 고아들을 위한 것으로 특히 여

자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1952년에는 3년제 야간 중학교인 

호남여숙을 설립하였는데, 이것도 여학생을 위한 것이었다. 이

목조	건물로	된	성빈여사의	모습(1955년,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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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청소년 야학인 별빛학원과 소외받는 여성들을 위한 계

명여사를 열기도 하였다.

1947년에는 수피아여학교 동창회장을 맡아서 일제강점기 말

에 폐교된 모교를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도왔다. 그러다 전남

도청에서 근무도 잠깐하였는데, 1952년 문교사회국 사회과의 

주사로 근무하였다. 이후 그는 앞에 언급한 별빛학원과 계명여

사를 운영하고 한편으로는 광주YWCA와 여성운동·사회운동에 

전념하였다.

그러다 1980년을 맞이하여 5·18광주민중항쟁때에는 수습대

책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계엄군에 체포되어 6개월간 옥

조아라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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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치렀고, 출감한 뒤에는 부상자와 사망자 처리에 전념하였

다. 이 때 ‘민주화 운동의 대모’, ‘광주의 어머니’로 불리기 시작

하였다. 1992년에는 남북여성토론회 한국 여성계대표로 참석

을 하였고,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추진회, 광주 국제사

면위원회, 국민운동 전남본부, 21세기 여성발전위원회, 광주여

성정치연맹 등의 고문을 지내기도 하였다.

그는 진정 전남지방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여성운동과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며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에 대

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시

도하였다. 그는 2018년 건국포장에 추서되었다.

소심당	조아라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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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1913~2005)

김귀선은 1913년 보성에서 출

생하였다. 그는 1929년 5월 광

주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재학하며 

장매성의 주도로 비밀결사인 소

녀회에 가담하였다. 소녀회가 조

직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27

년 11월 3일 성진회가 결성되었

고, 1928년 3월 해산하였다. 이

후 각 학교에는 독서회가 조직되

었는데, 이때 광주여고보에 결성된 비밀결사가 소녀회였다. 이 

소녀회는 1928년 11월 장재성의 동생 장매성이 주도를 하였다. 

박옥련, 박계남, 장경례, 남협협, 고순례등이 중심이 되어 광주

사범학교 뒷산에서 독서회 성격의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학교 내외에서 회원을 확보하였고, 매월 1회씩 연구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학생소비조합을 조직, 30원을 출자하

기도 하였다. 소녀회는 1930년 1월 13일 이광춘이 일제교육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자 백지동맹을 단행하자는 연설을 하였

는데 이것이 연계가 되어 소녀회의 주동자들이 검거되었다. 

이 소녀회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주도하였

다는 것에 큰 의미를 지닌다. 여성도 민족의 독립과 여성의 해

김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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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1930년	10월	1일	법원	앞의	가족들

방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었고, 주체성

을 띄었다는 의미이다. 

여성의 독립운동 참여는 그야말로 여성운동의 성장을 의미

한다. 이 독립운동의 참여가 개인의 참여가 아니라 여성들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조직적 참가를 한다는 것은 더 큰 의미를 

지닌다. 김귀선은 민족의 독립과 여성의 해방을 목적으로 운동

하다가 같은 해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함에 따라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던 중 1930년 1월 체포되었다. 이후 징

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김귀선은 1993년 건국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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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되었다.

다음은 비밀결사 소녀회의 회원으로 기소된 이들이다.

소녀회

장경례, 박봉순, 남협협, 박옥련, 이광춘, 이금자, 고순례, 박

계남, 박채희, 김귀선, 김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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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독립유공자 현황 가나다순(2019년	5월	기준)

1919년 비폭력 만세운동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사

회 곳곳에서 독립운동가의 활동들이 공유되고 있고 반갑게도 

최근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투쟁했

던 여성독립운동가들 역시 재조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실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2,000여명 되나 독립운

동가 서훈을 받은 사람은 43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독

립운동가 서훈을 받은 15,511명 중 3%에 불과하다.  그 중 현

재 행정구역 기준으로 전남의 22개 시군을 본적으로 둔 사람

은 33명이다(2019년 5월 기준). 이 또한 도민들이 기억하는 이

들은 몇 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중 2명은 전남에 기록을 두

고 있으나 서훈을 받은 지역은 윤형숙은 광주, 정종명은 서울

로 되어있다. 성명, 연보, 본적, 운동계열, 포상훈격, 포상연도 

및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한데 모아본 자료들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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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독립유공자 33인 가나다순

번호 성명 연보 본적 운동계열 포상훈격
포상

연도

1 강지성 1900~미상 목포 3·1	운동 대통령	표창 2019

2 곽희주 1903~미상 여수 학생운동 대통령	표창 2012

3 김귀남 1904~1990 목포 학생운동 대통령	표창 1995

4 김귀선 1913~2005 보성 학생운동 건국	포장 1993

5 김나열 1907~2003 순천 학생운동 대통령	표창 2012

6 김안순 1900~1979 나주 3·1	운동 대통령	표창 2011

7 김옥실 1906~1926 강진 학생운동 대통령	표창 2012

8 김화순 1894~미상 강진 3·1	운동 대통령	표창 2016

9 문복금 1907~1937 해남 학생운동 건국	포장 1993

10 박계월 1909~1997 화순 학생운동 대통령	표창 2019

11 박복술 1903~미상 목포 학생운동 대통령	표창 2012

12 박성순 1901~미상 고흥 3·1	운동 대통령	표창 2016

13 박애순 1896~1969 목포 3·1	운동
건국	훈장
애족장	

1990

14 박우말례 1902~1986 순천 3·1	운동 대통령	표창	 2011

15 박음전 1907~미상 목포 학생운동 대통령	표창 2012

16 신애숙 1910~미상 영광 학생운동 대통령	표창 2019

17 신정완 1916~2001 나주 임시정부
건국	훈장	
애국장

1990

18 양방매 1890~1986 영암 의병 건국	포장 2005

19 윤오례 1913~1992 강진 학생운동 대통령	표창 2018

20 이광춘 1914~2010 나주 학생운동 건국	포장 1996

21 이남순 1904~미상 목포 학생운동 대통령	표창 2012

22 이봉금 1903~1971 순천 3·1	운동 대통령	표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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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연보 본적 운동계열 포상훈격
포상

연도

23 이태옥 1902~미상 순천 3·1	운동 대통령	표창 2016

24 임소녀 1908~1971 나주 광복군
건국	훈장	
애족장	

1990

25 임진실 1899~미상 순천 3·1	운동 대통령	표창 2015

26 조아라 1912~2003 나주 국내항일 건국	포장 2018

27 조옥희 1901~1971 곡성 3·1	운동 대통령	표창 2003

28 주유금 1903~1995 해남 학생운동 대통령	표창 2012

29 진신애 1900~1930 광양 3·1	운동
건국	훈장	
애족장	

1990

30 하영자 1903~1993 장성 3·1	운동 대통령	표창 1996

31 한보심 1912~1988 보성 학생운동 대통령	표창 2019

32 윤형숙 1900~1950
여수
(광주)

3·1	운동 건국	포장 2004

33 정종명 1896~미상
목포
(서울)

국내항일
건국훈장
애국장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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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지성

성명

한글

(한자,	이명)

강지성
(康至誠)

지역 목포
사진

사진	없음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3·1	운동)

출생

~사망

1900.	8.	6.
~미상

개요
1919년	4월	전남	목포에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
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연보 •	2019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목포	북교
주소	:	목포	북교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2.	곽희주

성명

한글

(한자,	이명)

곽희주
(郭喜主)

지역 여수
사진

사진	없음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학생운동)

출생

~사망

1903.10.2.~
미상

개요

1921년	11월	13일	전남	목포의	정명여학교	재학	중	독립만세시위
를	감행할	것을	협의하고	태극기를	제작함.	다음	날	목포	시내에
서	“조선독립	만세”를	고창하며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가	체포
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연보 •	2012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여수	서정	281
주소	:	목포	양동	정명여학교	기숙사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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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귀남

성명

한글

(한자,	이명)

김귀남
(金貴南,	김

영애)
지역 목포

사진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학생운동)

출생

~사망

1904.	11.	17.
~1990.	1.	13.

개요

1921년	11월	14일	전남	목포정명여학교	재학중에	동교	및	사립영흥
학교등	기타	청년들과	함께	워싱톤	회의를	기회로	독립을	위해	만
세를	부르며	활동하다	피체되어	징역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연보 •	1995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목포
주소	:	목포	남교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4.	김귀선

성명

한글

(한자,	이명)

김귀선
(金貴先)

지역 보성
사진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학생운동)

출생

~사망

1913.	12.	19.
~2005.	1.	26.

개요

1929년	5월	전남	광주소녀고등보통학교	재학중에	장매성의	주도
로	비밀	결사된	소녀회에	가담하여	민족의	독립과	여성의	해방을	
목적으로	운동하다가	같은	해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던	중	1930년	1월	15일	주
동자로	피체되어	징역	1년에	5년간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약	1년	5
월의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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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	1913년	12월	19일	보성	출생
•	1929년	비밀결사	소녀회	가입
•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	가담
•	1930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9개월간	옥고
•	1993년	건국포장	
•	2005년	사망

생애	및	

활동

1913년	12월	19일	전라남도	보성(寶城)에서	태어남.	광주공립여자
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1929년	5월,	장매성(張梅性)·장경례(張慶
禮)·박옥련(朴玉連)·남협협(南俠俠)·고순례(高順禮)·이금자(李錦
子)	등이	1928년	11월	조국의	독립과	여성해방을	목적으로	조직한	
광주	지역	항일학생	비밀결사	소녀회(少女會)에	가입함.
같은	해	11월	3일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적극	가담해	활동함.	이	
와중에	항일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이	체포	구속되자,	이에	항의해	
시험을	거부하고	백지동맹(白紙同盟)을	단행하는	등	항일	활동을	
펼침.
1930년	1월	15일	학생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11명의	동료	여학생들
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됨.	같은	해	10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선고
를	받을	때까지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함.	1993년	항일	학생운동
에	이바지한	공로로	건국포장을	받음.	

기록물

참고문헌

여성,	기록되지	못한	반쪽	역사,	2012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자료실
[네이버	지식백과]	김귀선(金貴先)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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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나열

성명

한글

(한자,	이명)

김나열
(金羅㤠,	金

貞賢)
지역 순천

사진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학생운동)

출생

~사망

1907.	4.	16.
~2003.	11.	1.

개요

1921년	11월	13일	전남	목포	정명여학교	재학	중	동교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목포	시가를	행진하였다가	체포
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연보 •	2012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순천	영정	110
주소	:	목포	남교	76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6.	김안순

성명

한글

(한자,	이명)

김안순
(金安淳)

지역 나주
사진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3·1운동)

출생

~사망

1900.	3.	24.
~1979.	4.	4.

개요
1919년	3월	10일	광주에서	시위대와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
립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연보 •	2011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나주	본량	산수	593
주소	:	나주	본량	산수	593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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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옥실

성명

한글

(한자,	이명)

김옥실
(金玉實)

지역 강진
사진

사진	없음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학생운동)

출생

~사망

1906.	11.	18.
~1926.	6.	2.

개요

1922년	11월	14일	전남	목포에서	정명여학교	재학중	워싱턴회의에	
조선독립문제	상정을	촉구	하기	위해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연보 •	2012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강진		작천	군자	
주소	:	목포	죽동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8.	김화순

성명

한글

(한자,	이명)

김화순
(金華順)

지역 강진
사진

사진	없음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3·1운동)

출생

~사망

1894.	9.	21.
~미상

개요
1919년	3월	10일	전남	광주군에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
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음.	

연보 •	2016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강진	고흥	백양
주소	:	광주	효천	양림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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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복금

성명

한글

(한자,	이명)

문복금
(文卜今)

지역 해남
사진

사진	없음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학생운동)

출생

~사망

1907.	12.	13.
~1937.	5.	22.

개요

1921년	11월	14일	전남	목포에서	영흥학교,	정명여학교	학생들과	
함께	다량의	태극기를	제작하여	독립만세	시위를	하다가	피체되어	
징역10월을	받고	8월간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연보 •	1993년	건국포장

생애	및	

활동

본적	:	해남	북평	흥촌	612	
주소	:	목포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10.	박계월

성명

한글

(한자,	이명)

박계월
(朴桂月,	
박규숙)

지역 화순
사진

사진	없음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학생운동)

출생

~사망

1909.	5.	12.
~1997.	5.	2.

개요

1930년	1월	15일	서울에서	경성여자미술학교에	재학	중	광주학생
운동으로	구금당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만세운동을	주도하
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연보 •	2019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화순	동복	독상	32
주소	:	서울	수창	169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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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복술

성명

한글

(한자,	이명)

박복술
(朴福述,	
朴貞喜)

지역 목포
사진

사진	없음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학생운동)

출생

~사망

1903.	8.	30.
~미상

개요

1921년	11월	13일	전남	목포의	정명여학교	재학	중	독립만세시위
를	감행할	것을	협의하고	태극기를	제작함.	다음	날	목포	시내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고창하며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가	체포되
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연보 •	2012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목포	북교	232
주소	:	목포	북교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12.	박성순

성명

한글

(한자,	이명)

박성순
(朴聖淳)

지역 고흥
사진

사진	없음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3·1운동)

출생

~사망

1901.	4.	12.
~미상

개요
1919년	3월	10일	전남	광주	시내에서	수피아여학교	학생으로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음.	

연보 •	2016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고흥	옥하
주소	:	광주	효천	양림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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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애순

성명

한글

(한자,	이명)

박애순
(朴愛順)

지역 목포
사진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3·1운동)

출생

~사망

1896.	12.	23.
~1969.	6.	12.

개요

1919년	3월	9일	광주	수피아	여학교	교사로	재직중	김복현	김강	
등과	같이	광주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함.	3월	10일	광주시민의	독
립만세	시위에	수피아	여학교	학생을	규합	참가시키고	독립선언문
을	시위	군중에게	배포하며	활동하다	피체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
고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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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및	

활동

전남	목포	출신으로	1896년	태어나	정명여학교	보통과	1회를	졸
업.	이후	광주에	올라온	뒤	1915년	3월	수피아	여학교의	고등과	최
초	1회	졸업생이	됨.	당시	졸업생은	표제금과	박애순	둘	뿐임.	이러
한	그녀가	졸업	이후	서울에서	사범교육을	마치고	모교의	향한	사
랑을	내비침.	당시	그녀는	3·1운동	당시	북문안	교회	교인아지	수
피아	여학교	교사로	지내게	됨.
1919년	3월	1일	유관순의	만세운동이	시작되면서	광주에서도	독립
운동의	불씨가	타오름.	그녀는	서울에서	독립운동의	밀령을	가지
고	내려온	김철과	숭일학교	교사	김강,	최병준	등과	함께	3월	10일
로	날짜를	정하고	광주독립만세	운동의	계획을	세우게	됨.
박선생은	거사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매일신보의	기사를	읽어주면
서	‘만국	강화회의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독립이	승인되었음으로	
각징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니	우리들도	이	운동을	벌여	대한
독립만세를	불러야	된다’며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불씨를	당겨	줌.	
또한	밤	12시가	넘은	뒤	기숙사	지하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만듦.	
학생과	교사들을	소집하여	각자	고종황제	인산날에	입었던	치마를	
한	사람당	10개씩	만들도록	하고	날이	뜨기만을	기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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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및	

활동

1919년	3월	10일	오후	2시경	대한독립만세	함성이	터져	나왔고	그
녀를	따라	수피아	여학생들은	선두에	서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소리	높에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
를	주도하게	됨.
이들은	박애순	선생의	주도하에	서문통	충장로	파출서와	금남로	
구	법원,	다시	우체국	앞으로	시위를	계혹하다	광주경찰서	마당으
로	들어서서	더욱	맹렬히	조선독립	만제를	외침.	
이로	인해	그녀는	독립운동	주도자로	낙인찍혀	1년	6개월(당시	23
세)	징역형을	선고	받음.	이	공판에서	가장	긴	징역을	살게	됐던	그
녀는	체포되어	혹독한	심문을	받으면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당
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함.	재판석에서도	‘나는	독립을	절실히	희망
하기	때문에	그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자신이	주동자라고	시인함.
복역	기간	중에는	매일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성격
이	닳도록	읽음.	그러한	생활	모습을	보인	그녀는	6개월을	남겨두
고	모범수로	석방됨.	
이후	박선생은	사회생활을	그만두고	광주를	떠나	경남	양산군	원
동면으로	시집을	가게	됨.	그녀의	큰	딸이	세	살이	되던	1924년	상
경하게	되어	안동교회	전도사로	오랫동안	활동하게	됨.	해방과	동
시에	6·25의	숨막히는	격동	속에서	살면서	봉사활동을	해옴.
그러던	1955년	어느날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팔을	못쓰게	되었지
만	오랜	봉사활동을	펼쳐오다	14년	더	살고	1969년	6월	12일	74세
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뜨게	됨.	여성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녀는	세상을	떠난	훨씬	후에야	1986년	12월	16일	비로소	독립유
공자로	대통령	표창장을	받게	됨.	이후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
장을	추서받음.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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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박우말례

성명

한글

(한자,	이명)

박우말례
(朴又末禮,	
朴永子)

지역 순천
사진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3·1운동)

출생

~사망

1902.	3.	13.
~1986.	12.	7.

개요

1919년	3월	10일	전남	광주에서	김복현·김강	등이	주도한	독립만
세시위운동에	홍순남·최경애	등과	함께	참여하고	태극기를	제작
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연보 •	2011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순천	옥천	72
주소	:	광주	효천	양림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15.	박음전

성명

한글

(한자,	이명)

박음전
(朴陰田)

지역 목포
사진

사진	없음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학생운동)

출생

~사망

1907.	4.	14.
~미상

개요

1921년	11월	13일	전남	목포	정명여학교	재학	중	동교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목포	시가를	행진하였다가	체포
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연보 •	2012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목포	죽교	6-1
주소	:	목포	죽교	6-1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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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애숙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신애숙
(申愛淑)

지역 영광
사진

사진	없음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학생운동)

출생

~사망

1910.	?.	?.
~미상

개요

1930년	1월	15일	서울에서	경성여자상업학교	2학년	재학	중	광주
학생운동에	동조하여	만세운동과	동맹휴교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구류	20일을	받음.	

연보 •	2019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영광	영광	백학
주소	:	서울	봉익	109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17.	신정완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신정완
(申貞婉,	
王玲)

지역 나주
사진

사진	없음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임시정부)

출생

~사망

1916.	4.	8.
~2001.	4.	29.

개요

1937년	조선민족혁명당	1939~1941년	산동성	제2전구사령부	파
견활동.	1943년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	부친이	독립운동가	신
익희.

연보 •	1990년	애국장	

생애	및	

활동

본적	:	나주	나주읍	금성동	252
주소	:	중국사천성	중경(中國	四川省	重慶)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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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양방매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양방매
(梁芳梅)

지역 영암
사진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의병)

출생

~사망

1890.	8.	18.
~1986.	11.	15.

개요

1908~1909년	전남	화순	의병전투에	참가하여	체포.	부군	강무경
은	1910년	옥중	순국.	부친	양덕관.	오빠	양성일	의병운동가.	1908
년	심남일	의진의	부장인	강무경의	부인으로	강무경과	함께	의진
에	참여하였다가	1909년	10월	9일	일군에	체포된	사실이	확인됨.	

연보

남평	거성동	전투	참전
개항기	전라남도	영암	출신의	여성	의병
의병장	강무경의	부인으로,	남편을	따라	의병	활동에	투신함
2005년	건국포장

생애	및	

활동

본적	:	영암	금정	남송	127
주소	:	영암	금정	남송	127
무주	구천동	33경의	시작을	알리는	제	1경	나제통문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의병으로	전해지는	강무경과	양방매	여사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는	사적비가	있음.
의병하면	남자의	소산으로만	여겨졌던	시대에	거친	산세를	누비며	
목숨을	걸고	전투를	벌인	여전사가	양방매임.
명성왕후의	시해와	단발령,	을사늑약	체결,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	등	나라의	수모와	위급상황이	전개될	때	마다	전국에서	의병
이	일어났는데,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2년	뒤인	1907년	일본은	고
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우리나라	군대를	강제	해산시킴.	이를	계기
로	퇴역군인을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을미의병,	을사
의병에	이은	정미의병이	그것임.
무주	출신인	강무경은	심남일로부터	의병을	일으키자는	통문을	받
고	전남	함평으로	내려감.	심남일과	강무경은	의형제를	맺고	활발
한	의병활동을	전개하는데,	당시	김율	의병부대에	합류해	무주가	
아닌	전라도	광주와	나주,	화순	등지에서	맹활약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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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및	

활동

하지만	부상으로	영암의	선비	양덕관의	집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
의	딸인	양방매와	사랑에	빠져	혼인을	한	후	의병활동을	재개	하
게	됨.
양방매	역시	남편을	따라	의병활동을	하게	됨.	장흥,	보성,	강진	등
에서	활약함.	1909년	일본이	순종	황제를	끌어들여	의병	해산	조
칙이	내려지자	의병들은	해산하고	화순의	화악산	기슭의	풍치굴에
서	은신하며	신병치료를	하고	있던	차에	결국	체포됨.	양방매	역시	
체포	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훈방되고	남편인	강무경은	
1910년	8월	대구감옥에서	순국함.	양방매	여서는	그후	평생을	혼
자	살며	1986년	삶을	마감함.	

기록물

참고문헌

항일투사	순국	의병장	강무경과	홍일점	의병	양방매	부부	사적비
http://blog.naver.com/lsseol?Redirect=Log&logNo=301624	
85545
건국포장	추서받은	故	양방매	할머니	사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
d1=102&oid=001&aid=0001066368
정부는	60주년	광복절을	맞아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포
상함.	사진은	건국포장	추서받은	독립유공자	故	양방매할머니가	
94세때	남편인	의병장	강무경의	묘소를	찾은	모습.//사회/	2005.	
8.	3.	(서울=연합뉴스)

19.	윤오례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윤오례
(尹五禮)

지역 강진
사진

사진	없음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학생운동)

출생

~사망

1913.	2.	12.
~1992.	4.	21.

개요
1929년	11월	전남	광주에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광주학
생운동에	참여하였다가	퇴학	처분을	받음.	

연보 •	2018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강진	성전	도림	390
주소	:	광주	성저	37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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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광춘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이광춘
(李光春)

지역 나주
사진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학생운동)

출생

~사망

1914.	9.	8.
~2010.	4.	12.

개요

1929년	10월	전남	나주에서	광주여고보	3학년	학생으로서	박기옥,	
이금자	등	동료	학생들과	함께	기차로	통학하던	중	일본인	중학생
들이	그녀와	박기옥	등	여학생들을	희롱하자	광주고보학생들과	광
주중학교	일인	학생들이	충돌하여	광주학생운동의	촉발계기가	되
었음.	그후	피체된	학생들의	석방을	주장하며	백지동맹을	주도함
으로써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일경에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당
한	사실이	확인됨.	

연보 •	1996년	건국포장	

생애	및	

활동

본적	:	나주	박정	14
주소	:	나주	다시	복암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21.	이남순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이남순
(李南順)

지역 목포
사진

사진	없음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학생운동)

출생

~사망

1904.	12.	30.
~미정

개요

1921년	11월	14일	전남	목포에서	정명여학교	재학	중	워싱턴회의에	
조선	독립문제	상정을	촉구하기	위해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
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연보 •	2012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목포	온금	88	
주소	:	목포	온금	88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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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봉금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이봉금
(李奉錦)

지역 순천
사진

사진	없음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3·1운동)

출생

~사망

1903.	12.	3.
~1971.	7.	5.

개요

1919년	3월	10일	전남	광주군	수피아여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학
생들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4월,	집
행유예	2년을	받음.	

연보 •	2019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순천	금곡	24
주소	:	광주	효천	양림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23.	이태옥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이태옥
(李泰玉)

지역 순천
사진

사진	없음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3·1운동)

출생

~사망

1902.	10.	15.
~미상

개요
1919년	3월	10일	전남	광주에서	수비아여학교	학생으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음.

연보 •	2016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순천	쌍암	봉덕
주소	:	광주	효천	양림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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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소녀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임소녀
(林少女)

지역 나주
사진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광복군)

출생

~사망

1908.	9.	24.
~1971.	7.	9.

개요
1940년	10월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하여	제2구대	제2분대에서	항
일활동.	1945년	8·15해방시까지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연보

1908년	9월	24일	전남	나주	출생
1971년	7월	9일	사망
1990년	애족장

생애	및	

활동

전남	나주(羅州)	사람이다.
광복군	제2지대에	입대하여	제2구대	제2분대에서	활동을	전개하
다가	광복을	맞이함.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
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함.
본적	:	나주	과원	127
주소	:	서울	서대문	남가좌	산	12

기록물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자료
(http://www.mpva.go.kr/narasarang/gonghun_view.
asp?id=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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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진실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임진실
(林眞實)

지역 순천
사진

사진	없음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3·1운동)

출생

~사망

1899.	8.	1.
~미상

개요
1919년	3월	10일	전남	광주에서	수피아여학교	학생으로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음.	

연보 •	2015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순천	북문통
주소	:	광주	효천	양림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26.	조아라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조아라
(曹亞羅,	
泰心堂)

지역 나주
사진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사회운동
(국내항일)

출생

~사망

1912.	3.	8.
~2003.	7.	8.

개요

1930년	4월경	전남	광주에서	수피아	여학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
을	계기로	여학생	비밀결사	백청단을	조직하여	단장으로	활동함.	
1933년	1월	이일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름.	

연보

•	1912년	3월	28일	나주군	반남면	출생
•	1927년	수피아여자고등학교졸업
•	1931년	수피아백청단	은지환사건	주동자로	옥고	치름
•	1973년~1982년	광주YWCA	회장
•	1988년~2003년	한겨레신문창간위원
•	1988년	광주시민대상(사회부문)수상
•	1994년	국민훈장	모란장
•	2003년	7월	8일	사망
•	2018년	건국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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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및	

활동

호는	소심당(素心堂).	1912년	3월	28일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남.	
기독교	장로로서	교회와	사설학교를	세워	계몽운동에	힘쓴	아버지
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으로	성장함.	1931년	수피아
여학교를	졸업함.	서서평(徐徐平)이	운영하던	이일학교(李一學校)	
교사로	있던	중,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백인청년단사건	주동자
로	연루되어	1년간	옥고를	치르고,	교직에서도	강제	해직됨.
1936년	수피아여학교가	신사참배·창씨개명을	거부해	폐교될	때는	
동창회장이라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다시	1개월의	옥고
를	치름.	광복	후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광주부인회를	출범시키
는	한편,	독립촉성부인회	광주전남	총무를	맡아	활동함.
1945년	9월	광주	YWCA(기독교여자청년회)	상무이사로	선임된	뒤,	
1947년부터	1983년까지	총무·회장을	거쳐	명예회장으로	물러날	
때까지	광주	YWCA와	여성운동·사회운동에	전념함.	1951년에는	전
쟁	고아들을	위한	성빈여사(聖貧女舍)를	세움.	이듬해에는	3년제	
야간	중학교인	호남여숙(湖南女塾)을	설립하는	한편,	계속해서	청
소년	야학인	별빛학원과	소외받는	여성들을	위한	계명여사를	열기
도	함.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때는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계엄군
에	끌려가	6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출감한	뒤에도	부상자와	사망
자	처리에	전념해	이	때부터	‘민주화	운동의	대모’,	‘광주의	어머니’
로	불리기	시작함.	1992년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여성
토론회에	한국	여성계	대표로	참석함.	그	밖에	5·18	광주민주화운
동	기념사업추진회,	광주	국제사면위원회,	국민운동	전남본부,	21
세기	여성발전위원회,	광주여성정치연맹	등의	고문을	지냄.
광주시민대상(1988),	정일형	자유민주상(1998),	무등여성대상
(1998),	YWCA	전국대회	대상을	받았고,	2003년	국민훈장	무궁화
장이	추서됨.	
본적	:	나주
주소	:	광주	양림

기록물

참고문헌

광주의	어머니	조아라	여사	삶	기림.	문화컬쳐뉴스	2013.	7.	7.
광주의	어머니	조아라	선생	새	기념관	9월	15일	개관,	연합뉴스	
2015.	8.	20.
두산백과	조아라	[曺亞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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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조옥희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조옥희
(曺玉姬)

지역 곡성
사진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3·1운동)

출생

~사망

1901.	3.	15.~	
1971.	11.	30.

개요

1919년	3월	10일	전남	광주의	수피아여학교에	재학	중	만세시위운
동에	참여하여	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시가를	행진하는	등	활동하
다가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연보
•	수피아여고	학생
•	2003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전남	곡성(谷城)	출생.	1919년	3월	10일	전남(全南)	광주(光州)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함.
광주에	있는	수피아여학교(須彼亞女學校)에	재학	중이던	조옥희
는	3월	6일	광주군	효천면(孝泉面)	출신인	김강(金剛)·송흥진(宋興
眞)·서정희(徐廷禧),	숭일학교(崇一學校)	교사	최병준(崔丙浚)	등
과	함께	3월	10일	광주	큰	시장에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광주시
내를	행진하기로	계획함.
이때	조옥희는	시내에서	일반인의	운동참가를	권유하기로	하였으
며,	최병준은	숭일학교	학생들을	운동에	참가시키면서,	그들로	하
여금	독립선언서와	기타	유인물을	배포하게	하는	일을	맡음.
그리고	김강은	수피아여학교	교사인	박애순(朴愛順)과	교섭하여	
독립선언서	배포	및	여학생들의	운동참가를	권유함.
3월	10일	3시경	조옥희는	김복현·김강·서정희	등과	함께	광주교	
밑의	천변에서	수	백명의	사람들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함.
그리고	이들은	천변을	따라	작은	냇가에	자리잡은	작은	시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송흥진을	선두로	양림리(楊林里)	방면에서	모
여든	숭일학교	학생	10여	명,	수피아여학교	여학생	20여	명,	그리
고	우시장에	모여든	군중들과	합류하여	독립만세를	불렀음.	시위
행렬은	우시장을	지나	서문통을	경유	우편국	앞을	지나	중앙로로	
행진하였고,	여기에서	누문리(樓門里)	방면으로부터	쇄도한	농림
학교	학생들과	합류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함.	이	일로	조옥
희는	피체되어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
반으로	징역	4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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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및	

활동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함.
註·判決文(光州地方法院,	1919.	4.	30.)
·光州3·1萬歲運動紀念碑(광주수피아여중고,	1995)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	여성독립운동사	자료총서Ⅰ3·1운동	편		

28.	주유금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주유금
(朱有今,	
主允愛)

지역 해남
사진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학생운동)

출생

~사망

1903.	5.	15.
~1995.	9.	14.

개요

1921년	11월	14일	전남	목포에서	정명여학교	재학	중	동교에서	시
내로	진출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되어	
징역	6월(미결	통산	50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연보 •	2012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해남	문내	동외
주소	:	목포	양동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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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진신애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진신애
(陳信愛)

지역 광양
사진

사진	없음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3·1운동)

출생

~사망

1900.	7.	3.
~1930.	2.	23.

개요

1919년	3월	10일	수피아여학교	교사로	재직중	박애순과	같이	기숙	
중인	여학생들에게	독립	정신을	고취시켜	수피아	여학생들을	이끌
고	광주장터로	나아가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게	피체되어	징역	10월을	받았으나	미결기간을	합산하여	11월	20
일간의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연보

•	1900년	7월	3일	출생
•	1919년	3월	10일	독립만세운동
•	1930년	2월	23일	사망
•	1990년	애족장

생애	및	

활동

진신애(陳信愛,	1900~1930)는	다압면	신원리	원동마을	출신.	
그는	1919년	3월	10일	광주	수피아여학교	교사로	재직중	동료	교
사	박애순(朴愛順)과	같이	기숙중인	여학생들에게	독립정신을	고
취시켜	수피아여학생들을	이끌고	광주	장날	광주천변으로	나아가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활동하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0월
을	선고받아	약	1년간의	옥고를	치름.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
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함.	당시	이곳에는	교회와	진신애의	
생가가	있었으나	멸실되어	현재에는	마을	앞길과	주차장으로	이용
되고	있음.	1900년(광무	4)	7월	3일∼1930년	2월	23일.	일제	강점
기	독립운동가.	본적은	전라남도	광양(光陽).
전라남도	광주(光州)	수피아여학교(須彼亞女學校:	현	광주수피아
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학생들에게	민족의식	배양과	
독립정신	고취	등의	교육을	실시함.
1919년	2·8	독립선언서가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전달되자	독립운동
에	대한	열기가	고취된	상태에서	김철(金鐵)·최정두(崔正斗)	등이	
고종	황제	국장(國葬)에	다녀오면서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계획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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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및	

활동

1919년	3월	10일	광주에	위치한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되
자	동료	교사	박애순(朴愛順)	등과	함께	사전에	제작해	두었던	태
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시위	군중들에게	배포하고,	여학생들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선창함.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의	무력진압	와
중에	일본	경찰에게	체포됨.
1919년	3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
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름.	1990년	정부로부터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됨.
본적	:	광양	다압	신원	839
주소	:	광주	효천	양림		

기록물

참고문헌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광양만신문	“광양의	호국항쟁유적을	찾아서	41.	진신애	생가터”	
2013.	12.	19.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자료

30.	하영자

성명

한글

(한자,	이명)

하영자
(河永子,	
河判今)

지역 장성
사진

사진	없음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3·1운동)

출생

~사망

1903.	6.	27.
~1993.	10.	1.

개요
1919년	3월	당시	광주	수피아여학교	학생으로	독립만세운동에	참
가하여	징역	4월을	받고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연보 •	1996년	대통령	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장성	황룡	화호	242
주소	:	광주	효천	양림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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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보심

성명

한글

(한자,	이명)

한보심
(文卜今)

지역 해남
사진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학생운동)

출생

~사망

1912.	1.	12.
~1988.	7.	24.

개요
1929년	11월	전남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가	퇴학을	당함

연보 •	2019년	대통령표창

생애	및	

활동

본적	:	보성	문덕	봉	7
주소	:	광주	향사	110

기록물

참고문헌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32.	윤형숙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윤형숙
(尹亨淑,	
尹血女)

지역
여수
(광주)

사진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3·1운동)

출생

~사망

1900.	9.	13.
~1950.	9.	28.

개요

1919년	3년	10년	전남	광주의	수피아	여학교에	재학	중	만세시위
운동에	참여하여	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시가를	행진하는	등	활동
하다가	일경에	의해	팔을	절단당한	후	체포되어	징역	4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연보

•	1900년	9월	13일	화양면	창무리	윤치운의	3남	2녀	중	장녀로	출생
•	1918년	순천	성서학원	수료,	광주	수피아여학교	입학
•	1919년	일경에	체포,	병영에	유폐,	원산	마루다	신학교	수학
•			1939년	귀향(여수시	봉산동),	여수	제일교회,	중앙교회,	봉산교회	
전도사

•	6·25	동란중	인민군에	체포
•	1950년	둔덕동에서	순국
•	1963년	김현청	내각수반	표창(반공청년	운동)
•	2004년	건국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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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및	

활동

1900년(고종	광무	4)	9월	13일∼1950년	9월	28일.	일제강점기	독
립운동가.	전라남도	여천(麗川)	화양면(華陽面)	창무리(倉武里)에
서	태어남.	윤치운(尹致雲)의	3남	2녀	중	장녀.
1919년	서울을	기점으로	3·1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났으며,	광주(光
州)에서도	3월	10일	장날을	기하여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대
한독립만세를	외침.	당시	전라남도	순천(順天)의	성서학원를	졸업
하고	광주	수피아여고에	재학	중이던	윤형숙도	만세시위에	참여하
였는데,	당시	시위대의	맨	앞에	서서	만세를	외치다가	일본	헌병이	
내리친	칼에	왼팔이	잘리는	부상을	입음.	그는	일본	헌병에	체포되
어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4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감옥에	있는	동안	고문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됨.
감옥을	나와	함경남도	원산(元山)	마루다	신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고문의	후유증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요양을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고창(高敞)에	내려옴.	그는	고창	유치원에서	6년간	강사를	하였으
며,	여수	봉산동(鳳山洞)에	봉산교회가	설립되자	전도사로	일하였
으며	교회	내	설립된	봉산(鳳山)학원에서	교원을	맡기도	함.	이후	
여수제일교회를	거쳐	중앙교회의	전도사로	일하던	중	8·15해방을	
맞음.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도사라는	이유로	인민군에게	
붙잡혀	9월	28일	여수시(麗水市)	둔덕동(屯德洞)	과수원에서	손양
원(孫良源)목사와	함께	인민군들의	총에	죽음을	당함.
결혼을	하지	않아	슬하에	자녀가	없음.	묘는	전라남도	여천군	소
라면(召羅面)	관기리(館基里)에	있음.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2004년	건국포장을	추서함.

기록물

참고문헌

『여성,	기록되지	못한	반쪽	역사』,	2012.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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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종명

성명

한글

(한자,	이명)

정종명
(鄭種鳴)

지역
목포
(서울)

사진

분야

(운동계열)

독립운동
(국내항일)

출생

~사망

1896.	3.	5.
~미상

개요

1922년	4월	서울에서	여자고학생상조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
동,	1924년	4월	서울에서	조선여성동우회를	창립하여	집행위원,	
상무	등	임원으로	활동,	1926년	4월	서울에서	정우회	창립에	참여
하여	검사위원	등	간부를	역임,	1927년	5월	서울에서	근우회를	창
립하여	중앙집행위원장	등	간부로	활동,	1929년	7월	서울에서	신
간회	중앙집행위원,	신간회	경성지회	서기	등으로	활동하다	여러	
차례	검거됨.
1931년	3월	서울에서	적색구원회	창설에	참여하여	간부로	활동하
고,	1931년	5월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으로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음.

연보

•	1895년	목포	출생
•	1919년	3·1운동	관련	서류를	몰래	전달하다	들켜	문초를	당함.	
•	1921년	조산부	자격을	취득하여	조산원	개업
•	1922년	조선여자고학생상조회결성
•			1924년	사회주의운동가로	1924년	사회주의	운동단체인	북풍회
에	가담하여	활동	시작

•	1925년	사회주의	여성단체	조선여성동우회를	조직
•			1926년	정우회(화요회·북풍회·조선노동당·무산자동맹	등의	통합
단체)	결성

•	1927년	항일	여성운동	단체인	근우회를	조직	집행위원으로	활약
•	1931년	조선공산당	국내공작위원회	사건으로	체포
•			1945년	좌익여성단체인	조선부녀총동맹	중앙위원으로	선출	후	
월북

•	1947년	북조선민주여성동맹	간부	역임
•	2018년	애국장

생애	및	

활동

1922년	4월	1일	동지	김영준(金永俊)·전유덕(田有德)·유현숙(劉賢
淑)·이완구(李玩昫)	등	20여	명의	신여성과	함께	서울에서	여자고
학생상조회(女子苦學生相助會)를	조직함.
이는	소외되고	가난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우	여성에	대한	
교육을	전담했다는	점에서	여성운동의	또다른	경향과	분야를	개척
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이	운동은	민족주의적	기반	위에서	시작
되었기	때문에,	1924년	이후	사회주의적	여성운동과	연관되고	있
어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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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및	

활동

정종명도	처음에는	민족주의계의	영향을	받았으나	1920년대	중반	
전후	사회주의계로	전환해감.	1925년	5월에	동지	박원희(朴元熙)·
김필애(金弼愛)·정칠성(丁七星)·허정숙(許貞淑)·주세죽(朱世竹)·오
수덕(吳壽德)	등	20여	명과	함께	사회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한	최
초의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를	서울에서	조
직,	운영하기	시작함.	이들이	곧	뒷날	근우회(槿友會)를	조직하여	
항일과	계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음.	이	단체는	여성해방과	
단결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음.
1926년	12월에	조직된	망월구락부(望月俱樂部)에도	참여함.	1927
년	2월	신간회(新幹會)가	조직되자,	별동자매대와	같은	성격으로	
5월	27일	서울에서	좌우합작과	만족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근우
회가	조직됨.	동지	김활란(金活蘭)·황신덕(黃信德)·최은희(崔恩喜)	
등	50여	명의	민족·사회주의계	여성을	망라해	이	모임을	결성함.	
그는	근우회의	지명	집행위원에	선임되어	근우회를	이끌어	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1928년	5월	근우회창립1주년기념식을	거행하려	할	때	일제의	탄
압이	있자	허정숙과	함께	교섭위원으로	집회	허가를	교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임시대회를	같은	해	7월	14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	대
교당에서	개최할	때	대회준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사회자로	
이	모임을	이끌어나갔다.
1929년에는	동	임시집행부	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임되어	부의장으
로	뽑힌	김순희(金順姬)와	함께	근우회를	운영해감.	1927·1928년에	
동	중앙집행	위원,	1930년에는	정칠성	등	5명과	함께	검사위원(檢
査委員)에	선임됨.	1929년	12월	20일	광주학생항일운동에	관련된	
혐의로	근우회의	허정숙·유덕희(劉德姬)·박차정(朴次貞)·박호진(朴
昊辰)	등과	같이	붙잡힘.
이보다	앞선	1927년	8월	27일	근우회	전주지회에서	‘조선	여자의	
지위향상과	단결’이라는	제목으로	동지회창립축하기념강연을	행
한	바	있음.	또	이듬	해	2월	동	경성지회(京城支會)를	설치할	때는	
심은숙(沈恩淑)·권봉주(權鳳珠)·김필수(金必壽)·강석자(姜石子)·김
영희(金瑛禧)	등	7명과	함께	서무부위원으로도	활약함.	이처럼	그
는	1931년	근우회가	해소될	때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회주의
계	여성을	대표하면서	여성운동에	투신함.

기록물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근대여성	63인의	초상
1931년	7월	<삼천리>,	현대	여류	사상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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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

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

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

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

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국가보훈처	참조_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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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본인 사

망시 선순위 유족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

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3.5cm×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

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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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	독립유공자	등록	순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

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

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2순위)

•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

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01	
등록신청	
민원인

▶ ▶ ▶

02	
등록신청서	
및	서류검토
(관할보훈청)

03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의결
(보훈심사위원회)

04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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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3순위)

•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

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자부(4순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92  전남 여성독립유공자

지원내용

대상별 보상금

본
인

건국훈장

1~3등급 8,039

4등급 4,962

5등급 4,131

건국포장 3,299

대통령표창 2,707

유
족

건국훈장

1~3등급 배우자	기타유족
2,531
2,191

4등급 배우자	기타유족
1,865
1,826

5등급 배우자	기타유족
1,518
1,483

건국포장 배우자	기타유족
1,066
1,059

대통령표창 배우자	기타유족
721
708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10~270,	
4인이상	:	260~320

생활지원금
(순예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6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33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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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순·애지	유족

교육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

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
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손)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
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
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
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공무원	등	특별채용	:	
자녀·손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손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의료
본인 국비	진료 보훈병원	60%	감면

유가족 보훈병원	60%	감면 보훈병원	60%	감면

대부 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 대상(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제외)

기타

•		양로,	양육,	수송시설,	고궁,	국·공립공원,	국·공
립휴양림	등	이용

•		국공립공원지정	현황
•		국립공원관리공단
•		자연휴양림

비고

생활조정수당	생활등급 10등급이하 자에게 지급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보상금 비대상자로서 

기초수급자, 생활조정수당지급자는 468천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자는 335천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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