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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창 기 (1907～1918)

                        제 1 장  배유지 목사와 수피아

   1. 남 선교와 배유지 목사

   (1) 남선교의 양상

  1892년 11월 3일 제물포를 통하여 서울에 도착한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들은 네비우스 정책에 

따라 호남 선교의 길을 열게 되는데, 처음에 내한한 선발  7인은 이놀즈(이 서) 목사와 그 

부인 팻시 볼링, 정킨( 렴) 목사와 그 부인 매리 이번, 테이트(최의덕) 목사와 그 여동생 매

티 테이트(최마태) 그리고 리니 데이비스(뒤에 하 렴-해리슨 목사와 결혼) 등이었다. 이들은 

1893년 라도에 부임하여 회장에 이 서, 서기에 렴, 회계에 최의덕으로 구성된 남장로회 

미슌회를 조직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하 는데, 최의덕 목사와 최마태 양은 주 선교부를 이루어 

복음을 하 고 렴 목사와 뒤에 온 유 모(드루) 목사에 의하여 1896년에는 군산교회가 

시작되고 강 입구에 있는 군산에 선교부가 개설된다.

  한편 1896년 연례회의에서 나주 선교부를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1897년 에 그 책임을 맡은 

유진 벨(배유지) 목사는 하 렴 목사와 함께 나주에 가서 성안에 임시 숙소로 쓸 가집 한 채

를 사서 수리하고 성 밖에는 선교기지로 쓸 땅을 매입하여 도를 시작했는데, 보수 이고 완고

한 양반세력의 아성인 나주사람들의 태도는 심히 이었다. 청년들이 작당하여 행패를 부리

고 선교사들을 살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지와 건물을 환매하고 목포를 선교

지로 선택하게 된다. 목포는 1897년 10월 1일에 개항된 도시로서 발 의 가능성이 있었다. 1898

년 가을에 배유지 목사 가족과 오 원 의사가 이곳에 이사하여 목포 선교를 개시하고 1899년에는 

스트 이퍼 선교사가 여성과 어린이 도에 힘썼고, 1900년에는 오 원 의사가 조지아나 휘  양

과 결혼하여 목포 선교는 더욱 활발해진다. 

  이에 비하여 주는 조  늦게 190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에 배유지 목사 가족과 오 원 

선교사 가족에 의하여 선교부가 개설되고 주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곳은 당시 주군 효천면 

양림리로 주의 남문 밖에서 멀리 떨어진 구릉의 벌거숭이 산이요, 묘지가 많은 외딴 곳이었다. 

거기에 목포 교회에서 김윤수(金允洙) 집사 가족이 미리 와서 선교부 터를 잡고 두 채의 집을 



먼  지었으며, 임시 숙소가 마련되자 그 해 12월 20일 배유지 목사와 오 원 의사 두 가정이 12

상자나 되는 짐을 가지고 주에 이주해오는데, 처음엔 목포에서 산포까지 배를 타고 온 후 

부인과 어린이들은 인력거를 타고 20마일 떨어진 주까지 오게 된다. 목포에서 주까지의 여

행은 기차로 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틀이나 걸린 것이다.1)

  “복음 사업의 활발한 진행이 인근 지방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선교사들이 도착하기까지 

주에서는 시작되지 못했다. 기에 있어서 많은 다른 과 마찬가지로 복음사업은 주로 큰 도시보다 

마을들에 빨리 되었는데, 주도 형 인 경우다. 이 도시에서의 첫 번째 교회 배는 1904년 

 내리는 크리스마스날 벨 목사의 임시 사택에서 열렸다……. 여자 남자들이 서로 딴 방에 들어오

자 앙에 서 있던 벨 선교사는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설교했다. 이 간단한 시작에서 주 교

회는 성장하게 되었으니, 불과 6년 안에 500명을 헤아리는 교인들이 모이게 되었다. 1910년까지 거

의 부분을 교인들의 기부에 의하여 건축된 이 교회는 넘치는 무리들을 보호하기 하여 세 번이

나 확장되었다. 선교부가 개설된 후 벨과 오 원에게는 굉장한 활동의 시간이 이어졌다. 그들은 함께 

25개 군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과 매년 속도로 성장하는 사업 속에서 일했다. 처음 5년간에 배 

처소의 수는 4곳에서 77개로 증가하 고, 세례교인의 수는 72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났다.”2) 

  한편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이 있기는 하지만,「조선 수교 장로회 사기」에 나타난 그 무

렵 이 고장의 교회개척은 다음과 같다.

        

     1898년 목포부 陽洞교회 (배유지, 변창연)

     1899년 나주군 三道里교회 (정원삼, 이문오, 윤상삼)

     1900년 함평군 文場里교회 (박찬익, 임 춘, 정기선)

     1901년 주군 松汀里교회 (배유지, 오기원)

     1902년 장성군 寶生里교회 (배유지) 

            화순군 大浦里교회 (이경래)

            해남군 右水營교회 (배유지), 先頭里교회 (오기원, 변창연)

     1903년 장성군 栗谷里(永信)교회 (오기선, 도정희), 

                   黃龍里교회 ( 덕거, 김도인, 지원근)

            군 大田里교회 (김문삼, 변창연, 표익선, 문양삼)

            나주군 廣岩里교회 (김윤환, 김치묵, 김 환, 최치삼, 김동섭, 이유장)

     1904년 주군 楊林里교회 (배유지, 오기원, 김윤수)



            군 新川里교회 (노응표, 강사홍)

            곡성군 玉果里교회 (배유지)

            나주군 德林里교회 (김 숙, 박문삼)

            완도군 冠山里교회 (오기원, 노학구, 정만일)

     1905년 보성군 武萬里교회 (김일 , 조상학), 新泉里교회 (오기원, 배경수)

            주군 三所旨교회 (김권명, 백부근), 堯基里교회 (김윤수, 장창화)

            장성군 龍里교회 (배유지, 김문삼, 이계수)

            나주군 芳山里교회 (박창학, 오기원)

            군 武靈里교회 (배유지, 김문삼, 박인원)

            함평군 龍成교회   (서경구, 정도련, 최치문)

            강진군 萬德里교회 (김두찬)

            장흥군 都廳里교회 (방천일, 이낙서)

            해남군 新德里교회 (배유지, 이귀 )

            보성군 新泉里교회 (오기원, 배경수)

            진도군 粉土里교회 (도정의)

     1906년 장성군 大岳里교회 (김장화, 신치삼, 문학삼, 문태원, 임화일, 최경 )

            나주군 上村교회   (이윤삼)

            강진군 鶴嗚里교회 (변요한)

            장흥군 眞木里교회 (오기원, 안덕화, 이자일, 이원방, 장내성)

                   朔金里교회 (이성재)  大里교회 (구성숙, 김인운)

            해남군 古 里교회 (김성우, 조병선, 김익천)

            고흥군 玉下里교회 (오기원, 오태욱)

            순천군 平村교회   (지원근, 박응삼, 이원백)

     1907년 화순군 和 邑교회 (오기원, 신나열), 漆井里교회

            주군 中 里교회 (이방언, 서천년, 조능주, 김맹동, 김우치, 하순이)

            순창군 雙溪里교회 (배유지, 변창연)

            보성군 雲林里교회 (오기원, 배경수)

            함평군 月奉里교회 (김윤섭)

            해남군 院津교회   (변요한, 임성옥, 진인범, 이치도)

            장성군 華湖里교회 (강응삼)



            여수군 長泉里교회 (정태인, 지원군, 박응삼)

                   牛鶴里교회 (채진 , 명창순)

            고흥군 新 里교회 (한익수, 선 흥) 

            양군 新黃里교회 (조상학, 한태원))

            순천군 龍塘교회   (김 수, 김 주, 정운창, 정동섭)

     1908년 순천군 新坪里교회 (이 서, 마여 , 허성오), 二美교회 (정태인)

            고흥군 錦山 新坪里교회 (오석주, 박수홍)

            구례군 읍교리 (배유지, 장 , 박양진)

            양군 光陽邑교회 (오기원, 지원군, 배경수), 熊洞교회 (조상학, 서병 )

                   大芳里교회 (서한 , 한태원, 박희원)

            보성군 陽洞교회   (오기원, 배경수)

            군 塩山里교회 (문 국,  정정옥)

            순창군 九龍里교회 (변상순, 박성택) 金城里교회 (조석일)

            나주군 西門町교회 (변창연, 배유지) 內山里교회 (오기원, 지원근)

            화순군 水里교회   (타마자) 

            무안군 德山里교회 (강낙언,), 大尺里교회(맹 리, 이장호)

                   城南里교회 (김서규, 황 삼, 주덕유)

            강진군 瑞山里교회 (박창인, 신도우)

            해남군 草松里교회 (원 수, 원사기, 원명오)

            제주도 錦城里교회 (이기풍, 김재원)

     1909년 나주군 德谷里교회 (김 홍)     

            무안군 星岩里교회 (강익수, 박화일)

            함평군 永 里교회 (이계완)

            해남군 孟津里교회 (변요환, 임성옥), 大月교회(박 호, 원덕찬, 서 일)

            주군 日谷교회   (이주상, 배유지)

            고흥군 玉下里교회 (박용섭)

            양군 栢岩里교회 (김평장, 장석지),  蟾巨里교회 (장주환)

                   旨郞里교회 (강 오)

            순천군 大峙里교회 (지원근), 九上里교회 (정동섭),  邑內교회 (최사집)

            제주도 朝天里교회 (이기풍)



     1910년 보성군 文陽里교회 (노라복, 배경수), 

                   大峙里교회 (이형숙, 조규 , 신성일)

            함평군 鄕校里교회 (서화일)  水湖里교회 (김홍식)

            무안군 九井里교회 (강인숙, 이화민)

            강진군 鶴掌里교회 (김두천, 강자선, 이성 , 조승일)

            해남군 邑內교회   (하 렴, 김 진), 

                   南倉里교회 (변요한, 김 진, 이경일, 김태언)

            장성군 月坪교회   (이 화, 강태양)

            순천군 月山里교회 (김군옥)

            고흥군 舟橋里교회 (손 회, 박덕만, 최세진, 창수)

            구례군 大由里교회 (장옥규)

            제주도 城內교회   (이기풍)

     1911년 여수군 西町교회   (박바우)

  와 같이 선교사들의 열성 인 도활동과 교인들의 노력에 의하여 단기간에 각 처에 많은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재의 행정구역에서 보면 주 선교는 송정리교회(1901), 주교회(북문

안교회, 1904), 삼소지교회(1905), 효기리교회(1905), 흥리교회(1907), 일곡교회(1909)순으로 

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주․ 남에 많은 교회가 개설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리 된 것은 미국 남

장로회에서 송한 배유지 목사와 오 원 선교사의 선교활동에 크게 힘입었다고 하겠다. 주 선

교부의 개척자요 주교회의 창설자요 한 수피아와 숭일학교를 설립한 배유지 목사에 해서

는 여러 가지로 고찰한 연구가 있다.  

   (2) 배유지 목사와 선교활동

  배유지 목사(Rev. Eugene Bell, 1868～1925)는 미국 터키주(Scott's station, Kentucky)에서 태

어나, 리치몬드의 센트럴 학(Central Univ. Ky), 터키 신학교(Ky. Theo. Sem.), 유니온신학교

(UTS, Va.) 등에서 공부하고 1894년 4월 18일에 목사 안수를 받은 신학박사이다.

  1894년 6월에 리치몬드에서 샤로트(Charlotte Ingram Witherspoon, 愛稱 Lottie)양과 결혼하

고 1893년 11월 13일에 부인과 함께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었다. 1895년 2월 7일 샌 란시스코를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끼(長崎)에 잠시 머물다가 4월 3일에 일본을 떠나 4월 4일 부산에 잠시 정

박한 후, 바로 출항하여 4월 6일 제물포에 도착하 다. 4월 7일 주일을 제물포에서 지내고 4월 8

일 돛단배로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4월 9일 아침에 서울에 도착하 다. 

  그는 서울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며 본격 인 선교활동의 비를 하고 있다가 1895년 3월에 이

서 선교사와 함께 말을 타고 호남지방 선교지 순회여행을 떠났다. 드디어 1896년 9월에 나주

에 선교부를 설치할 것이 결정되고 그 책임자로 배유지 목사가 임명되었다.  

  “이 후부터 남지방의 선교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나주는 남의 심 인 큰 성곽도시로 선박까

지 왕래하는 좋은 치에 있었다. 1897년 3월  배유지와 하 렴 두 목사는 나주에 가서 성내에 숙

소로 쓸 가집 한 채를 사서 수리하고 사랑방을 만들어 구도자를 면 하는 데 쓰도록 하고 성 밖

에는 장차 선교지로 사용할 땅을 매입한 후, 도를 시작하 다. 양반골인 나주는 외국인과 수교

에 한 태도가 이었다. 청년들은 작당하여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으며 선교사를 성 밖으로 축

출하려고 하 고 주민들은 선교사들이 성내에 거주할 경우 살해하겠노라고 거듭 하 다. 이리하

여 배유지 목사와 하 렴 목사는 부득이 매수하 던 토지와 가옥을 환매하고 철수, 다른 곳으로 선

교지를 개설할 수 밖에 없었다. 배유지 목사는 나주 지방 선교는 자기의 어학선생 이문오(李文五)에

게 맡기고 목포로 떠났다.”(全南老 75年史 p.797)

  1898년에는 배유지 목사 가족이 서울에서 목포로 이사오게 되었고 오 원 목사는 배 목사 집에

서 기숙하게 되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같이 온 매서인(賣書人), 변창연(邊昌淵)씨와 합력하여 목

포군 이로면 만복동(지 의 양동)에 터를 잡아 장막을 치고 열심히 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 

  “배유지 선교사는 1898년 3월 목포 양동교회를 시하여 1899년 나주 삼도리교회를, 주군에는 

구소리교회(九巢里敎 )를 개척했고 남노회 산하의 동복, 목포남교동, 문장, 주 북문안, 송정리, 

장성 보생, 해남 우수 , 구례읍, 이진, 담양 양지, 진도, 포천, 담양읍, 나주하나리, 나주상 , 장성읍, 

고당, 일곡동, 읍, 비 덕산교회 등 약 50개의 교회를 설립했으며…….”(全南老 75年史, p.798)

 『미국남장로회 선교 보고』(Report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한국교회사 문헌 연

구원 발간, 1991)에 수록된 1905년 제 14차 연간보고의 ‘유진 벨의 개인보고’ (Personal Report of 

Eugene Bell)에는 이때의 사정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유진 벨의 개인보고



  “1905년은 내가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하면서 보낸 가장 바쁜 해 다. 나는 지난 가을에 오 원

(Owen)의료 선교사와 우리 자신들을 해 주에 임시로 사용하기 한 목 으로 집 두 채를 서둘

러 얻었다. 그리고 그 집들은 12월 순 쯤에 가서야 입주가 가능했으며, 우리는 크리스마스 기를 

주에서 보내기 해 서둘러 목포에서 주로 이주했다…….

  나는 지 까지 한국에서 한 가장 기쁘고 고무 인 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막 주로 돌아왔다. 

나는 두 번의 성찬식, 여덟 번의 세례식을 거행했다. 나는 222명의 신청자를 심사하여 70명에게 세

례를 주었고, 73명을 세례학습반에 받아들 다.

  기독교인들의 활동은 매우 목할 만하다. 각 그룹마다 선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많은 개인 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 결과 일년 동안에 4개의 새로운 외곽지역 선교 사역지가 세워졌다. 그리고 두 개의 새로운 교회 

건물이 마련 으며, 곧 두세 개의 교회 건물이 세워질 망이다. 그리고 한 세례자 수는 네 배 이

상이 되었다. 헌 은 극빈자들을 고려해서 자율 으로 하 다.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해 교회 성도

들은 37.50달러를 헌 했다. 그러나 이 헌  액수는 한 명의 노동자 임 의 약 375일의 임 에 해당

한다.

  다음은 내가 맡고 있는 각 선교 사역지의 신자 수이다. 하나말 200명, 신 75명, 덕 35명, 홍양 

40명, 덕산 30명, 한밭들 35명, 창두 37명, 백기 65명, 창상 70명, 택기 10명, 주 평균 50명, 총 교회 

그룹 11개, 총 참석자는 712명. 이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 참석자들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복음

에 심이 있는 사람들이다. 일년동안 나는 85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96명을 세례학습반에 받아들

다.”

  그는 한 1903년 9월에 목포의 정명여학교와 흥학교를 세웠고 주에 와서는 북문안 교회

를 설립하고  당회장(제 1  목사)을 지냈으며 1908년 에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를 설

립하 다.

  배 목사는 한국에서 두 번이나 상처하는 비운을 겪었으나 굴하지 않고 열심히 도 사업에 힘

쓴 결과 주 지방에 수많은 교회를 설립 직  돌보는 일을 계속하다가 1925년 57세를 일기로 

주에서 별세하여 양림동 선교회 묘지에 묻히게 되었다.

  배유지 목사 부인 샤로트(애칭, Lottie)는 1896년 5월 27일 서울에서 아들 헨리 (Henry

Venable) 를 낳고 1899년 1월 6일에 딸 샤로트(Charlotte Witherspoon ; 후에 인도아 목사의 어머

니가 됨) 를 낳았다. 

  배 목사 부인은 1901년 4월 12일에, 배 목사가 주지방에 가 있는 동안에 환으로 세상을 

떠나 서울의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배유지 목사는 1904년 5월 10일에 버지니아 출생의 마가 트(Margaret Whitaker Bull, 1873. 

11. 26생)와 재혼하 다. 이 두 번째 부인이 목포에서 주로 이사온 후 주 교회를 함께 세우

고 1919년 3월 26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뜰 때까지 15년간이나 배 목사와 교회를 해 헌신한 것

이다. 그는 1906년 3월 7일에 아들 리암(William Eugene) 등 세 아이를 낳았다.

  그는 3․1 만세 운동 때 수원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을 돌아보고 오던 길에 선교사 일행이 타

고 오던 자동차가 수원 남방 병 (餠店) 건 목에서 기차와 충돌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

의 유해는 양림동 선교회 묘지에 배 목사와 나란히 묻  있다.

  배 목사의 세번째 부인은 주리아(Julia Dysart, 裵主利亞, 1872. 10. 16생)인데 1921년 9월 15일

에 결혼하 으나 자녀는 없었다. 그는 사범학교 출신으로서 주 이일학교의 교사, 교장으로 

사하 다.

   2. 오 원 선교사와 선교활동

  한편 오 원(吳 元 는 吳基元, 吳基冕, Clement Carrington Owen)은 1867년 7월 19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출생하여 햄 든-시드니 학(Hampden-Sydney College, VA), 스코트랜드 뉴 

학(New College), 유니온신학교(UTS, VA), 버지니아 학교(Univ. of VA) 의학부 등에서 공부하

여 의사이며 동시에 목사가 된 분이다. 그는 189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1897년에 한국 선교사

로 임명되어 1898년 11월 5일에 한국에 도착하 다.

1900년 12월 12일에 북장로회 소속인 한국 선교사이며 여의사인 조지아나(Georgiana Whiting)

양과 결혼하 는데 언더우드 목사 사택에서 식을 올렸으므로 언더우드 목사가 주례했으리라 생

각된다. 

그 후 그들은 목포에 와서 진료소를 설치하여 의료 사업을 통하여 도에 힘썼고 배 목사와 

함께 교회를 돌보는 일에 몰두하 다.

오 원 선교사는 신학과 의학을 공부했기에 이 두 분야에 시간을 쪼개어 일하다 보니 과로가 

겹치고, 기후나 풍토에 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서 부부가 함께 몸이 쇠약해지고 기야 

병환이 심해져서 치료를 하여 일시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하 다.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온 그들은 1904년 12월에 배유지 목사 가정과 함께 주로 이사오게 되

었다. 주에서도 의료와 도 두 분야에 열심히 사했으나 몸이 쇠약해져서 주에 온 지 5년

만에, 1909년 4월 3일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의 숭고한 임종에 하여 변요한(Rev. J. F. Preston)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오 원은 성폐렴으로 1909년 4월 3일 토요일 녁 10시 45분에 숨을 거두었다. 그는 주에서 

280리쯤 떨어진 장흥 어느 시골에서 열흘 동안이나 도하던 이었다. 3월 28일 주일날 아침에 갑

자기 몰아 닦친 한 로 병을 얻어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하루 종일, 그리고 한 밤을 고열로 시달

려야 했다. 이튿날 심 때에야 몇 한국인 신자들이 알고 달려와 가마에 태워 산등성을 세 개나 넘

어 육 칠십 리 길인 장흥읍까지 옮겼다. 읍내의 여  방에서 밤새도록 뜬 으로 새우고 이른 새벽에 

주로 떠나려 했으나 가마꾼들을 구하기가 아주 힘들었다. 그래서 새벽에 떠나지 못하고 아침녘이 

되어서야 떠나 부지런히 뛰었으나 땅거미가 질 때까지 130리밖에 올 수 없었다. 오 원의 기력은 

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지체할 수도 없었다. 새 가마꾼을 사서 남은 밤길 70리를 재 하여 이튿날 수

요일 새벽 2시에 주에 도착하 다. 모든 사람들의 정성어린 간호와 의술로 목요일, 요일에는 병

세가 좀 우선한가 했더니 토요일 아침에 상태가 악화되어 슨 의사는 놀라 목포의 포사이드 의사

를 불러 상의하기로 하 다. 오 원은 이 때 이미 의식이 없었고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 원 부

인, 그리고 슨 의사, 노라복 부인, 목포에서 온 비내이블 부인 등이 종일 간호하고 있었으나 그는 

심한 고통 속에 있었다. 그날 밤, 비내이블 부인이 간호하던  방에서 쉬고 있던 오 원 부인에게 

알릴 사이도 없이,  슨 의사가 달려 오기도 에 그는 고통 없이 고요히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는 마지막 도 여행을 떠날 때에 몹시 지쳐있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다. 더욱이 날씨도 차

고 일기는 불순하 다. 그가 이런 악천후 속에서도 기어이 도 여행에 나선 것은 이미 약속한 지방

의 성경공부가 된 업무로 말미암아 지될까 염려하 기 때문이다. 충분히 비된 약품도, 당

한 양식품도 갖지 않고 얼굴에 북풍이 부딪치는 가마 속에 아무도 모르는 구리의 심한 통증을 

참고 그 로 돌아다닌 것이 이 불행한 여행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그는 이 여행에서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 문답하는 일 등으로 열흘 동안 쉼없이 일하다가 ‘죽

도록 충성하라’는 말 로 충성된 종으로 죽었다. 

  목요일 오후에 많은 한국인 교인들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어와 한국어로 장례식을 거행하

다. 그의 시신은 그가 그 게도 사랑했던 주의 여러 정든 곳과 그의 살던 집이 내려다 보이는 선

교부 동산 에 안장되었다.   

  ‘오, 나에게 조 만 휴식을 주었으면！’ 그가 병상의 고통 에 되뇌이던 말이다. 이 피로에 지친 

군사에게 휴식이 주어졌다.  건  편의 평안한 휴식, 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는 그의 달려

갈 길을 다 마쳤다. 그는 믿음을 지켰고 빛나는 면류 을 받은 것이다. 

  아직 살아 남은 우리는 뜻밖의 불어닥친 이 일로 당황하 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 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기다리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다.” 

                                 (J. F. Preston's Letter to Friends, April 6. 1909.)

주선교부는 이러한 오 원 목사를 기리기 하여 오원기념각을 건립하 다. 



  그런데, 오 원 기념각을 짓게된 것은 오 원이 죽기 부터 계획했던 것이다. 그가 죽기  마

지막으로 그의 여동생과 숙부(Mr. Bailey Owen)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오 원 의사는 본래 <할아버지의 기념병원>을 설립하려 했으나, 지 은 병원보다는 성경을 가

르칠 큰 건물이 더 실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할아버지 기념 >으로 명명하고자 하 다. 성

경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무 많아서 교회는 비좁고 더욱이 200리, 300리 먼 곳에서 온 사람

들이 유숙할 방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돈이 히 비된다면 지하에는 기숙사가 있고, 많은 

교실과 강당을 갖춘 훌륭한 벽돌건물을 짓는 것이고, 여의치 못하면 목조 건물에 흙벽으로라도 

기필코 짓겠다는 호소의 편지 다. 그러나 이 편지를 보낸 지 두 달도 채 못되어 답장도 받아보

지 못한 채 그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 후 미국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그의 한국 선교에서의 

부신 활동과 성경공부를 가르칠 건물을 짓겠다던 그의 뜻을 기념하여 <오 원 기념각>을 세운 

것이다. 

  그 후 <오 원 기념각>은 회색 벽돌로 크게 지어졌고 그 에 기숙사도 지어져 수많은 사람들

의 성경공부, 달 성경학(한 달씩 기숙하면서 성경공부 하는 것)등에 활용되었고 지 은 기독병원 

간호 학 강당으로 쓰이고 있다. 기념  입구 문지방에 [ 리암 오 원과 클 멘트 오 원을 기념

하여] 라는 표찰이 붙어 있는데 리암은 그의 할아버지이다.   

  이 기념각이 지어진 것은 1911년경으로 추정되나 확실한 고증 자료를 아직은 얻지 못했다. 이  

기념각은 북문안 교회를 남문 밖으로 옮겨 짓는 동안 배처소로 쓰이기도 했고 1924년 양림교

회가 분립하여 1926년 새 배당이 공되기까지 양림교회의 배 처소로 사용하기도 하 다. 

그리고 달 성경학 교사(校 )로, 노회장소로, 부흥사경회 등 연합집회 장소로, 숭일학교 강당으

로, 쓰이는 등 주 교회와 지역 문화 발 에 큰 도움을  건물이며 지 은 기독병원 간호 문

학의 강당으로 쓰이고 있다

  오 원 목사의 부인, 조지아나(Georgiana Whiting, M. D.)는 미국 마사추세츠주에서 1869년 9월 

12일에 태어나, 노드필드 학(Northfield Sem., Mass)과 필라델피아 여자의과 학(Womens'

Medical College, Philadelphia)을 나왔고 사범 교육도 받은 여의사 다. 그는 1895년 1월에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임명되어 그 해 4월 7일에 한국에 도착하 다. 

  1900년에 오 원과 결혼하여 1901년 10월 3일에 첫 딸 매리(Mary Virginia)를 낳았고 1903년, 

1905년에 두 자녀를 더 낳았으며, 오 원 목사가 죽은 다음 달인 1909년 5월 13일에 마지막 유복

자를 낳게 되었다. 이역 만리 타국에서 겹치는 그들의 슬픔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

는 1952년 미국에서 별세하 다.



                             제 2 장  수피아의 탄생

   1. 수피아 여학교의 시작

  이처럼 배유지 목사와 오 원 선교사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도와 토착교회들의 강렬한 도 

활동에 의하여 많은 교회가 설립됨에 따라 남장로회에서는 의료 선교와 함께 교육선교에 심을 

가지고 힘쓰게 되었다.

  “선교회의 교육사업이 시작되기 에는 서양식 공립 학교가 라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람들

이 아는 유일한 종류의 학교는 마을 서당이었다. 여기에 양반 가정의 자녀들이 모여 유교의 고 들

을 교수받았다. 모든 가르침은 기계 이었고 한문을 암송하는 데 그쳤다. 교육은 여성을 해서는 

당하지 않다고 느 기 때문에 여성을 하여 개방된 학교는 없었다.

  처음부터 선교회는 기독교 학교의 목 은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기

독교 교육은 복음 도의 수단으로서보다는 기독교 지도자를 훈련하는 방법이었다. 자주 되풀이되는 

구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하고 기독교인을 교육하는 것’ 이었다. 얼마의 비기독교인 학생이 참

가하고는 있었지만, 기의 미션 학교는 어도 체 학생의 60%는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방침을 

고집하 다. 이런 정책 때문에 자녀들이 교육받기를 요구하는 기독교 지지자들이 있기까지는 선교회

의 교육사업은 시도되지 않았다. 기부터 ‘자조’ 라는 네비우스정책에 따라서 학부모에게 경비가 분

담되었다.”3)

  이리하여 주에서는 1901년 6월에 하 렴(Harrison) 목사가 그의 어학선생과 더불어 8명의 

소년들을 모아 조그마한 주간 학교를 출발시켰고, 다음 해엔 최마태(Mattie S. Tate) 양이 12명의 

소녀들을 모아 자기 집에서 두 번씩 가르치기를 시작하 는데, 이 작은 학당들이 발 하여 1908

년에는 주 기 여학교와 주 신흥학교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랑킨(Nellie Rankin) 양이 교장

으로 부임하여 교명을 기 (紀全)이라 붙인 것은 학교 발 에 공이 큰 렴(William M.  

Junkin)목사를 기념한다는 뜻이고, 유서백(John S. Nisbet) 부처는 주 남학교를 맡아 발 시켰

는 바 교명을 신흥(新 )이라 붙 다.

  목포에서도 스트래퍼(Straeffer)양이 1903년부터 소녀들을 모아 주로 사랑, 용, 청결 등 윤리

인 문제를 가르치며 훈련시켰는데 이가 곧 정명(貞明)여학교의 출발이었다. 군산 선교부에서도 

1902년부터 렴 목사가 그의 서재에서 소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의 부인은 안방에서 소

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군산 명학교와 멜볼딘여학교의 시작이다.



  그러면 주선교부의 교육사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라운 목사의 

｢한국선교｣(Mission to Korea)에는 이 게 말하고 있다.

  “1904년에 개설된 주선교부는 다른 선교부보다 교육사업이 더디게 시작되었다. 1908년 이 까지

는 학교사업이 시작되지 못했다. 그 해에 배유지 목사 부부가 작은 문간방에서 세 학생을 데리고 여

학교를 시작하 다. 배 목사 부인의 어학선생이 여가 시간에 선생으로서 사하 다. 남학교도 같은 

해에 배 목사 집 사랑방에서 시작되었다. 

  1910년 이 두 학교는 타마자(J. V. N. Talmage)목사와 구애라(Anna McQueen)양이 도착함으로써 보

다 튼튼한 기 를 세웠는데, 이들은 각각 그 학교의 책임을 맡았다.”4)

  그러나 의 기록과는 조  다른 견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배유지 목사의 사랑방에서 남녀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이다.

  “ 주의 교육사업은 스테이션이 개설된 지 얼마 안된 1907년에 조선인 직원들의 자녀와 교인들의 

자녀를 모아놓고 배유지 목사의 사랑방에서 교육을 시작하 다. 1907년 교세가 발 하고 남녀 학생

의 수가 증가함으로 여학생은 따로 변요한 목사의 사랑채로 옮겨 가고 남학생은 그 로 머물러 있

다가 1908년 2월 1일 구한말 정부로부터 숭일(崇一)이라는 이름으로 인가를 얻었으며, 숭일이라는 

이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뜻이다.  교장에는 변요한 목사가 취임하 다. 한

편 변요한 목사 사랑채에서 공부한 여학생을 심해서 1908년 에 정식 학교로 출발하게 되었다. 

수피아여학교의  교장은 엄언라(Miss Ella Graham)선생이 취임하 고, 1911년에 미국의 스턴스

(Mrs. M. L. Sterns, nee Speer)여사의 기 을 받아 회색 벽돌로 3층 교사를 짓고 그 이름을 기념하기 

해서 수피아( 彼亞) 여학교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주 두 남녀 학교는 1910년 타마자(J. V. N. Talmage) 목사와 맥퀸(Anna McQueen)양이 주에 도

착하여 각각 리하게 됨으로 발 하게 되었다.

  숭일학교는 1909년 여름에 기공한 교사가 이듬해 4층 식 건물이 공되었고, 1911년 6월에는 

14명의 제1회 졸업식을 가졌다. 이 듯 교회가 구한말 한국사의 환 에서 근  교육을 도입하여 

실시했다는 것은 하나의 교육사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5)

  한국교육사 여러 곳에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의 설립연도가 1903년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는 다만 선교부 직원들의 자녀들을 심으로 비형식 으로 가르친 것에 불과하고 선교

부 결정에 의해서 학교가 시작된 것은 1908년 으로 보는 것이다. 목포에서 올라와 선교부 개

설에 힘쓴 김윤수(金允洙)의 딸 김명은(金明恩)과 뒤에 목사가 된 최흥종(崔 琮) 장로의 딸 최 



숙과 서병규 장로의 장녀 서 순과 배 목사의 부인 어학선생인 최재익(崔在翊)의 아들 최윤옥

(崔潤玉) 등 4명이 배 목사 사택(양림동 108-2)의 사랑방에서 처음 공부한 어린이들이었다.

  뒤에 애나 맥퀸(구애라)이 보고한 ｢Jennie Speer School｣ 이라는 문헌에 보면, 최흥종씨의 딸인 

최 숙이 친구인 김양순을 도하여 배에 참석  하고 그 다음 가을에 4명의 어린 소녀와 함께 

수피아에서 공부하게 하 는데, 김양순은 그 뒤 공부도 잘하고 서울에 가서 유학한 뒤에는 수피

아의 교사로서 훌륭하게 근무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의 문헌에는 한 주여학교의 설립에 

한 다음과 같은 요한 설명이 나온다.

  “1908년 에 배유지 박사와 배 부인, 그리고 엄언라 양은 주에 사는 총명한 어린 기독교 소녀

들이 3 R와 성경에 하여 배우도록 몇 가지 방법이 강구되어야함을 결정했다. 이는 들어보지 못한 

신이었는데, 왜냐하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까지는, 한국인은 소년들은 항상 교육시키되 소

녀들을 한 학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4명이었으나 뒤에는 12명의 소녀

들이 배움의 당에 모여들었다.

  선교회 건물의 앞뜰에 있는 한국식 방 안에서 그들은 한국의 통 습에 따라 바닥에 앉아서 큰 

소리로 공부를 하 다. 그러다가 가끔 선교사가 그들에게 다가오면 그들은 보통 미국 학생들같이 목

소리를 낮추어 조용히 공부했다.

  첫번째 정규 교사로는 훌륭한 미션학교를 졸업한 남궁 (南宮 赫) 부인이며, 그 남편은 재 리

치몬드에서 석사과정을 받고 있다. 이 학교의 첫번째 감독 은 그래함 양이며 두번째는 슨씨의 부

인이었다. 그리고 1910년 맥퀸 양이 교장이 되었으며, 맥퀸 양이 미국에 가 비었을 때 오원 부인이 

학교를 맡았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요청에 응답하여 1921년 9월에는 마가렛트 마틴 양이 도착

하 다.

  1911년에 스턴스(M. L. Sterns) 부인이 우리학교 건축비로 5,000달러를 내놓았고, 그녀의 여동생을 

기념하기 하여 이 학교를 <Jennie Speer 기념여학교>라 이름지었다.”6)

  다시 말하여, 1907년 가을부터 배유지 목사의 사랑방에서 선교부 직원들의 자녀인 최 숙, 김명

은 등 네 명의 어린이에게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셈하기(arithmetic) 등 3 R와 성경공부를 

시켰는데, 1908년 에는 선교부의 결정에 따라 남녀 미션 학교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피아여학교는 배유지 목사가 설립자가 되고 배 목사 부인 마가렛트도 설립에 조력하 으며, 

엄언라 선교사가  교장이 되었고, 구애라 교장이 학교의 기 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선교부의 교육방침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하고 그리스도인을 교육한다.”는 슬로건에 

잘 나타난다.



   2. 설립당시의 사역자들

   (1) 김함나 여사와 배 부인

  1907년에 배유지 선교사의 집에서 선교부 직원의 자녀인 세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로 시작

한 학교는 1908년 에 주선교부의 결정에 따라 주 남학교와 주여학교가 개교하 는데, 

남학교는 숭일학교로 이름 짓고 여학교는 제니 스피어기념여학교로 이름을 붙이게 된다. 학교 

설립 당시에 교육사업에 참여한 직원은 배유지 부인과 엄언라 선교사, 슨 부인, 구애라 선교사

와 최재익, 최흥종, 홍우종, 변창연, 남궁 , 김함나, 김마리아 등으로 알려졌다. 

  북문안 교회의 장로가 되고 뒤에는 목사가 되는 남궁 (南宮 ) 박사의 부인 김함나 여사가 

교사로 수고하 다. 남궁 은 서울 배제학당 출신으로 목포 해 에 근무하던  숭일학교 교장

인 변요한 선교사의 청을 받아 어교사를 했으며, 장로가 된 후 평양 신학교에서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고 북문안 교회의 3  목사로 시무하 다. 뒤에 1922년에는 선교회 장학생으로 린

스턴 신학교를 거쳐 리치몬드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한국인 최 의 신학박사가 되었으며, 귀국하

여 평양신학교 교수로 직하 다.

  김함나 여사는 독립운동에 몸바쳐 많은 고 를 겪었던 김마리아의 큰언니로서, 남궁  목사

가 미국유학을 하던 시기에 수피아 교사로서 사하 다.

  배유지 목사를 도와 학교를 설립하는데 조력한 배 목사 부인은 첫부인 샤로트(애칭 로티)가 

죽은 뒤 1904년에 재혼한 여성으로 버지니아 출생의 마가 트(Margaret Whitaker Bull) 여사이

다. 배 부인은 그 뒤 계속해서 남편의 선교활동을 도왔는데, 1919년 3․1운동 때 일제에 의해 학

살, 소실된 수원의 제암리교회를 살피고 오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배 목사 부인의 어학선생이었던 최재익씨도 틈이 있는 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그의 아들 

최윤옥은 숭일학교의 처음 학생이 되었다.

   (2) 변요한 선교사와 순천 선교부

  변요한(J. F. Preston) 선교사는 미국 로리다 태생으로 1896년에 킹 칼리지를 졸업하고 퍼먼 

학을 거쳐 1900년에 린스턴신학교를 졸업하 다. 그는 1903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남장로회 

선교사로서 목포 선교부에서 복음을 하다가 주 선교부의 사업이 확장되자 주로 오게 된

다. 변요한 목사는 1908년에 숭일학교의  교장이 되어 수고했으나 복음 도에 열성을 다하



고, 특히 순천 선교부를 개설하는데 크게 기여하 다.

  “순천 지방에서의 선교사업은 오 원 의사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그가 치명 인 병을 앓게 된 것도 

이 지역에서 다. 오 원이 죽은 뒤에 변요한 박사는 목포에서 주로 이동했는데, 남동 지역에서의 

선교사업을 감독하기 해서 다. 배유지와 변요한 선교사는 함께 이 지역을 여행하 는데, 선교사업

이 만족스러운 조건에서 있음을 알게 되어 기뻐했다. 그들은 순천 지역에서 6～7개의 기독교인 집단

을 발견하 다. 그 에는 시내에 크고 기와 지붕을 한 공회당에 50명이나 모임을 갖는 집단도 있었

다. 이 답사 뒤에 두 사람은 순천 선교부의 개설을 선교회에 추천하 는데, 이 지역은 주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많은 심자들이 있으며 연안 도서로의 도약지 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때

문이었다.”7) 

  1910년에는 원회에서 순천 선교부설치가 결정되자 변요한과 코잇(R. T. Coit, 고라복)선교사

가 기지를 마련하고 선교사 주택을 개설하 으며, 변요한 선교사와 고라복 선교사 가족이 1913

년에 주에서 순천으로 이사해 왔다. 그리고 변요한 선교사는 본국을 방문하여 평신도선교운동

회의 극 인 지원을 얻었고, 킨 선교사의 처남인 이번(E. R. Leyburn) 목사의 교회의 교인

인 왓츠(G. Watts)의 선처로 순천선교를 해 매년 1만3천 달러의 기부  지원을 받게 되었다. 

래스톤(변요한), 트(C. H. Pratt, 안채윤), 코잇(고라복) 등이 복음 도를 담당하 고, 티몬스

(H. L. Timmons, 김로라) 부부와 그리어(A. L. Greer, 기안나)가 의료선교를, 그리고 크 인(John 

C. Crane, 구례인)과 듀피(L. Dupuy, 두애한) 등이 교육사업을 장하고 부녀자 도와 성경 학교

를 해 비거(M. L. Biggar, 백미다)가 활동을 시작했다.

  순천 선교부는 교육사업으로 매곡동에 학교를 세웠는데, 1913년에 시작된 매산학교는 1916년

에 교사를 건축하 고 구례인 선교사가 책임을 맡았으며, 1914년에 시작된 매산여학교는 두애란 

선교사가 리하 다. 그러나 두 매산학교는 일제의 기독교학교의 탄압으로 총독부의 허가를 받

지 못해 폐쇄되었다가 1921년 재 개교하 는데, 이때 남학교는 변요한 선교사가 교장으로 수고

하 고, 여학교는 비거(M. L. Biggar, 백미다) 여 선교사가 교장으로 취임하 다.8)

  한편 순천선교부는 의료사업에도 힘썼는데, 1911년부터 의료선교사인 티몬스(H. L. Timmons)

의사와 간호사 그리어(A. L. Greer)가 진료를 시작하여 1913년에는 순천병원이란 이름으로 개원

하 다. 이어서 의료선교사 알 산더(A. J. Alexander, 안력산)의 주선으로 1915년 종합병원인 안

력산 병원을 설립하여 순천지방에 의료활동을 개한다. 

  주 선교부에서 시작한 남녀학교가 처음에는 배유지 목사의 사택에서 시작하 으나 그 수가 



늘어남에 따라 남학생들은 그 로 배 목사 사랑방에서 공부하고 여학생들은 변요한 목사의 사랑

방으로 옮겨서 공부했다는 기술이 앞에 인용한 김수진 목사의 교회사에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김수진 목사는 뒤에 나온「호남기독교회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함으로써 여학교는 배유지 목

사의 사 에서 계속 공부하 음을 알게 해 다.

  “1907년 벨 부인(M. W. Bell, 배마르다)의 어학교사인 최재익의 아들 윤옥과 김윤수 (선교부 직원, 

주의 장로)의 딸 명은 등 어린이 3명을 모아놓고 벨의 문간방에서 최흥종 목사를 교사로 하여 

읽기, 쓰기, 셈하기, 성경공부 등을 가르치기 시작하 는데, 이것이 오늘날 숭일학교의 모체가 되었

다. 교세가 확장되고 남학생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남녀학교를 따로 분립, 여학교는 그 로 머물러 

있고 남학교는 당시 주군 효천면 양림리에 소재하고 있던 스톤(J. F. Preston, 변요한) 목사의 

사랑채로 이주하 다. 그리하여 여학교는 수피아여학교로, 남학교는 숭일학교로 각각 발 하게 된 것

이다. 1908년 2월10일 구한말 정부로부터 숭일이라는 교명을 받음으로써 정규학교로 새 출발하게 되

었으며, 당시 임시교장으로는 설립자 벨이 취임하 다. 같은 해 선교사 스톤이  교장으로 

정식 부임하 으며, 창기 교육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을 확충해 가는 한편 교육의 내실에 만 을 

기했다. 즉 1909년 여름에는 새 교사를 기공하 고 그 이듬해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물을 공

( 주시 양림동 66번지 소재)하여 당시 주시에 몇 안 되는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9)

 

  한 구애라(애  맥퀸) 선교사는 The Missionary Survey(1915. 12월)에 실린「 주여학교」라

는 에서 “1908년 에 벨 박사와 그 부인이 그들의 문간방에서 여학교를 시작하 다. 학생은 

셋이었고 벨 부인의 어학교사가 여가 시간에 그들을 가르쳤다”고 여 있고, 앞에 인용한「

Jennie Speer School, Kwangju Korea(1923)」라는 책자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간다. 그러나 당시의 형편으로 보아 배 목사 사택에서 학교가 시작되고 변요한 목사 사택으로 

옮겨서 공부하기도 하고 오 원 목사 사택으로도 옮겨서 공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시 돌아가서, 주 선교부에서 교육사업에 조력한 사역자들을 보면, 배유지 목사의 어학선생

이요, 매서인으로서 목포교회의 설립 등 복음 도에 동참한 변창연과 뒤에 장로가 되는 홍우종 

등이 있고 남궁  장로와 그 부인 김함나 등이 력하 고, 최흥종 장로(뒤에 목사)도 교육에 

동참하 다.

   (3) 최흥종 목사

  최흥종(崔 琮)은 1880년 주 불로동에서 태어난 주 토박이로서 구한 말에 순검(巡檢)을 하



다가 김윤수씨의 도로 기독교에 입교한 분인데, 북문안교회에서 김윤수 장로와 함께  장

로로 장립되어 선교 활동에 힘썼다. 그는 3 · 1운동에 가담하여 3년형을 받고 복역  감형으로 1

년만에 출옥하여,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주 북문밖교회( 앙교회)의 ,  제 3  목사와 

주 정교회( 주제일교회) 제 5  목사를 역임하 고 시베리아(블라디보스톡) 선교사로도 일

하 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뿐아니라 나환자를 한 기독교 사회운동가로서 큰 공 을 남겼다. 은 

시 에 불량배로 유명했던 최흥종은 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뒤에 많은 일을 하

다.

  먼  1908년 놀란(Dr. J. W. Nolan) 의사의 후임으로 주제 병원 원장에 취임한 슨(Robert

M. Wilson, M. D.) 선교사가 나병원을 세우자 최흥종은 그 일을 거들게 되었다. 이 나병원의 설

립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 당시에 주에서 오 원 선교사가 농어  도에 힘쓰다가 과로로 

열병에 걸려 주제 병원에 입원한 이 있었다. 이 때 목포에 있던 포사이드(Wiley H.

Forsythe,  M. D.) 선교사는 오 원 선교사의 치료차 주로 오다가 길가에 쓰러진 문둥병 환자를 

만나자 그를 자기의 말에 싣고 주에 와서 치료를 해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주 나환자병원의 

시작이었다. 주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슨 선교사는 포사이드 선교사의 나환자에 한 사랑에 

감복해서 나병원을 세우고 최흥종 목사와 같이 일생 동안 나환자를 도우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

다.

  주 나환자병원의 두 기둥이 되었던 슨과 최흥종, 이 두 성직자는 평생토록 남이 꺼리는  

나환자의 아버지로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다. 슨 선교사는 1910년 그가 진료한 환자만 해도 

무려 9천 9백여 명에 달했고 그해에 수술했던 환자의 수도 175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국 에딘

버러에 있는 국 나환자 의회의 도움으로 1912년 2천달러의 지원을 받아 주 선리에 나환

자수용소, 진료소, 배처소 등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주나병원에 교회가 서고 이것이 

후에 선리교회가 된 것이다.

  최흥종이란 은 청년이 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 다. 주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가 세워지자 주 시내는 말할 것 

없고 농 의 뜻있는 청년들도 몰려왔다. 자연히 미션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은 북문안교회에 출석

하면서 신앙을 키워가고 있었다.

  한편 주에서 첫 세례교인 김윤수와 최흥종은 많은 교인들의 인 지지를 얻어 1912년 

주 북문안교회에서는 최 로 장로 장립을 받게 되었다. 주교회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배유지 선교사는 북문안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시무하 다. 특별히 김윤수 장로나 최흥종 장로는 



배유지 선교사의 뜻을 잘 받아 들여서 더 열심히 주 북문안교회에 사하고 나섰다. 이러한 

결과로 1914년 장로회 총회에서 배유지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 하 다. 자연히 이러한 일 때문

에 주북문안교회는 부흥될 수 밖에 없었다. 

  최흥종 장로는 장로회 평양신학교에 진학하 고 1917년부터는 북문밖교회의 신인 기도처의 

도사 일을 맡아 보다가 1921년 그가 신학교를 졸업하자 바로 북문밖교회의  목사로 부임

하게 되었다. 

  특히 오방(五放) 최홍종 목사는 1920년 7월 28일에 주 YMCA를 창설하여  회장으로 청

소년 운동에 앞장서서 큰 성과를 올렸으며, 3․1운동 때에는 독립 투사로 3년형을 받고 복역  

감형되어 1년만에 출옥하기도 하 다. 그리고 시베리아 선교를 자청하여 두 번이나 북풍이 휘몰

아치는 그 험한 곳에 다녀 왔다. 한 그의 생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세상의 냉 와 버림 

속에 사는 나환자들의 자활 운동에 헌신 사했다는 것이다. 그는 일생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신앙으로 다른 사람, 곧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일로 일 된 인도주의 인 생애를 보냈다. 그리하여 교계뿐 아니라 사회 으로도 잊을 수 없는 

분이 된 것이다. 1949년에는 무등산 증심사 부근에 의제 허백련(許百鍊) 선생과 함께 삼애학원

(三愛學院)을 설립하여 하나님과 나라와 땅을 사랑하는 농민 지도자를 양성하 고, 1956년에는 

부랑하던 나환자들을 모아 나주에 호혜원(互惠園)이라는 자활 을 건설하 으며, 무의탁 폐결핵 

환자들을 수용하는 송등원(松燈園)을 만들기도 하 다. 이러한 업 으로 1951년에는 한국 사회사

업 회 원장으로 추 되었고 1962년에는 국민훈장을 받았다. 1964년 은퇴한 후 1966년 5월 14

일에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 5월 18일 주공원 장에서 해방 후 처음으로 사회장으로 장

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최흥종 목사의 후손으로는 2남 7녀를 두었는데, 장남 최득은(崔得

恩)씨는 주에서 사업을 하 으나 별세하 고, 장손 최 (崔 協)은 남 학교 교수로 직하

고 있다.

   (4) 김윤수 장로

주선교부 설치를 해 부지 마련과 건축을 담당했던 김윤수(金允洙) 장로는 이미 목포에서

부터 복음 에 힘쓰던 분으로서, 배유지 선교사를 따라서 주에 온 후 계속 북문안교회의 

부흥에 힘쓴 공로자 다. 

그는 본래 원산 태생이며, 외가는 이왕손(李王孫)이었다고 한다. 김윤수는 원래 강원도 지방에

서 근무하던 구한말의 리로서 목포 경무청(경찰서)의 총순(總巡,  警監)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손에 생긴 종양을 치료하기 하여 오 원 선교사의 진료소를 다니는 동안

에 오 원 선교사로부터 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 다. 그는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여 

학습교인이 되었고 얼마 후에는 세례문답에도 합격했으나 선교사들은 그가 양조장(술도가)을 경

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 하 다. 이 말을 들은 김윤수는 실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양조장을 처분하고 그 다음 기회에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는 배유지 목사를 극 으로 도와 도에 힘썼고 목포 양동교회의 집사가 되어 교회건축

에도 큰 공을 끼쳤다. 그는 배유지 선교사의 동역자가 되어 1904년 주 선교부 설치를 하여 

선교사들보다 먼  5월 달에 주로 이사와서 선교사들이 살 주택을 짓는 일을 리하 다. 12

월 15일에 주택 공사가 끝나고 목포의 배유지 목사 가족과 오 원 선교사 가족이 주로 이사 오

게 되었다. 

  김윤수는 주에서도 열심히 선교사업을 도왔고, 1906년 공한 주의 첫 교회인 북문안교회 

배당을 짓는 일도 맡아서 하 다.  

배유지 목사는, “김윤수 집사는 나의 좋은 동역자이며 북문안교회 건축에도 헌신 으로 사

한 그의 공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윤수 집사는 매사에 극 으로 활동하 고 교회 섬

기는 일에 정열을 쏟았다. 선교사들이 도 여행을 떠나고 없을 때에는 기도회를 인도하 고 주  

 일학교의 책임자로,  성경공부를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도 크게 이바지하 다.

후에 그는 최흥종과 함께 북문안교회의 첫 장로로 장립되어 (1912년경으로 추정) 당회원으로

서의 책무를 다하 다. 3 · 1 독립운동이 일어나 나라 안 이 뒤숭숭할 때 장티 스로 오래 고생

하다가 제 병원에서 61세를 일기로 1919년 3월 12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를 따르고 흠모하던 

많은 신도들의 슬픔은 말로 다 표 할 수 없었으며, 교회의 큰 기둥 하나가 무 진 것 같았다.

배유지 목사는 선교회 모임에서 가끔 김윤수 장로를 다음과 같이 칭찬했다고 한다. “김윤수 

장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오직 수님의 사랑뿐이라고 늘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장로이며 

충심으로 우리를 도우면서 주 고을의 복음화에 정성을 기울 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사

자 다.”  

  김윤수 장로는 본래 김해 김씨(金海 金氏) 으나 수를 믿은 후로는 장차 하늘나라인 낙원에

서 살게 된다는 희망으로 본 을 낙원(樂園)으로 고쳐 호 에 올림으로서 낙원 김씨(樂園 金氏)

의 시조가 되었다.

목포에서 태어난 김윤수 장로의 첫 딸인 김명은(金明恩) 집사는 수피아 학교가 개교할 때 첫 

입학생 4명 의 하나 는데 지 은 서울에서 살다가 소천했고 둘째 딸 홍은(洪恩) 집사는 신앙

이 독실한 분이었는데 이미 세상을 하직하고 셋째 딸 정은(貞恩) 권사는 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일생(日生)은 1912년에 출생한 장남이다.

   (5) 김마리아 여사

  김마리아는 1892년 6월 18일에 황해도 장연군에서 기독교 신자인 김윤방의 셋째 딸로 태어났

다. 큰언니는 남궁  박사의 부인인 김함나이고 작은언니는 서양의학의 선구자인 방합신의 부

인 김미염이다. 교육가 서병호의 부인이 된 김구례와 항일 애국지사 김규식의 부인이 된 김순애, 

의사 최 욱의 부인이며 여성교육가로서 본교 해방 후 첫 교장이었고 정신여고 교장이었던 김필

례 등이 마리아의 고모 다. 

  김마리아는 몸도 튼튼하고 재주도 뛰어났으며 리하고 의지도 강한 여성이었다. 열 세살 때 

서울 연지동으로 이사하여 정신여학교를 다녔다. 졸업 후 주의 큰 언니 김함나 여사를 찾아간 

그녀는 수피아여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그녀는 어린 학생들에게 조국과 민족에 한 열성 인 

사랑을 불러 일으켜 주었고 애국심을 가르쳤다. 3․1운동 때에 수피아의 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앞장 서고 많은 고 를 당한 것은 기에 이런 교사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일 합방이 되자 민족을 해서는 공부를 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미션학교인 히로시마 고등여

학교로 유학을 간다. 그 학교를 졸업한 마리아는 문학교인 도오꾜 메지토 여자학원 문과에 

진학하여 졸업하 는데 일본 유학생들이 일으킨 2․8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고 를 당한다. 마리

아는 독립선언서를 하기 하여 주를 거쳐 서울로 가서 체포되는데, 보안법 반으로 6개월

간이나 서 문 형무소에 갇  고통을 당하 다. 그 뒤 그녀는 애국부인 회장으로 추 되어 독립

운동을 하 으며, 다시 체포되어 구형무소에서 5년 구형에 징역 3년을 언도 받고 혹독한 고문

을 받아 병보석으로 나온다. 

  세 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마리아는 고모 김필례의 도움으로 국으로 탈출하여 난징 풍

학에서 1년간 공부하다가 1923년에 미국의 샌 란시스코로 건 가 미네소타의 크 학과 시

카고 주립여자 학에서 2개의 석사학 를 받았다. 그녀는 12년 만에 귀국하여 후진을 양성하기 

하여 원산 슨신학원에서 교편을 잡았으나 일제의 감시탄압과 고문으로 인한 신병 때문에 해

방되기  1944년 1월 3일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을 감는다.



                         제 3 장  교사신축과 학교명

   1. 수피아 홀과 기숙사

  1923년 냇쉬빌에 있는 미국 장로회 외국선교 집행 원회에서 간행한「Kwangju, Korea」 란 

팜 렛은 이 게 시작된다.

                주 (빛의 고을)

           산들은 녹옥잔의 언 리 같고

           나무는 산허리에 깔렸는데

           종달이도 노래하며 솟아 오른다.

           폭포도 햇빛에 번쩍인다. 

           잔잔하게 굽이쳐 흐르는 시냇물과

           거기 수목들은 잎 그늘 속에 감추이고

           밤이면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들,

           생명은 끝없는 조수를 타고 흘러온다.

           록빛 별빛같은 들에 과수나무

           바닷빛 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이 

           내 일 이 조선의 빛과 자랑

           주보다 좋은 곳을 보지 못했노라. 

  “반세기 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 주를 제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상당히 모험 인 선교사

음에 틀림없다. 주는 어느 곳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915년에는 에서 목포에 이르는 빛나는 강철철도가 주에서 10마일 떨어진 송정리역

을 통과했고 1922년에는 주로 들어오는 지선이 건설되었다. 주는 더 이상 세 한국의 고립되어 

잠자는 낡은 도시가 아니었다. 이 도시에도 이제는 등과 수도시설과 잘 조직된 경찰과 면허번호 

84번의 Ford형 차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응된 인 발  속에서도 미국 인 것을 암시하는 

풍경들은 하나도 없었다.

  상 들은 땅 에 바로 지어져 있었고 바닥은 불결하고 부분은 높이가 7자 정도 다. 모든 집



들은 기와와 가지붕들이었고 가정생활은 2,000년이나 는 더 오랫동안 해오던 것과 같이 밖에서 

되었다. 주변에는 밭과 논들이 도시에 해 있었으며 작은 산들 사이의 비탈진 계곡까지 잘 

뻗쳐 있다. 무등산은 골짜기에서부터 솟아올라 배후에서 불어오는 폭풍을 도에서 막아 다. 그러

나 부분의 시간 그 꼭 기는 햇빛이 머물지 못하고 항상 구름에 싸여 있다. 맑은 산골 시내는 산

기슭의 작은 산들 사이를 지나 도시의 남쪽을 따라 넘치기 쉬운 강으로 흘러 내린다. 이 시냇물 바

로 에는 새털같은 나무 숲이 측면을 싸고 있는 낡은 오막살이 가집들이 변두리에 깔려있다. 

좀 더 가면 여름에는 울타리와 단풍나무로 록색을 이룬 작은 오솔길이 남장로회 선교부 으로 인

도한다. 여기에는 미국 인 것이 이 동양 땅에 이식되어 있다. 집은 훌륭하고 간단한 미국식 건축 

계획에 따라 지어졌고 주 가 버지니아나 캔터키나 북캐롤라이나 등에서 자랄 정원수들로 둘러싸인 

9개의 주택은 한국과 동양에서 여러 락에서 긴 여행에서 선교부 에 돌아오는 순회 선교사들에게 

천국과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는 풍경이었다.

  라남도의 앙에 무등산이 있고, 이 산의 바로 발 아래 주가 있으며 이 두 센터(실제로는 하

나인)를 심으로 한국의 곡창인 라남도의 여러 가지 산업과 부가 집합되어 있다. 주 내력의 처

음으로 되돌아 가자면 1,020 A.D.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주는 그 요성에 있어서 1,900년 

기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기 하여 이 곳을 통과할 때 이 옛 도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에는 그

냥 지나쳐 버리고 선교사업은 목포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주 주변 여러 고을들의 많은 부유한 

주민들의 끈질긴 호소는 거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Be11 박사는 주지구에서 선교사업을 개시할 

결정 인 움직임을 보 다. 처음에 그는 우선 그 당시 정치 으로 더 요한 도시 던 나주를 선택

하 다. 그러나 주민들의 인 태도는 그로 하여  더 열망 인 도시인 주로 오게 만들었다. 

여기에 오늘날 한국의 큰 선교부들 의 하나가 될 기반을 마련하 다. 발가벗은 무덤들로 덮인 조

그만한 산 하나를 사서 작은 임시 주택을 짓고 1905년에는 Owen박사와 Bell박사가 이 사업을 시작

했고 곧 Preston이 뒤를 이어왔다. 더 많은 토지가 매입되고 무덤들이 제거되고 나무가 심어지고 계

획을 세운 결과 그 후 이 스테이션(Station)은 나무 숲이 한국의 많은 아름다운 곳  가장 뛰어난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경치를 가지게 되었다. 10년 동안 건축계획이 실행되었다. 1914년까

지 9개의 주택, 한 개의 병원, 두 개의 학교, 그리고 성경반 건물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약 10

년 동안에는 그 보다 선교 사업은 휠씬 빨리 진 되었지만 개인자 으로 건축된 서기와 회계를 

한 조그마한 사무실을 제외하고는 새 건물은 세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선교부로부터 동쪽으로 

맨 끝에 2마일 되는 곳에 큰 나환자 시설이 하나가 있었고 주 스테이션의 리를 받았다. 주는 

시골이었지만 실제로 도사업의 심지이었으며 그 사업은 한 구역이 개 100평방 마일이며 약 90

만의 인구를 포함하고 순회 도사들이 있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 다. 사업은 잘 조

직되어 있었고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  

  1923년 30개 이상의 설립된 교회와 2,000명 이상의 신도들과 50개정도의 주일학교와 이제 시작한 

많은 작은 그룹들이 있어서 모두 진리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기 하여 힘을 합하여 일



했다. 주는 한국의 곡창이며 계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많은 인구를 부양하여 왔다. 그래서 선교 

사업자체는 번창하여 갔지만 인구증가의 비율에 비교할 때에는 도 히 거기에 따르지를 못하고 있

다. 1920년  주지구의 90만 비신도들 에서 사업을 하는 다른 교 는 없었다. 남장로회 선교만

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도의 책임이 주어져 있었다. 그때  시간을 이 사업을 하여 바칠 

수 있는 선교사는 4명 밖에 없었다. 그들은 넓은 할지역을 돌아보기에 힘이 모자랐다. 주시는 

철도가 부설된 후 매년 2000명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었다. 서남 한국의 교육문화의 심지다. 1500

신도를 가지고 세 개의 교회가 16,000명 시민을 돌보려고 애를 썼다. 남녀 두 큰 학교는 이교도 학

교제도의 쓴 물을 달게 하려고 노력하 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는 선교사들이 여기 

하여 응할 수 있는 능력을 휠씬 앞질 다. 주는 빛의 도시란 뜻이다. 이 도시는 정치 으로 상

업 으로 교육 으로 그 이름에 맡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 으로 비참한 암흑 속에 있다. 당

시 선교사들이나 교인들은 빛은 당당한 은행이나 학교건물 는 이곳의 이교도 병원이나 청 건물

들로부터 오지 않을 것이며  밤을 밝 주는 수천의 등불이나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로부터도 오

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 유일한 빛은 3개의 작은 교회와 선교학교와 병원 그리

고 선교부의 가정에서부터 나올 것을 믿었다.  그 곳에는 모든 빛의 한 원천인 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된 등에 불을 켜든 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 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행

동하 다.”

  와 같이 서두를 단「Kwangju, Korea」(1923) 는 주선교부, 도사업, 성서교육과 기구, 주

일학교, 교육사업, 그래함병원(제 원) 등의 순서로 간략하게 보고하고 있다. 

  한 구애라(Anna McQueen) 교장은「Jennie Speer School」(1923) 이라는 문헌에서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1911년에 스턴스(M. L. Sterns) 부인이 우리학교 건축비로 5,000달러를 주었으며, 그녀의 여동생을 

기념하기 하여 이 학교를 Jennie Speer Memorial School for Girls라고 이름 지었다. 1층은 기숙사

이며 2층에는 세 개의 교실로 된 회색 벽돌 건물이 지어졌다. 한 교실에는 40명의 여학생을 앉혔고, 

한 교실에는 18명이, 그리고 다른 교실에는 10명의 여학생이 자리했다. 11년간이나 해마다 이 선교

부는 본국 교회에 추가 건물을 지을 요청을 하 다. 그러한 요구에 해 한 회신이 왔는데, 그것은 

이런 방법에 한 것이었다. 스턴스 부인이 1920년에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녀는 학교가 이룩해 놓은 

업 에 큰 감명을 받았으며 그녀는 훌륭한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북장로회원으로 우리 교회 

소속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숙사를 하여 1,000달러를 제공했는데, 남장로회들도 그것과 

같은 액수를 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로라 맥도날드 학(Flora MacDonald College)의 학생들과 

동창생들이 그런 조건을 받아 들 으며, 1923년에 50명의 여학생을 한 한국 형식의 기숙사가 설립

되었다.”10)



  와 같이 배유지 목사의 사 에서 공부하던 선교부의 여학교는 미국에 건 가서 모 운동을 

하던 구애라 선교사의 호소를 듣고 스턴스 부인이 죽은 친정 동생 Jennie를 기념하여 희사한 

5,000달러로 양림동 251번지 수피아 동산의 경사지에 수피아 홀을 건축하 는데, 회색벽돌 건물

로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양옥집이다. 이는 1927년 스보로우 홀(  여  본 )이 지어지기 

까지 학생을 가르치던 수피아 여학교인 것이다. 

  이 건물은 창고  배실 등의 집회공간으로 사용되는 지하층 부분은 외부에서만 출입이 가

능하게 지어졌다. 1층에는 기숙사와 집무실을 배치하 고 2층은 교실로 사용되었다. 기숙사가 뒤

에 건축되자 1층도 교실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건물의 벽면은 길이 225mm, 비 110mm, 두께 55mm의 회색 벽돌로 네델란드식 쌓기를 

하 다. 두께는 지하층 내․외벽 48cm, 1층․2층의 외벽 39cm, 내벽 27cm로 외벽은 모두 공간 

쌓기를 하 다. 1층과 2층 사이에는 벽돌에 허리 돌림(String Course)을 두었는데 길이의 방향으

로 한 켜의 내쌓기를 하 고 그 에 다른 형태의 벽돌을 마구리 방향으로 한 켜씩 쌓았다. 그

리고는 다시 한 켜의 엇모쌓기를 하 고 그 에 두 켜의 내쌓기를 하여 건물을 마무리 한 것이

다. 외벽에는 1.5B～2.0B의 붙임기둥으로 보강하 다. 그리고 고막이 부분은 두벌 의 화강석으

로 흑두기를 한 바른층 다듬돌 쌓기를 하 다.

  개두부의 형태는 창과 문 모두에다, 그리고 1, 2층은 부분 으로 갈라진 아아치(segmental

arch)로, 지하층은 편편한 모양의 아아치(flat arch)로 건축하 고 아아치 벽돌(arch brick)을 주된 

자재로 사용하 다.

  그 뒤 1923년에는 수피아 홀 바로  양림동 252-1번지에 ㄷ자형 한옥으로 기숙사가 지어졌

다. 삥 둘러서 마루가 있고 12개의 방이 있는 한식집인데 오랫동안 지방학생들을 한 기숙사로 

어졌다. 그리고 이어서 기숙사 학생들이 늘어나자 그 에 일자형 집인 제 2기숙사도 지어졌

다. 그러나 모두 지 은 헐리고 없어졌으니 아쉽다.

   2. 학교명의 결정

  남장로회 선교부에서 설립하여 운 한 미션학교는 처음에는 구체 인 교명이 없었고, 몇 년이 

지나고서야 이름이 붙여졌다. Brown의「Mission to Korea」에 보면, 주남학교로 시작하여 1908

년에 신흥학교가 되고, 주여학교는 1908년에 킨기념 즉 기 여학교가 된다. 군산남학교는 

1904년에 명학교로 군산 여학교는 1904년에 멜본딘여학교로 되고 지 은 여 고로 개명되



었다. 목포남학교는 1908년에 존 왓킨스학교로 불리다가 1914년에 흥학교가 되었고, 목포여학

교는 1914년에 정명여학교로 이름이 지어졌다. 그리고 주남학교는 1908년에 숭일학교라는 이

름을 짓게 된다. 

  따라서 수피아의 경우도 처음에는 그  주여학교(Kwangju Girls School)라 불리어졌고 1910

년에 선교사들의 보고서나 소개서 등에는 모두 주여학교라 되어있다. 다음은 The Missionary

Survey 1915년 12월 호에 실린 보고문이다. 

                                  주 여 학 교

                                                                             애  맥퀸

  “학교 설립 후 올해(1915)는 7회 졸업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걸어 온 과정을 한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1908년  배유지 부부는 그들의 집 문간방에서 소녀들을 한 학교를 열었습니다. 3명의 학생이 

있었고 배 여사의 어학 선생이 여가 시간에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올해 10학년 등 의 학교가 되었고 105명의 학생이 등록했습니다. 5명의 정규 교사가 상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고, 청과의 연락을 한 사무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거기에다 나이 든 몇 

명의 학생들을 따로 가르치는 사감과 네 명의 선교사 부인들이 하루에 1-3시간씩 가르쳐주고 있습

니다. 법정 교육과정상 지 보다 더 많은 수의 교사가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의 월  총액은 매달 34 

달러에 불과합니다. 

  올  우리는 고등과에서 첫 졸업생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졸업생들은 표제 과 박애순, 두 사람

인데 많은 소녀들 에서 우수한 이들을 장차 우리학교 교사로 채용할 계획으로 개인자 을 빌어 

주어 서울로 보내서 1년간 사범과정을 밟게 하기로 하 습니다. 

  그들은 북장로교회 계통의 학교 최고과정에 무난히 들어갔으며 그 곳 교장으로부터 총명하고 부

지런한 학생들이며 훌륭한 교사가 될 것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학교 건물이 있지만 기숙사는 단지 30명 밖에 수용할 수 없어서 더 많은 방이 필

요한 형편입니다. 학교 지붕  다락이나 지하에 방을 만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녀들은 할당할 빈 방이 없다는 통지에도 불구하고, 오겠다는 약속이나 고도 없이 가방이

나 짐 보따리를 가지고 들이닥칩니다.

  산 넘고 물 건  먼 길을 발이 부르트도록 고통스럽게 걸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려보낸다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몇 달만에 기독교학교가 그들의 어두운 생활에 무엇을 주는지 잘 알기에 30명 정원에 45명

의 학생을 집어넣었습니다.” 



  구애라 교장의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이름은 주여학교이고 1908년 배유지 목사의 사택에

서 소녀 3명으로 시작했고, 1915년에는 고등과 첫 졸업생으로 표제 과 박애순 두 사람을 내었

고, 재 105명의 학생이 10등 (보통과와 고등과)으로 공부하는데 교사 5명에 서기 1명, 사감 1

명 그리고 선교사 부인 4명이 가르치고 있지만 법정 커리큘럼에 의해 더 많은 선생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그리고 스피어 홀 1층에 있는 기숙사는 30명 밖에 수용 못하는데, 지방학생들이 려

와서 45명이나 과다 수용하고 있어 새 기숙사가 필요함을 말한다. (뒤에 스피어 홀 에 디귿자

로 지은 한옥으로 된 기숙사는 12개의 방으로 지어졌는데, 1923년의 일이다.)

  다음은 The Presbyterian Survey(1927년 5월호)에 실린  교장인 엄언라의 이다. 

                            주여학교의 시작                          Ella Graham

  “19년 (1908) 한국의 주선교부에는 날마다 두 소녀가 선교사 집 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조

사해 보니 최근 소년들의 교육의 가능성을 알고 있는 그들의 열성 인 기독교인인 아버지들은 그들

의 딸에게 교육 시켜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주 지역에는 여학교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인 서기와 의논하여 그들의 여가 있는 시간에 소녀들을 가르치기로 하

고 그들을 부를 비를 하 습니다. 배 부인(Mrs. Eugene Bell)도 하루의 시간 에서 남은 시간을 

내기로 하 습니다. 그러자 한 소녀의 아버지인 김씨는 선교사에게 일단 학교를 설립할 것을 권하면

서 소녀들은 마치 목자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다는 얘기를 하 습니다. 우리(Graham과 Bell)는 의논

한 끝에 그래함에게 책임을 주어 학교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 습니다. 상상해 보시오. 어학을 배운 

지  달밖에 안되었으며 한국사람들에 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미숙한 세 숙녀에게는 돈도 없었고, 교사도 없었고 정규선생도 없었고 교

장도 없었습니다. 아무 원칙도 없이 조그마한 빌린 집에서 믿음으로 출발하 습니다. 그 해에 다섯 

사람의 기숙사생과 매일 통학하는 아홉 사람의 학생이 등록을 하 습니다. 첫 학기 동안은 거의 나

의 어학선생이 맡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을에는 정규선생 한 사람으로 개학했습니다. 거기서

만 아니라 그때 구성된 남학교에서도 산수를 가르치는 것은 내 차지가 되었습니다. 소녀들은 이러한 

난 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빨리 배워서 그들의 우수성을 충분히 발휘하 습니다. 6년 후인 1914년 

3월 25일 처음의 14명  8명은 아직 학교에 남아있고 6명만이 심상과를 졸업하 음을 아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3,000년의 역사와 1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이 지역에서 여학교가 처음이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출석과 학문의 표시인 졸업은 놀라울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학교들이 과거에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희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기도에 의하여 미래

에 선을 이루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엄언라 선교사의  에 나오는, 선교사 집 뜰에서 놀던 한 소녀는 주선교부를 해 터를 

잡고 집 짓는 일을 했던 김윤수 장로의 딸 김명은이었다. 그녀는 보통과 제 2회 졸업생이며 계

속하여 공부해서 고등과를 1918년에 제 4회로 졸업하 다. 

  한편 구애라 선교사는 「Jennie Speer School」이라는 보고문에서 수피아여학교의 교명이 어떻

게 지어졌는지를 잘 말해 다. 

  “1911년에 스턴스(M. L. Sterns)부인이 우리학교 건축비로 5,000달러를 주었으며, 그녀의 여동생을 

기념하기 하여 학교의 이름을 제니 스피어 기념여학교(Jennie Speer Memorial School for Girls)로 

하 다. 1층은 기숙사이고 2층은 세 개의 교실로 된 회색벽돌 건물이 지어졌다. 한 교실에는 40명의 

여학생을 앉혔고, 한 교실에도 18명이 그리고 다른 교실에는 10명의 여학생이 자리했다.”

  그러므로 1908년 에 시작한 이 학교의 명칭은 처음에 주여학교로 부르다가 1911년 스피어 

홀을 지으면서 그 기 을 희사한 스턴스 부인의 뜻에 따라 그녀의 여동생인 제니 스피어를 기념

하는 취지로 제니 스피아 기념여학교라 이름지은 것이다. 그리고 이를 여서 스피아 여학교라 

꾸 히 써왔는데, 한자로 표기하여 彼亞女學校가 된 것이다. 

  이와같이 수피아여학교의 이름은 1937년 폐교 때까지 쓰여졌는데, 처음에는 보통과로 시작하

으나 곧 고등과를 두어 오랫동안 보통과 6년과 고등과 4년이 같이 있어 구애라 교장의 “ 주

여학교”에서도 10개 학년에 105명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다고 1915년에 기술하 음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1928년에는 보통과가 폐지되어 숭일학교와 통합되었고, 수피아는 고등과 4년으로만 존

재하여 폐교 때까지 이어졌다. 

  해방후 복교시에는 수피아여자 학교(6년제)로 시작했고, 1951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수피아여

자 학교(3년)와 수피아여자고등학교(3년)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 4 장  사립학교령과 조선교육령

   1. 사립학교령

  수피아여학교가 탄생한 구한말은 민족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가 붕괴되는 극단 인 기의 시

로서, 1905년에 보호조약이 맺어진 이후 한반도에 한 일본의 강압은 더욱 심해졌다. 우리의 

근 교육은 불행하게도 친일편향의 상황속에서 개되었는데, 그래도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자주

독립의식을 강조하는 민간학교와 미션학교들이 많이 생겼다.

  따라서 친일 인 내각의 학부에서는 이를 장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어 1908년 8월에「사립학

교령」을 발표한다. 사립학교령 발표의 동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당시에 학교 설

립이 자유로워서 경향 각처에 무수히 학교가 섰는데 행정상 이를 악하기 한 조처가 필요했

고, 둘째는 교육상의 이유로서 일정한 시설과 교사확보  교과과정 등을 갖추어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동기는 정치  의미인데, 정부의 친일정책에 배치되는 노선을 추

구하는 학교들을 통제하고 리함으로써 당국의 방침에 따르게 하려는 뜻에서「사립학교령」의 

발표와「교과용 도서 검정규정」을 만들어 규제하기에 이른 것이다.11) 수피아 여학교도 이 규정

의 용을 받게 되었고, 이를 해서 구애라 교장이 미국에 귀국하여 도움을 청한 결과 스턴스 

부인의 희사로 스피어 홀도 지울 수 있었고, 뒤에는 기숙사도 짓게 된다.  

1909년 8월 26일 칙령 62호로 공포한 이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칙령 제62호                 사립학교령 (1909)

제 1 조 사립학교는 별단의 규정이 유한 자를 제한 외에 본령 규정에 의함이 가함.

제 2 조 사립학교를 설립코자 하는 자는 좌의 사항을 구(具)하여 학부 신의 인가를 수(受)함이  

       가함

      1. 학교의 목  명칭  치

      2. 학칙

      3. 교지 교사의 평면도

      4. 1개년 수지 산

      5. 유지방법 단 기본재산 는 기부 에 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함이 가함.

      6. 설립자 학교장  교원의 이력서



      7. 교과용 도서명

         항 제 4 호를 제(除)한 외 각호의 사항에 이동이 생한 시는 학부 신에게 보고함이  

         가함. 단 승계자 는 신임자의 보고에는 이력서를 첨부함이 가함. 

         사립학교 개교  폐지는 설립자가 학부 신에게 보고함이 가함. 

제 3 조 조의 학칙에는 좌의 사항을 규정함이 가함. 

      1. 수업연한  학년에 한 사항

      2. 학과목  그 정도와 매주 교수시수에 한 사항

      3. 학원(學員) 혹은 학도의 정원

      4. 입학자의 자격과 기타 입학 퇴학에 한 사항

      5. 수업료  입학료에 한 사항

      6. 기타 학교에서 필요로 인(認)하는 사항

제 4 조 사립학교는 그 명칭상에 사립 2자를 (冠)함이 가함.

제 5 조 사립학교에는 학교장을 치(置)함이 가함. 

        학교장은 학교를 표하여 교무를 장리함.

제 6 조 사립학교에서 용(用)하는 교과목 도서는 학부의 편찬한 자이나 는 학부 신의 검정을  

       경(經)한 자 으로 택함이 가함. 

제 7 조 사립학교에는 좌의 장부를 비(備)함이 가함. 

      1. 학 부  출석부

      2. 직원명부

      3. 회계에 한 장부

제 8 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사립학교의 설립자 학교장 는 교원됨을 득(得)치 못함. 

      1. 고 이상의 형에 처하 던 자, 단 특사 복권된 자는 차한에 부재함. 

      2.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 (免官)에 처하고 2개년을 경(經)치 아니한 자, 단 징계를 면한   

         자는 차한에 부재함. 

      3. 교원 허장(許狀) 환수의 처분을 수하고 2개년을 경치 아니 한 자 

      4. 성행불량으로 인(認)하는 자

제 9 조 사립학교의 설비 수업  기타 사항에 하여 부 당함으로 인한 시는 학부 신은 차   

      의 변경을 명함을 득함. 

제 10 조 좌의 경우에는 학부 신은 사립학교의 폐쇄를 명함을 득함. 

      1. 법령 규정에 배한 시



      2. 안녕 질서를 문란하거나 는 풍속을 괴란할 염려가 유한 시

      3. 6개월 이상 규정의 수업을 (爲) 치 아니하는 시

      4. 제 9 조에 의하여 학부 신이 여( )한 명령에 배한 시. 

제 11 조 설립 인가를 수(受)치 아니하고 학교의 사업을 하는 자에 하여는 학부 신은 그   

        사업의 지를 명함이 가함. 

제 12 조 사립학교장은 매년 5월 말일 재에 의하여 직원 성명 담당학과목 학년별 학원 학도   

        재 자수  출석자수 교과용 도서명  회계에 한 보고서를 조제하여 익월내로 학   

        부 신에게 보고함이 가함. 

제 13 조 지방 은 학부 신의 지휘를 승(承)하여 그 소 내의 사립학교를 감독함. 

제 14 조 본령에 의하여 학부 신에게 제출하는 문서는 소할 지방 을 경유함이 가함. 

제 15 조 본령은 서당에 용치 아니함. 

                부     칙

제 16 조 본령은 융희(隆熙) 2년 10월 1일로부터 시행함. 

제 17 조 기설한 사립학교는 그 설립 인가를 수한 여부를 불문하고 총(總)히 본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본령 규정에 하여 학부 신의 인가를 수함이 가함.

  이때 사립학교령의 취지를 설명하는 학부 훈령은 다음과 같다.

  “ 무 10년에 학제를 신할 때에 사립학교의 한 딴 별령이 없는 소이(所以)는 당시 교육상태를 

보아 아직 자연발달에 맡겼던 것이다. 이제 시운의 취향은 히 향학심이 발흥되어, 간 데마다 학교

의 시설을 경쟁하여 시일이 모자라는 (觀)이 있으니 이는 진실로 문운융흥(文運隆 )의 상징이므

로 참으로 경사스러운 바이다. 그러나 돌이켜 그 실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불비하고 조직이 불완

하여 조 도 교육기 다운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 있고 심한 것은 그 기 가 튼튼하지 못하여 아

침에 일어났다가 녁에 없어지는 것이 지 않으니 이것을 자연의 추이에 맡겨 둘 것인가 유폐(流

幣)가 어느 지경에 갈런 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곧 사립학교령을 반포하는 소이이다. 그러나 

본 령은 단(單)히 사립학교를 검속(檢束)하려는 것이 아니다. 완 한 것은 더 장려하고 폐가 있는 것

은 교정하여 각기 본 목 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 본 령의 정신이다.”

  이러한 때 으므로 수피아 여학교의 교육도 미션학교인고로 당국의 규제와 리를 받게 되었

다. 사립학교령이 반포된 뒤로 1년 9개월 동안에 한국 내에 2,250개의 많은 사립학교들이 학부의 



인가를 받았는 바 국 2,250개교  미션학교가 823개교 다고 한다.12)  

  학부에서는 그 뒤에「사립학교 학칙 기재례」를 학부고시 제 6호(1909. 8. 28)로 발표하 는데, 

총칙, 수업연한  휴업일, 학과 과정  수업시간, 성 고사  졸업, 학비, 상벌, 직원 등으로 

세세히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운 을 과거와 같이 자의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정부에서 규정한 

로 하도록 통제하 다. 그 에서 이수할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一. 보통학교 정도의 학교에 속한 자



   

    학년

교과목

매 주

교 수

시수

   제1학년

매 주

교 수

시수

   제2학년

매 주

교 수

시수

  제3학년

매 주

교 수

시수

   제4학년

  수신

인도실천의

방법    같  음     같  음    같  음

  국어

일상수지의

문자 보통

문의 독법 서

법 철법 

   같  음    같  음    같  음

  한문

간이한 한자

한문    같  음     같  음    같  음

  일어

회화  국어

문의 독법 서

법 철법

   같  음    같  음    같  음

  산술

수법 서법 통

상의 가감승

제

통상의 가감

승제

통상의 가감

승제 소수의

독법 서법 가

감승제

좌동  분수

도량형 화폐

 시의 계산

  지리

  역사

본국 지리 역

사의 요

본국 역사 본

국  외국 지

리의 요

  이과

동물 식물 

물 자연의 

상

간이한 물리

화학상의 상

인신생리 생

의 요 

  도화
간이한

제반형체
   같  음    같  음     같  음

  체조
유희

보통체조
   같  음    같  음     같  음

  수
운침법 편물

자수

통상 의복의

법 재법 선법
   같  음     같  음

  창가 단음창가    같  음    같  음     같  음

  수공 간이한 세공    같  음    같  음     같  음

  농업  농업의 요     같  음

  상업  상업의 요

   계

       



  二. 고등학교정도의 학교에 속한 자

   

          학년

교과명

매 주

교 수

시수

    제1학년

매 주

교 수

시수

     제2학년

매 주

교 수

시수

     제3학년

 수신  실천도덕       같  음      같  음

 국어한문
 강독 문법 작문 

 습자
      같  음      같  음

 일어
 독법 역해 회화 

 서취 습자

 독법 회화 번역  

 서취 작문 문법 
     같  음

 역사  본국역사    같  음  외국역사

 지리  본국지리  외국지리  좌와 동  지문

 수학  산술  산술 수  수 기하 부기 

 박물  동식물  물 생리 생  좌와 동  지질

 물리화학  물리  물리 화학      같  음

 법제경제
 행법규  경제 

 의 요

 도화  자재화  자재화 용기화      같  음

 음악  단음창가    같  음  복음창가

 체조  보통체조
 보통체조

 병식체조
     같  음

 농업
 실업요령

 농업 의
     같  음

 상업
 실업요령

 상업 의
     같  음

 공업
 실업요령

 공업 요 
     같  음

  계

  따라서 수피아여학교는 기에 열악한 시설과 교사의 부족과 재정 인 곤란을 겪으면서도 

와 같은 사립학교령의 규제를 받으면서 보통과와 고등과를 두어 성장시켜 갔으니, 이 일을 맡아

서 수고한 구애라 선교사 같은 분의 공헌이 아닐 수 없다. 

   2. 한일합병과 조선교육령

  을사보호조약(1905) 이후 강화된 일본의 한반도 침략정책은 친일내각을 강압하여 드디어 한 

제국의 종언을 가져오게 되었으니, 그것은 융희 4년 (1910년) 8월 29일에 강제로 체결된 한일합



병조약이다. 

  당시 매국내각의 신은 총리 신 이완용(李完用)을 필두로 농상공부 신 조 응(趙重應), 내

무 신 박제순(朴齊純), 탁지부 신 고 희(高永喜), 학부 신 이용식(李容植)이었는데, 이들은 일

제의 강압 속에서 형식 인 어 회의를 치르고 이완용과 데라우 (寺內正毅)가 합방조약을 체결

함으로써 조선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다. 

                            한일병합조약 (1910)

제 1 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부에 한 일제의 통치권을 완    구히 일본국 황제폐하  

       에게 양여함.

제 2 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면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  

       을 승낙함. 

제 3 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황태자 하  그 후비와 후 로 하여  각기 지   

       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 엄  명 를 향유  하며,  이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  

       를 공 할 것을 약속함.

제 4 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조 이외의 한국 황족  그 후 에 하여도 각기 상당한 명    

       우를 향유  하며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 의 공여를 약속함.

제 5 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있는 한인으로 특히 표창에 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하여   

       작(榮爵)을 주고  은 을  것이다. 

제 6 조 일본국 정부는 기 병합의 결과로 연 한국의 시설을 담임하고, 동지에서 시행하는   

       법규를 수하는 한인의 신체  재산에 하여 충분한 보호를 주며,  그의 복리증진  

       을 도모할 것이다.

제 7 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 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 한국에 있어 일본제국 리로 등용할 것이다. 

제 8 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겸한 것으로 공포일부터 시행한  

       다.13)

  

  순종황제의 재가도 정식으로 받지 않고 친일 의 거두 던 이완용과 한국 침략을 감행했던 데

라우  통감사이에 맺어진 이 8조문 밖에 안되는 불평등 조약이 36년간이나 한반도를 일본의 식

민지가 되게 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며 민족의 역사를 락  하 으니 통



탄할 일이다. 그러나 일제는 이 조약을 바탕으로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조선총독부

를 설치하고 데라우지를  총독으로 임명하여 이른바 무단정치를 강행한다.

  그리고 일제는 일본제국 칙령 229호로 1911년 11월 1일에「조선 교육령」을 공포하여 한반도

에 있어 모든 교육을 이를 기본으로 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 다.

                            조선교육령 (1911년)

           제 1 장 강 령

제 1 조 조선에 있어서의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 2 조 교육은 『교육에 한 칙어』의 취지에 기 하여 충량한 국민을 가르치는 것을 본의로  

       한다. 

제 3 조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합하게 함을 기한다. 

제 4 조 교육은 이를 별하여 보통교육, 실업교육  문교육으로 한다. 

제 5 조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수업하되 특히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함을 목 으로 한  

       다.

제 6 조 실업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에 한 지식,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 7 조 문교육은 고등한 학술, 기 를 가르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 2 장 학 교

제 8 조 보통학교는국민교육의 기 되는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신체의 발달에 유 의하고 국  

      어(일본어)를 가르치고 덕육을 실시하여 국민다운 성격을 양성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보  

      통의 지식, 기능을 수업한다. 

제 9 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지방의 정황에 의하여 1년을 단축할 수도 있  

       다. 

제 10 조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8년 이상의 자로 한다. 

제 11 조 고등보통학교는 남자에게 고등의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상식을 기르고 국민다운 성  

       격을 도야하고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 기능을 가르친다. 

제 12 조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 13 조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년 이상으로서, 수업 연한 4년의 보통학교  

       를 졸업한 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 14 조 립 고등보통학교에는 사범과 는 교원 속성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되려는 자  

       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사범과의 수업연한은 1년, 교원 속성과의 수업연한은 1  

       년 이내로 한다. 사범과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고, 교원  

       속성과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 고등보통학교 2학년의 과정을 수료  

       한 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 15 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고등의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부덕을 기르고 국민다  

       운 성격을 도야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 기능을 가르친다. 

제 16 조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 17 조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서 수업 연한 4년의 보통  

       학교를 졸업한 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 18 조 여자고등보통학교에 기 과를 두어 연령 12세 이상의 여자에게 재   수 를 수   

       할 수 있다. 기 과의 수업연한은 3년 이내로 한다.  

제 19 조 립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  

       을 할 수 있다. 사범과의 수업 연한은 1년으로 한다. 사범과에 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여  

       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 20 조 실업학교는 농업 상업 공업등 실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곳으로 한  

       다. 

제 21 조 실업학교를 나 어 농업학교․상업학교․공업학교  간이실업학교로 한다. 

제 22 조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제 23 조 실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2세 이상으로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  

       업한 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 한다. 

제 24 조 간이실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에 하여는  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조선  

       총독이 정한다. 

제 25 조 문학교는 고등한 학술과 기 를 교수하는 곳으로 한다. 

제 26 조 문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 내지 4년으로 한다. 

제 27 조 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16세 이상으로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 한다. 

제 28 조 공립 는 사립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하교, 실업학교  문학교의  



       설치 는 폐지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29 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문학교의 교과목  그 과정,  

       직원, 교과서, 수업료에 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 30 조 본장에 열거한 이외의 학교에 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본령 시행의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이하 생략)

     조선교육령 시행기일(총독부령 제109호)

     조선교육령은 명치 44년 (19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어서 같은 해 10월에는 문 18조로 된 사립학교 규칙이 개정 공포되었는데 그 문은 다음

과 같다.

  총령 제 114호

           사립학교 규칙을 좌와 같이 개정함.

                          ○  사립학교 규칙

제 1 조 조선인을 교육하는 사립학교에 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한 외 본 령에 의  

       함. 

제 2 조 사립학교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좌기 각호의 사항을 구(具)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을 것. 

      1. 목

      2. 명칭  치

      3. 학칙

      4. 교지 교사의 평면도(평수  부근의 상황을 기재함)

      5. 1년의 수지 산

      6. 유지방법 단 기본재산 는 기부 에 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7. 설립자 학교장  교원의 성명  이력서

제 3 조 사립학교에서 조 제 1호 제 2호 혹은 제 3호의 사항 는 설립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  

      에는 조선총독, 학교장 는 교원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도장 의 인가를 수하고 제 4  



      호 혹은 제 6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조선총독에게 계출할 것. 단 설립자 학교장 는  

      교원의 변경에 하여는 이력서를 첨부할 것. 

제3조의 2 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그 학교를 설립 유지하기에 족한 재산을 소유  

        하는 재단법인됨을 요함. 

제 4 조 사립학교의 개교 는 폐지는 설립자가 지체 없이 차를 조선총독에게 계출할 것. 

제 5 조 사립학교 설립의 인가를 수하고 6월 이내에 개교치 않거나 는 6월 이상 소정의 수업  

       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설치의 인가는 그 효력을 실한다. 

제 6 조 학칙에는 좌의 사항을 규정할 것. 

      1. 수업연한, 학과목, 교과과정,  매주 수업시수에 한 사항

      2. 생도의 정수

      3. 학년 학기  휴업일에 한 사항

      4. 입학자의 자격  입학, 퇴학에 한 사항

      5. 수업료에 한 사항

      6.  각호 외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 2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는 문학교가 아니고서 보통  

        교육, 실업교육 는 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교과과정은 보통학교 규칙, 고등보통  

        학교 규칙,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 실업학교 규칙 는 문학교 규칙에 하여 차를   

        정할 것

        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학교 규칙, 고등보통학교 규칙,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 실  

        업학교 규칙 는 문학교 규칙에 규정한 이외의 교과과정을 가할 수 없음.

제 7 조 사립학교는 그 명칭에 사립의 문자를 에 울 것. 

제 8 조 사립학교에는 학교장을 치할 것. 

        학교장은 학교를 표하여 교무를 장리함을 요함.

제 9 조 사립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것이나 는 조선총독의 검정을 경한   

       것을 사용할 것.

         항의 교과용 도서가 없을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수하고 항 이외의 도서를 사  

       용하지 못함. 

제 10 조 사립학교에서 조 제1항의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도서의 명칭, 책수, 사용  

       할 학년, 역자  발행자의 씨명 발행년월일을 구하여 조선총독에게 계출할 것.

        조의 제 2항의 도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도서의 명칭, 책수, 사용할 학년, 역자   



       (著譯 )  발행자의 씨명 발행년월일을 구하여 신청할 것. 

제 10 조의 2 보통학교 실업교육 는 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국어에 통달하고 당해  

          학교의 정도에 응할 학력을 유한 자로 함. 단 등의 보통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교  

          원은 별로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 교원 면허장을 유한 자 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함. 

            외국어, 조선어, 한문, 는 특종의 기술을 교수하는 자에 한하여 항의 규정  

          을 용하지 아니함. 

제 11 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립학교의 설립자 학교장 는 교원이 될 수 없음.

      1. 옥 는 고 이상의 형을 수한 자 단 특사 복권된 자는 차한에 재하지 않음.

      2. 산 는 가산 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는 신 한의 처분을 받고 채  

         무의 변상을 하지 못한 자

      3. 징계형에 의하여 면직에 처하고 2년을 경과하지 못한 자 단 면제 받은 자는 차한에 재  

         하지 않음. 

      4. 교원 면허장 치탈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못한 자.

      5. 성행 불량이라고 인정한 자. 

제 12 조 조선총독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가 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는 설립의 인가를 취소하고  

       학교장 는 교원이 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는 설립자에 하여 기의 해고를 명할 수  

       있음.

제 13 조 사립학교의 설비, 수업 기타의 사항으로 부 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을 할  

       수 있음

제 14 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는 조선총독은 사립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1. 법령 규정에 배한 때

      2. 안녕 질서를 문란하거나 는 풍속을 괴란할 우려가 있을 때

      3. 제 14조에 의한 명에 반했을 때

제 15 조 사립학교에는 다음의 부표를 갖출 것

      1. 학 부, 출석부

      2. 직원명부, 이력서

      3. 교과용 도서 배당표

      4. 회계에 한 장부, 교지, 교사의 도면

제 16 조 사립학교장은 매년 5월 말 재에 의하여 직원 씨명  기의 담당학과목, 학년별 생도  



       재 자수  출석자수, 졸업자의 상황, 교과용 도서 배당표  회계의 상황을 익월 에  

       계출할 것.

제 17 조 본령은 서당에 용하지 않음

제 18 조 사립학교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하고는 도 장 의 감독에 속함

                부     칙

     본령은 명치 4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함. 본령 시행  설치의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는 본령  

     에 의하여 설치한 사립학교로 간주함

  그리고 이 사립학교 규칙은 다음과 같이 그 일부가 개정되었다. 

   조선총독부령 제 24호

      사립학교 규칙  좌와 여히 개정함

            정 4년 3월 24일 (1915)

            조선총독 백작 사내정의(寺內正毅)

제 3 조 사립학교에서 조 제1호 제2호 혹은 제3호의 사항 는 설립자를 변경코자 하는 시는  

       조선총독, 학교장 는 교원을 변경코자 하는 시는 도 장 의 인가를 수하고 제4호 혹은  

       제 6호의 사항을 변경한 시는 조선총독에게 신고함이 가함. 단 설립자 학교장 는 교원  

       의 변경에 하여는 이력서를 첨부함이 가함. 

제 3 조의 2 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그 학교를 설립 유지함에 족한 재산이 유한  

        재단법인됨을 요함.

제 6 조의 2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는 문학교가 아니고서 보  

        통교육, 실업교육 는 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교과과정은 보통학교 규칙, 고등보  

        통학교 규칙,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 실업학교 규칙 는 문학교 규칙에 하여 차를  

        정함이 가함.

        항의 경우에 재하여는 보통학교 규칙, 고등보통학교 규칙, 여자고등보통학교 규칙,    

        실업학교 규칙 는 문학교 규칙에 규정한 이외 교과과정을 가함을 부득함.

제 10 조의 2 보통학교, 실업교육 는 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국어에 통달하고 해  



        당학교의 정도에 응할 학력을 유한 자 됨이 가함. 단 등의 보통교육을 하는 사립학교  

        의 교원은 별도로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 교원 면허장이 유한 자 는 조선총독이 지  

        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함. 

        외국어, 조선어, 한문, 는 특종의 기술을 교수하는 자에 한하여 항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함. 

제 16 조 사립학교장은 매년 5월 말 재에 의하여 직원 씨명  기의 담당학과목, 학년별 생   

        도재 자수  출석자수, 졸업자의 장황, 교과용 도서 배당표  회계의 상황을 익월   

        에 조선총독에게 신고함이 가함.

                부     칙

     본령은 정 4년 1일부터 차를 시행함.

     등의 보통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는 고등보통교육, 실업교육 혹은 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에서 수신, 국어, 역사, 지리, 체조 이외의 교수를 하는 교육에 하여 정 9년  

   3월 31일 까지 제 10조의 그 규정에 부의함을 득함. 본령 시행에 제하여  인가를 수하여   

   존재하는 사립학교는 정 14년 3월 31일까지 제 3조의 2, 제 6조의 2, 제 10조의 2 규정에   

   부의 함을 득함. 

     참고로 1915년( 정4년) 당시의 한국교육의 실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15년 재로 보통학교수는 399교, 학생수는 남자 56,253명 여자 5,976명이었는데 일인 소학

교는 291교에 학생수는 남자 31,442명, 여자는 28,206명이었다.  고등보통학교는 2교 고 학생

수는 822명이었는데 일인 학교는 2교, 학생수는 1,034이었다. 여자고등보통학교도 2교로서……

  여자고등보통학교 교육의 빈약함을 알 수 있다.(한국교육사:한기언  참고) 

  이상 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 개정령(改正令)의 요 (要點)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령의 내용

① 모든 사립학교는 조선 총독부의 설립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 인가 없이 학교를 경 할  

  수 없다. 이 인가는 당국이 제정한 각  학교 규칙에 규정된 표 에 달해야 얻을 수 있다.

② 사립학교의 설립자, 교장, 교원은 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당국이 부당하다고 단한 사  

  람은 사립학교 경 을 할 수 없다.

③ 사립학교의 교과목은 각  학교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이것은 를 들면 기독  



  교학교에서 성경과목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교과용 도서는 당국이 편찬한 것이나 그 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그 이외의 도서를 사용코  

  자 하면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교원은 총독부 학무국 발행의 자격증을 가진 자라야 하고 일어에 능통하여야 한다.

  의 모든 조건들은 그 당시 사립학교로서는 도 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었고 이로 인하

여 당국과 사립학교 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조선총독의 무단정치가 시작된 이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의 10년간 일본은 한국인

의  ‘일본 국민화’를 하여 학교교육에서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고 일본 문물의 주입과 일인 교

사들의 강제 배치  교과목 교과서의 통제 등 ‘황국 신민화 교육’에 분하 다. 한 들은 

우리 한국사람의 민도(民度)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하여 보통학교를 3년 는 4년으로, 고등보통

학교를 4년, 여자고등보통학교를 3년, 문학교를 3년 는 4년으로 하는 등 열등한 제도를 만들

어 한국인의 교육수 을 의도 으로 낮추었을 뿐 아니라 각  학교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학과

목 이외의 것을 가르치는 것을 하는 조치를 취하 다.

  이같은 사학 탄압 조치는 자연 학교를 폐쇄하는 결과를 래하게 되었으며 특히, 기독교 계통 

학교들은 성경과와 종교  의식의 통제로  경 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 하여 신교  선교 연합회에서는 1915년에 열린 연차 회에서 장시간 토의 

끝에 다음과 같은 ｢개정교육령에 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기독교 학교들의 공식  태도를 밝히

었다.

         

           ○ 개정교육령에 한 기독교학교 결의문

  “1915년 조선총독부령 제 24호로서 공포한 개정 사립학교 규칙에서 총독부가 여러가지 변경사항을 

제시하는 가운데서 한국 안의 기독교회와 선교회가 설립 운 하고 있는 수백의 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학교로부터 종교교육과 종교의식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에 하여 신교  선교연합회는 

본국의 후원자의 이해 계와 선교회 교역자가 이 나라에 머물고 있는 유일한 목 과 한 이들 기

독교계 학교의 유지를 하여 자 이 모집되고 있는 목 에 감하여 당국에 의하여 제시된 제조건이 

우리가 경 하고 있는 학교로 하여  으로 폐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어도 그 

활동에 막 한 지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단을 확언하는 바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포된 규칙은 기독교계 학교에서 성경교수의 자유에 하여 정부가 일  우리에

게 확약한 바에 반되어 일본내의 국가 교육제도가 사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



실을 들어 당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러한 이유에 의거하여 우리는 기존학교에 허용된 10년의 유 기간에 우리의 학교를  속계하면

서 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에는 어떠한 당국의 방침의 수정이 있을 것을 기 하는 바이며 이 규칙

이 즉시로 용되는 신설학교에 하여는 어도 일본 자체 안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과 같은 조건 

에 학교를 운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있기를 기 하는 바이다.”14)

  그러나 총독부에서는 이 결의문에 하여 별 심 없이 도리어 사립학교법 제2조, 제14조 등

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폐쇄하거나, 는 ․공립으로 환시키는 등 사학 탄압의 손을 늦추지 

않았다. 이 결과 1910년에 1,973개교이던 사립학교가 1925년에는 604개교로 격감하는 결과를 가

져왔다. 이 게 어려운 시국에 처하여 당시 기독교 연합회 내부에서는 강경론과 온건론의 양론

으로 분열되게 되었으니 강경론은 개가 장로교 학교경 자들이었고 온건론은 개가 감리교 

학교경 자들이었으니 자는 앞으로 10년간의 유 를 두고 투쟁하다가 불가능(성경과목 수업실

시)할 때에는 폐교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과외 과목으로 방과 후에는 무방하다는 것이니 그 로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수피아여학교는 자연히 폐교를 각오하고 강경한 입장에 서

서 반기를 들었으니 자연히 총독부당국의 지탄의 상이 되게 된 것이다. 

                            사립학교 통계 (1910～1925)



       

       학교종류

연도
일반 종교 계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227

1,039

817

796

796

704

624

518

461

444

410

356

352

376

364

347

746

632

545

487

473

450

421

350

317

298

279

279

262

273

272

257

1,973

1,671

1,362

1,283

1,242

1,154

1,045

868

778

742

689

635

614

649

635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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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창기의 이모 모 

   1. 10년 의 졸업생들

  1908년 에 배유지 선교사(Dr. Eugene Bell)의 사 에서 시작한 주 선교부의 여학교는 1911

년 구애라(Miss Anna McQueen)교장의 노력으로 수피아 홀이 건축되면서 교명도 제니 수피아 

기념여학교로 붙여졌고, 학교로서의 기 가 서게 되었다. 선교부 직원 김윤수의 딸인 김명은과 

최흥종의 딸 최 숙과 서병규의 딸 서 순, 세 소녀로 시작한 수피아여학교는 처음에는 보통과만 

설치되어 있었으나 곧 1911년에는 고등과(4년제)를 설치했다. 수피아의 보통과는 처음에 4년제

으나 1914년에 학제변경으로 6년제가 되었으며 1928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보통과를 폐지

하고 수피아의 보통과를 산학교로 개명 이 함에 따라 보통과 졸업생에 한 자세한 상황이 

해지지 않는다. 보통과에서는 성경, 문학, 한문, 산학(算學), 역사, 지리, 어학, 이학, 음악, 도서, 

체조를 가르쳤으며, 1년 3학기제로서 주 5일간 수업을 하 다. 1914년에 보통과 1회 졸업생 6명

을 배출하기 시작하여 1923년에는 보통과 10회 졸업생을 내었고, 1929년에는 보통과 16회 18명

을 졸업시켰고 1931년에는 18회 17명의 졸업생이 나왔다. 이러한 숫자는 자세하지 않고 모든 서

류가 산학교로 이 되었기 때문에 막연하다.  

  그러나 1911년에 개설된 수피아의 고등과는 4년제 학과정으로서 1915년 3월에 고등과 1회 

졸업생 2명을 배출하 으니, 박애순(朴愛 )과 표재 (表載錦) 두 사람이다. 박애순은 그 뒤 서울 

정신여학교 사범과를 마치고 모교의 교사로 직했는데, 3․1운동 때 수피아 학생들을 데리고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하 기 때문에 일제에 의하여 징역언도를 받고 고 를 당했다.(자세한 것

은 뒤에 살피려고 한다.) 표재 도 정신여학교 사범과를 졸업하고 모교의 교원으로 사했다.

  1916년 3월에는 고등과 2회 졸업생 3명이 배출되는데, 김귀임(金貴任), 남궁 성의(南宮聖義), 

강아 (姜亞英)이 그들이다. 그  김귀임은 숭일학교 1회 졸업생인 이기 의 부인이다.

  1917년 3월에 이성은(李聖恩), 장은순, 유덕례, 김경은, 김경순, 윤성희 등 6명이 고등과 3회 졸

업을 한다. 그 에 이성은은 남문밖교회의 이득주 장로의 딸로서 뒤에 수피아의 교사를 역임한

다. 

  1918년 3월에 김수 , 김명은, 최숙이 등 3명이 고등과 4회 졸업생으로 배출된다. 

  1919년부터 1922년까지는 고등과 졸업생 기록이 없는데, 그때는 3․1운동으로 인하여 교사 2

명과 학생 21명이 옥고를 치르는 등 일제의 탄압 속에 고 를 당하던 시 이다. 



   2. 당시의 회고담

  수피아 기에 학생이었거나 학교에 계했던 몇 분의 회고담을 옮겨본다. 16)

  ○ 맨 처음 정식 교사로 근무한 본 김함나 여사의 회고담.

  “1907년에 목포에 갔다가 주에 온 것은 다음 해의 8월 습니다. 9월 1일에 개학을 했을 때 

여학생이 열 여섯 명 된 것 같습니다. 남학생은 앞에 앉히고, 여학생은 뒤에 앉  공부를 시켰지요. 

스테이션(Station)회의에서 주, 목포, 주를 학교 기지로 결정했습니다. 그 때는 나라가 태로

운 때여서 일본 사람들이 려 오는 인데, 7조약을 맺은 것은 서울서 보고 목포로 내려갔었지요. 

교장은 미스 낙스 는데 슨 의사와 그 때 약혼 이었습니다. 홍우종 장로가 한문 선생이었으며 

공부를 잘하면 월반을 시켰습니다. 오 목사 사랑에서 공부하다가 한 2년 후에 수피아 교사(지  간

호학교를 말함)로 옮긴 것 같습니다. 내가 23살 때 으니까 1년은 더 하다가 옮겼지요.

 일 년에 상여 까지 그 때 100원 (당시 목포 해 에 근무한 그의 남편 남궁  씨의 보수)을 탔는

데 50원 받고 선교사와 같이 일하게 되어 주에 와서 일하게 되었지요. 그 때 변 요한, 오원, 슨

(Robert Manton, Wilson M. D.), 배유지 등이 있었습니다.

 슨은 변 목사 집 왼편에 살았는데 자그마한 사람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부인이 훌륭

하 습니다. 슨 부인이 바로 낙스입니다.

 선교사들은 마음이 후하고 인심이 좋았습니다.”

  ○ 제 3회 졸업생이며 후에 수피아에서 교편을 잡은 바 있는 이성은 여사의 회고담.

 

  “지 부터 꼭 59 년 , 그러니까 1909년 7월에 나는 수피아 1학년에 입학하 습니다. 그 때 내 

나이 여덟 살이었습니다. 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벌써 학교는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교장은 미

스 낙스, 그리고 여 선생은 김 함나 한 분이었습니다. 선생은 고 학생은 많은 데다가 국문을 모르

는 사람이 무 많아서 학생 하나씩을 3학년 쯤 되는 학생들이 맡아서 가르쳤습니다. 그 때는 소학

교제가 되어 6학년을 졸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쓰게 치마를 쓰고 다녔습니다. 교회 갈 때나 밖에 나갈 때, 학교에 갈 때까지도 여자들은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하기 하여 쓰게 치마를 쓰고 만 빠꼼히 내어 놓고 다녔는데, 이것은 치마폭 

같이 생겼는데 치마 넓이의 반 넓이 만하게 하고 길이는 더 길게 해서 머리로부터 허리까지 폭 싸

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없어졌습니다.

  쓰게 치마들을 둘러쓰고 여학생들이 을 지어 북문안 교회로 가면 모두들 신기하게 바라다 보았



습니다. 배당엘 가면 배당이 ㄱ자로 생겼는데 가운데다 포장을 치고 남자석 여자석이 따로 있어

서 서로 못 본 체하 습니다.

  그 때를 생각할 때 도둑질하면 벌로 쏠수라는 약을 먹이던 일이 생각납니다. 손으로 나쁜짓을 하

면 손을 때리고, 발로 나쁜 짓을 하면 퇴침 에 올려 세워 놓고 매로 종아리를 때려서 벌을 주었습

니다.

  그리고 배유지 목사 집 에가 이일 성경학교 자리이며 기와 가마 골짜기라고들 불 습니다. 가난

한 사람은 나막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신은 나막신 외에도 갖신, 메추리, 지 리를 신었는데 갖신은 

아 고 메추리는 돈 있는 사람만 신었습니다.

  선교사들 집 맨 남쪽 끝에 노라복 목사 집이 있었는데 거긴 과수원도 있었고, 문둥이들이 살았습

니다.

  머리는 땋아서 뒤로 내려뜨리고 다녔고 뒷머리라고 해서 에다 살짝 올리는 법이 나왔습니다. 그 

무렵에 부르던 노래로는 ｢ 한 제국 삼천리에 국민 동포 이천만, 태극기를 높이 달고 천만세를 불러 

보세｣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 처음 학생이었던 김명은 여사의 회고담.(1968년에 취재)

  “제가 그때 나이 일곱 살이었습니다.

지  순한 살이니까 만 60년 이지요. 날마다 서양사람들 집 앞 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공부 가르쳐 다고해서 아이들하고 셋이서 남자아이 한 사람하고 넷이 배유지 목사 사랑채에서 

마루에 러앉아 몸을 흔들며 가갸 거겨를 외었습니다. 아버지는 김윤수이며 매서인으로 선교사와 

같이 사방 에 다니시며 도지를 나 어 주었습니다. 집은 양림동 지  숭일학교앞에 큰 기와집이

었으며 시작할 때 같이 다닌 사람은 여자가 최흥종 목사 딸 숙이, 서명규의 딸 서명순 그리고 나 세 

사람이고 남학생은 최재익의 아들 최윤옥이 있었는데  비아 학교 교장 최윤상 선생의 형님입니

다. 처음 선생님들은 배 부인, 오 부인 나 에 남궁  목사를 모셔오고 김함나 선생과 내외간이 가

르쳤고 후에 김함나 선생 동생 김마리아 선생이 왔습니다. 꽃바심다리 건 가면 냇물 왼쪽으로 공원

같이 산이 있고 거기서 돌다리 건 가면 남문밖인데 경양방죽 메우기 에 그 안에 북문밖 배당

이 있었습니다. 성 이 좋은 사람은 교원으로 남았습니다. 3․1운동 때에는 보통과 4학년 담임이었

습니다. 독립선언문을 나 어 주었는데 만세 부르는 날이 마침 아버지가 별세하신 날이니까 확실히 

기억하는데 3월 10일날 주에서는 만세를 불 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거두시기 에 도서 13장에 있는 ‘헛되도다 헛되도다’ 라는 말 을 하시며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 에 고등계 형사들이 제 원에까지 와서 조사를 하는데 의사 간호사들이 입

증을 했는데 다 돌아서 한 것이 아니냐고 사 에 계획하고 비한 것을 자꾸 캤습니다. 고등과 졸업

식은 오 원 기념 에서 거행했습니다. 오 원기념 은 우리졸업식이 있는 그 해 보다 한 3년 에나 



세워진 것 같습니다. 졸업할 때 교장은 구애라, 교감은 타애리사, 교사는 박애란, 정해업 선생이었습

니다. 타애리사 선생은 타마자(打馬字, Talmage, Rev. John Van Neste)목사의 부인입니다.”  

  ○ 기 학생 최  여사의 회고담.

  “지  내가 74세이고 14살 때 입학 했었으니까 꼭 60년  1908년 가을입니다. 오 목사 사랑채에

서 장연희, 강아 , 강양례, 남궁성의, 이런 애들과 같이 공부했지요. 처음 들어가니까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었다고 하 습니다. 표재 도 들어오고 요리문답도 했지요.”

  ○ 기 학생이었던 변계희( 은) 여사의 회고담.

  “아홉 살 때 서울서 목포로 내려가니까 서양 사람들이 칠 에 뭘 써 놓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가 

변창연인데 배유지 목사 조사 일을 봤습니다. 내가 열세 살쯤 해서 주에 오니까 양림동이나 뒷동

산에는 집이라곤 선교사들 집 뿐이었습니다. 오 목사 집은 지  고원장(고허번. Herbert Augustus 

Codington, M. D.) 집 아래 있고, 배 목사 집은 좀 내려와서 평평한 데 있었습니다. 배 목사 집 문간

에서는 남자들이 공부하고 남궁  목사가 상반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열댓 명 있었는데 내가 그 때 열여섯 살이나 먹었습니다. 그 때 모두 쓰게 치마를 

쓰고 다니고 교회는 북문안교회 하나 뿐이었습니다. 도양술 목사 장인 되는 최재익이 한문을 가르치

고, 김함나, 김마리아 선생이 모두 가르치고 배운 것은 학지지 여자 독본이라는 한문 책과 산술 

국어를 배웠습니다. 김마리아 선생은 그 때 스물 댓 살 되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운동을 가르치는

데 달음박질도 시켰습니다. 낙스 부인이라고 나 에 슨 부인이 된 사람도 가르치고 칠  걸어 놓

고 선생은 서서 가르치고 학생들은 마루에 앉아서 배웠습니다. 공책 같은 것은 잘 쓰지 않고 사진 

액자는 30센티에 20센티나 되게 했고, 칠 은 석 인데, 헌짚같은 것으로 닦고 한문을 배우면 토요일 

재강을 해서 잘하면 상으로 뭣인가 주기도 했습니다. 여자 독본이 있어서 삼강오륜도 배우고 남녀칠

세에 부동석은 철 히 배웠습니다. 쓰게 치마를 옥색 물을 들여서 당목으로 해서 쓰고 다니고 부인

들은 장옷을 입고 다녔는데 큰 두루마기 같이 생기고 명주에다 록색으로 들여서 입고 다녔습니다. 

쓰게 치마는 주름을 직 직하게 잡아서 썼는데 두 폭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배당은 넓직하니 생겼는데 가운데다 포장을 치고 배를 보는데 그 때 많이 부르던 찬송가로는 

‘주의 말  듣고서 행하는 자는 반석 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같은 것들을 많이 불 습니다. 지  병원 자리에다 나병 환자를 두었는데 막 기로 치

고 거기다 갖다 두었습니다. 병원이 조그만 하 습니다. 돈은 새끼 에다 엽 을 꿰어서 썼습니다.

 체조를 하는데 여우 놀이라고 해서 우르르 달려 들었다가 달아나는 장난 같은 놀이를 하 고 달

음박질도 했는데 배 목사 집 으로 운동 마당이 있어서 거기까지 뛰어가기도 하고 댕기를 드리고 



귀  머리를 땋고 다녔으며 겨울에는 솜바지에다 솜 고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 학교의 창기 형편에 하여 기 선교사이었으며 본교에서도 교편을 잡은 바 있는 노몌

의 (Mrs. Robert Knox, nee Maie P. Borden) 는 1967년 2월 9일 미국에서 별세하기 에 그의 가

족들에게 늘 이 게 말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선교 사업의 창기에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어린 소녀들에게 근하는가가 큰 문제

습니다. 선교사들은 소녀들의 호기심의 상이었습니다. 소녀들은 선교사들의 집 앞에 모여 놀곤 

했으며 선교사들에게 이상하게 보 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말을 걸 때마다 그 소녀들은 매우 

배우고 싶어하는 치 습니다. 그 지만 한국의 부모들은 자기 딸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당하

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 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읽고 쓸  아는 소녀들은 남자를 맞

이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을 설득시켜 자기 딸을 학교에 보내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책값을 지불하겠다는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모들은 그래도 역시 자기 

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책값, 학교에 있을 때의 음식값, 수업료, 의류 등, 이 모든 것

을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게 되자 무 호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기 딸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좋은 기회 습니다. 왜냐하면 여학생들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동안에 수에 해서도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기 딸

들이 공부하는데 해 크게 느낀 바가 있어 자기들이 직  선교사들에게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

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증거의 장을 하나 만든 셈입니다.”

(Mrs. G. William Rider, 1737 Driftwood Lane Galveston, TEXAS 77550, 제공)

  ○ 기 학생이었으며 방림교회 도사로 있었던 정경애 여사의 회고담.

  “……내가 소학 보통과를 나온 것이 열 여섯 살이었습니다. 그 때는 4년 졸업을 하 습니다. 입학

은 열두 살 때 1908년 가을이나 되었습니다. 새 교사로는 열다섯 살에 왔지요. 처음 선생님들은 강

사연, 박무흥, 홍우종, 박세평, 박애란, 김함나, 김마리아 이런 분들이었는데 김마리아 선생은 졸업하

기 에 일본으로 공부가신다고 떠나셨습니다.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되어서 합방이 되었습니다. 막 처음에 갔을 때에는 오 목사 사랑채에서 하

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죽 앉아서 몸을 흔들면서 소학을 읽었습니다. 한문은 최재익 선생이 가르치

고, 박무흥 선생이 등 소학, 홍우종 선생이 학과 맹자, 박세평 선생이 역사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때 남자는 없고 여자만 따로 배웠습니다. 남학생들은 배 목사 사랑채에서 공부를 하 는데 남녀 

학생끼리는 서로 못보게 했습니다. 마리아 선생은 국문 역사 같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리아 

선생을 생각하면 물이 납니다. 아주 뻤던 우리 선생님이 우리 나라 역사 국문 나라의 형편 같은 



것을 비 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마리아 선생님이 나 에 일본 사람에게서 감옥에서 많이 맞고, 

거의 다 죽게 되어 주에서 쉬려고 오셨을 때, 우리가 울기도 많이 울었지요.

 최흥종 목사도 그 때 고, 우리를 보고 ‘울러 가자’고 해서 뒷산으로 울러 갔는데 그때는 무슨 

문인지 몰랐으나 지  생각 하니까 한일 합방이 되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사람이 죽으면 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곡을 하러 간 것 같습니다. 한번은 방송국이 있는 사직 공원 그 산을 올라갔

습니다. 나무를 꽂아 놓고 손 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무슨 단집이 있었는데 그 속에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 놓은 인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원님이 오면 제사를 드려야 편하다고 하면서 당직이도 있

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돌려 앉  놓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학교로 

조사가 나오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가서 바르게 해 놓으라고 해서 혼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으나 그런 것이 하도 하찮아서 손을 댔던 것입니다.”

   3. 수피아의 생활모습

  다음은 수피아여학교의 창기 에피소드 몇 가지를 어 본다. (김 선, 수피아 60년사 원고 

에서)

   (1) 회색 벽돌 집

  한국의 선교사들이 주에서 여학교를 경 하고 있다는 소식은 미국의 교계에 큰 충격이었다.  

아들을 국에 보낸 스턴스(Mrs. Midread Lewis Sterns)는 여동생(Jennie E. Spear, 다른 기록에는 

Jennie P. Spear)이 세상을 떠난 후 동생을 하여 보람있는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차에 

한국에서 이제 새로운 여학교가 시작되었으나 시설이 별로 없어 곤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

고 한국 주의 여학교 교사를 짓는데 5,000달러를 바치기로 결심하고 곧 미국 남 장로교 본부

에 연락하 다. 그녀는 북 장로교 교인이었으나, 당시 한국에서는 하나의 장로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남․북장로교와도 연락이 긴 하 다.

  이 통지를 받은 남 장로교회에서는 이 희소식을 주에 알려왔다. 학교가 시작되고 여학생들

은 해마다 불어나서 교실이 필요한 때인지라 주의 선교사들과 한국인 교사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곧 학교를 지을만한 곳을 물색하던  좀 외지기는 했으나 선교사들의 집이 있

는 곳에서 남쪽으로 산을 끼고 오른쪽 산 턱에 남향으로 양지 바른 곳을 선택하 다.

  이 곳이 양림동 251번지 재 수피아 간호학교 교사가 있는 바로 그 자리다. 이 곳은 가시나

무가 빽빽하고 묘들이 많이 있는 황폐한 곳이었다.



  그 곳을 반반하게 다듬어서 학교를 지었다. 교사를 짓는다고 하니까 학생들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고, 새로 짓는 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보러 자주 들러보곤 하 다.

  학교는 회색벽돌로 지었는데 아래층이 기숙사이고 2층이 교실이었다. 교사의 1층은 운동장에

서 15계단 높이에 있었고 거기서 긴 복도가 배실로 통해 있었다. 2층에는 7개의 방이 있었는

데 2층 방들은 작아서 채 문으로 비치는 빛으로 방안을 밝혔다. 1층과 2층 한 쪽은 단신으로 

있는 여선교사의 숙소로 되어 있었다.

  학교는 오 원목사 사랑채에서 1911년 가을에 학생 68명과 함께 새 학교로 옮겨 왔다.

  처음 학교의 이름을 ‘제니 스피어 기념학교’(Jennie Speer Memorial School for Girls ; Spear가 

Speer로 바꿔짐)라고 불 다. 얼마 후 부터는 ‘제니’를 빼고 그냥 ‘스피어학교’라고 부르게 되었

다. 그러다가 한자로 쓸 필요가 있어서 彼亞 는 皮亞로 쓰게 된 후에는 ‘스피어’가 변하여 

한문의 발음을 따라 ‘수피아’라고 불리워졌다.

  그런데 ‘亞’자를 보면 가운데 십자가가 들어 있다. 하는 바에 의하면 다른 ‘아’자를 쓰지 않

고 이 ‘亞’를 쓰게 된 것은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자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 든 이들은 모두 돈을 보내온 스턴스의 죽은 동생 제니 스피어를 기념하기 

하여 지은 이름이다.

  물론 1911년 ‘수피아’라는 학교 이름이 나오기까지는 고유한 이름이 없고 여학생을 가르치는 

학교는 ‘여학당’, 남자학교는 ‘남학당’이라고 불 다. 이 이름은 배유지 목사 사랑채에서 여학생들

만 나와서 변요한 목사 사랑채로 옮긴 후 오 원 목사 사랑채에 있을 때까지 약 3년간 사용된 것 

같다.

  1911년 수피아 기념 으로 옮긴 후부터 수피아학교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등학교와 등학교의 구별은 ‘과’로써 구별하 는데 등학교는 그때의 법령에 하

여 심상과 보통과등으로 불리우다가 1932년 수피아의 이름 신 산학교라고 불 으며 등학

교는 고등과 등과등으로 이 역시 일반학교의 학제의 변경에 따라 불렸다. 주라는 지명도 처

음에는 없었으나 수피아학교의 치를 나타내기 하여 ‘ 주수피아’로 부르는 수도 있었는데 그

것이 그만 교명에 붙게 되었으며 ‘사립’을 붙이게 된 것은 일인들의 존민비 사상에서 온 것이

었다. 즉 ‘ 립’, ‘공립’, ‘사립’, ‘도립’ 등 학교의 설립주체를 밝 둠으로써 은연 에 민은 보다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자는 뜻이었다. 그리고 남녀의 구별을 할 때 남자학교는 표시를 아니함으

로써 자연히 남자학교를 나타내게 하 으며 여자들만을 수용하는 학교는 ‘여학교’라고 하여 ‘여’

자를 붙 다. 따라서 수피아 기념 으로 옮겨서 심상과 6년 첫 졸업생이 난 1914에 교명을 ‘ 주 

사립 수피아 여학교’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개 이 이름으로 1937년 폐교 때까지 사용하 다. 해



방 후에는 등과는 없어지고(1932년 숭일학교로 합침) 등교육만이 남아 있었으므로 6년제 

학교로 경 하다가 학제가 개편됨에 학교, 고등학교로 분립되어 ‘수피아여자 학교’, ‘수피아여

자고등학교’라고 부르게 되었다.     

   (2) 기숙사 생활

  스피어 홀을 건축하는 5,000 달러를 희사한 스턴스 부인이 수피아를 보고 간 뒤에 다시 기숙

사를 하여 1,000달러를 희사하 다.

  이 소식을 해들은 미국 남장로교 구역 안에 있는 푸로라 맥도날드 학 재학생들과 동창생

들이 1,000달러를 기증하여 수피아 기념  바로 에 양림동 252의 1번지에 두 채(제 1기숙사, 

제 2기숙사)를 세우게 되었다.

  지 까지는 학교 건물 안에 교실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독신 여선교사들의 방도 있고 해서 비

좁고 불편한 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 오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많아서 다 수

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기숙사는 교사의 서북쪽에 바짝 붙어 있었고 제 1기숙사가 ㄷ자모양으로 되어 있었으며 남쪽

만이 터지고 뺑 돌려 막  있었으며 한국식 온돌방에 불은 밖에서 떼도록 되어 있었다. 제 2기

숙사는 좀 내려와서 길게 한 로 지었다.

  새 기숙사를 짓기 에는 약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에다 45명이 기숙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기숙사에 들어 오려고 지망하는 학생이 많이 있었다.   

  학생들은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부모들은 여자 선교사가 방에서 기거

를 같이하고 있고 모든 면이 딸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무 염려없이 학교

에 보내온 것이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아침 다섯시 반에 일어나 학교가기 까지 자기의 과제를 끝마쳤다.  

여러가지 일 외에도 학생들은 자기네 방을 청소하고 한 방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방 식구끼리 가족기도회를 가졌다.

  오래 있던 학생들이 새로 들어온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 구 을 설명

하여 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새로 들어온 학생들을 도와 신앙생활로 이끄는 것을 자기 책임이

라고 생각하 다.

  기숙사에서의 생활은 숙식을 같이하는 단체생활을 통하여 학교에서 배운 바를 실천하며 그리

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기도 하 다.   



  기숙사가 세워진 것은 1923년이었는데 이로부터 몇 년 지나서 기숙사에는 다리를 는 학생이 

하나 있었다. 한 반 학생들이 일 년 동안 그녀를 도와 주었다. 그의 부모는 비 그리스도교인이었

으며 더 이상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교장도 더 이상 그녀를 돌  수 없다고 말하 다.

  그러나 학생들은 모임을 가진 후 매일 자기들 몫에서 얼마씩 내어 그녀의 식량을 부담하기로 

결정하여 그녀를 돌  주기로 하 다.

  그녀도 자기 친구들을 여러 가지로 도와 주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친구들을 해서는 주

하지 않았으며 옷을 고쳐주기도 하여 친구들은 그녀를 매우 좋아하 다.

  그녀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처럼 많은 기회를 갖지 못한 시골 사람들을 하여 꽤 먼 곳에 떨

어진 시골에도 자주 가서 주일학교 일을 돌봤다.

  그녀는 어렸을 때 크게 앓은 이 있었는데 그녀의 부모들이 침장이를 불러 바늘로 발목을 찔

러 사악한 마귀를 쫓아 낸다고 하다가 걷는데 불편을 주게 되었고 이러한 큰 희생을 당한 것이

었다.

  새 기숙사에는 이 때 약 90명의 학생이 있었다. 가을이 되어 일년  두번째 가는 한국의 명

 추석날 만월이 떠오르는 밤이 되면 녁식사를 끝낸 기숙사 학생들이 기숙사 근처의 운동장

에 모여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강강술래를 하 다.

  그 때 제주도에서 온 여학생도 있었는데 그 학생이 리드를 잘 하 다.

 노래도 잘 불 다. 밤인데다가 여선생님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교복을 벗고 부시게 아름다

운 옷을 입고 붉은 댕기를 맨 검은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뛰노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

다.

   (3) “보통”의 교명 강요

  일제의 사학에 한 식민교육은 1910년의 한일합방 인 1908년 사립학교령으로 사학을 통제하

기 시작하 다.

  1911년에는 사립학교령을 개정하여 사립학교규칙을 만들었다. 이 규칙은 사학에 한 감독을 

일층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만 가지고는 교육내용과 사상 인 면까지를 통제하고 간섭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1915년 3월에 통제의 사립학교규칙을 폭 개정하여 개정 사립학교령

을 공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립학교 규칙이나 1911년에 발표된 조선교육령에 의하면 학교명에 

“보통”이라는 명칭을 붙이도록 하 는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 다. 그리하여 모든 사립학교에 하여 교명을 고치도록 요구하 다. 그러나 선교



계 학교들은 선뜻 이에 응하지 아니하 다. 선교계 학교에서는 선교의 근본목 을 하여 성경

과목의 교수와 기도회를 정규과정표에 포함하여 실사하여야 하는데 새로운 규칙 로 인가를 받

는다면 이러한 이른바 종교교육은 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계 학교들은 한사코 

교명을 변경하려 들지 아니하 다.

  이 게 되니까 교회계통 등학교들이 잡종학교가 되어버렸고 따라서 이러한 잡종학교 졸업생

들은 문학교 본과에 진학할 수 없게 되었고, 졸업후 공서나 그 밖에 기 에 취직하는데 있

어서도 차별 우를 받았다.

  본교도 역시 교명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성경과목을 그 로 교수하 으며 기도회도 계속해서 

가지고 그리스도  교육을 실시하 다.

   (4) 사 , 무산야학

  주학생운동을 후하여 학생들에 의해 문맹퇴치를 주도하는 계몽운동이 극 으로 개되

었다. 동아일보사에서도 이 일을 극 장려하여 후원하 고 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사 를 조직하여 산간벽지 두메산골 방방곡곡으로 나아가서 조선어, 산수, 쓰기 등을 가르쳤

다. 노는 사람이 거의없이 방학  한달 간이나 40일간씩 사하 으며, 무산야학은 겨울에도 놀

지않고 가르쳤다. 방학 때 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면서도 가르쳤다.

  평소에 학교에서 배운 우리나라 역사, 애국심, 사명감 등에 한 가르침이 크게 도움이 되었

다.

   (5) 노래로 돈 벌어

  수피아는 음악으로 통을 세운 학교이다. 아름다운 환경과 같이 학생들은 매일 아침 채 (경

건회)시간을 통하여 찬송을 부르는 에 목소리도 곱게 다듬어져 갔다.   

  1920년  기의 일이다. 김 정(7회 졸업생)은 목사의 딸로서 지방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하여 기 이 필요한데 학생 신분으로 돈이 없으니 노래를 불러 돈을 벌어 이 일을 도와달라고 

같은 반의 양명순에게 부탁을 하 다. 그래서 수피아학생 양명순과 배인애, 숭일학생 김태  이  

세 사람이 방학동안을 이용하여 이 곳  곳 시골교회와 극장에서 독창, 병창( 창)등으로 돈을 

벌어 도와주기도 하 다.



   (6) 사칙잡제 (四則雜題)

  4․50년 에 수학은 사칙잡제를 배웠다. 사칙은 네가지 계산법칙이란 뜻으로 가법(더하기), 감

법(빼기), 승법(곱하기), 제법(나 기)등 사칙을 말하고 잡제는 가.감.승.제 네 가지 계산을 뒤섞어

서 만든 여러가지 산수문제라는 것이다.

   (7) 여성을 한 생애

  주시 양림동 남장로교 선교회 사무실(이일학교 뜰) 에는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서 있다. 

(지 은 주로 옮겨져 있음). 1912년 처녀의 몸으로 한국에 나왔다가 1934년, 향년 54세를 일기

로 한국땅에 를 묻은 서서평(徐舒平, Miss Elisabeth Johanna Shepping, R. N.)을 기념하는 비석

이다. (Dr. Brown, Mission to Korea, pp. 118～122)

  그녀는 특히 한국의 여성을 하여 그의 온 생애를 바쳤다. 그녀는 주에 처음으로 여성을 

한 성경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의 교육에 힘썼다. 후에는 이일성경학교(“"Neel Bible School”, in 

Honor of Miss Lois Neel of Charlotte)라고 불리웠다.

  그녀는 자기의 생활비까지를 극도로 감하여 한국의 고아들과 가난한 여성들을 도왔다. 일년

에 신을 한 켤 로 견디었으며 그것도 긴 남자신을 신고 다녔다. 원인모를 병으로 몇 달을 신음

하다가 임종할 때에는 자기 시체를 해부하는데 쓰라고 유언하 으며, 별세 후에 그의 에는 

가루 2홉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8) 산딸기

  수피아기념 과 선교회의 동산은 잇 어져 있어서 가까웠다.

  슨 의사집 뜰에는 산딸기가 많이 열었다. 학생들은 몰려가서 따먹다가 들키면 구애라 교장

에게 불려가 야단을 맞기도 하 다. 구 교장은 화가 나면 학생의 몸을 붙잡고 흔들었다.

  구 교장은 수피아기념  한 쪽 방에 살았는데 교실이 바로 에 있어서 학생들의 말소리, 떠

드는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었다. 특히 실내에서 떠들지 못하게 정숙하게 하고 조 만 떠들어

도 꾸지람이 심했다.

   (9) 토론과 웅변



  토요일이면 토론 회, 웅변 회 등을 가졌다. 토론 회는 미리 연제를 정해놓고 연사를 개 

세 사람씩 양편으로 나 어서 토론을 시켰다. 상 편에 지지 않으려고 내용을 짜서 상 방의 헛

을 르기도 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도 하여 열렬한 기세로 불붙는 토론 을 개하

다. 웅변 회도 굉장하 다. 단 에 올라서 일류 웅변가 못지않게 도도히 토해내는 웅변으로 장

내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기도 하여 지혜와 언변을 키워갔다. 그래서 수피아 학생들은 말 잘

한다는 정평까지 나돌 정도 다.

   (10) 스 뜨기와 타 (Lace and Tatting)

  1920년경부터 “ 스 뜨기”를 많이 하 다. 서서평(徐舒平, Miss Elisabath Johanna Shepping)과 

남 부인(Mrs. LeRoy Tate Newland)이 가르쳤다. 앉아서 쓸 수 있을만한 높이의 상이 있고 함석

으로 만든 꽃무늬를 박은 수의 본이 있고 북에다가 재 틀실을 하나씩 감아서 박고 그 끝은 한

데 묶어가지고 수의 본에다 찔러서 본 로 북을 옮겨가지고 바늘이 한 짝씩 되면 실 사이에 바

늘을 르면서 이스를 만드는 것인데 뒤로 돌려가는데로 못 핀을 빼고 에서 이스를 짜게 

되어 있었다. 핀과 실을 가지고 조화를 부려 마지막에 이스가 떨어지면 구멍이 뚫린 여러가지 

무늬가 박힌 수 품이 완성된다.

  이 게 다 된 것을 폭이 엽서만한 두꺼운 종이에다 차곡차곡 감았다. 감을 때에는 이스를 

돌려가면서 엽서만한 종이에다 하나를 만들었다.

  얼마씩 쓰다가 시간이 되면 덮어놓고 자기의 이름을 써 놓고 갔다. 상의 높이는 230cm정도이

고 이스 짜는 기계는 약 100  가량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 고 수피아 기

념  이층에 큰방이 있었는데 그 방 한 쪽을 이용하여 쌓아 놓았다.

  완성품은 가는 실로 짠 얇은 이스 좋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었는데 이것을 모아서 미국

으로 보내어 팔아 가지고 얼마씩 받으면 기숙사비도 내고 학비도 보태어 썼다.

  기숙사생들은 부분이 이 자수를 하 고 어려운 학생들이 기술도 배우고 학비도 벌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후에는 타 이라고 하는 편물도 하 는데 이것을 옷가에 부치는 서양식으로 수놓은 일종의 

이스 다.

   (11) 그네타기, 뛰기



  2층으로 된 수피아기념 은 아래층에 교실이 있고, 2층에는 강당과 교실이었는데 방들이 조그

만씩하고 의자와 책상도 부족하여 일학년들은 낮은 긴 책상을 놓고 마루바닥에 앉아서 공부하기

도 하 다. 2층 강당은 다른 방보다 조  컸고 아침에는 경건회, 오후에는 작업실로 썼다. 밤에

는 공부방으로 이용하 고, 기숙사생들의 배시간에도 이용하 다. 수피아기념 으로 들어가는 

층층 와 문은 건물 서쪽에 있었고, 북쪽에 제1 기숙사가 ㄷ자형으로 되어 있었으며 층층  앞

에 조그만한 뜰이 있고 제 2기숙사가 가로놓여 있었는데 이 뜰은 조회시간이라든가 학생들이 

부 모일 때에 이 뜰을 사용하 다.

  운동은 제 2기숙사를 돌아서 좀 내려가면 운동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발래불, 정구 등을 하

다. 운동장 한 쪽에는 그네를 메어놓았고 도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그네타기, 뛰기도 즐

겼다. 그 때 정구는 처음으로 들어와서 정명여학교와 시합도 하 다.

  채 (기도회)시간에는 학생들 하나 하나 돌려가면서 기도를 드리게 하고, 졸업반 학생들이 번

갈아가며 인도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시켰다.

   (12) 귀  머리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는 요한 치를 차지하 다. 더욱이 여학생들에게는 심의 상이었

다. 빨강 댕기드려서 길게 따가지고 치 치  뒤로 내려뜨리던 머리가 양머리가 되더니 이제 귀

머리로 바 어졌다. 머리 양 쪽을 길게 따가지고 귀 에 붙이도록 한 것인데 모양을 낸다고 

짧게 하거나 푸는 일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는 첫날밤에 신랑이 풀어주었느냐, 가 풀었느냐, 

왜 풀었느냐 하면서 한참 소란스러워졌다.

  1935년 경부터 귀 머리를 풀고 머리는 세 갈래 아니면 다섯 갈래로 따서 등 가운데 만큼 오

게 하고 다녔다.

   (13) 첫 졸업생, 복장

     

  ♣ 첫 졸업생

  고등과의 제1회 졸업식은 1915년 학교가 설립된 지 7년만에 있었다. 아무 것도 없는 데서 오

직 믿음으로 시작한 학교는 이제 새로운 교사에 10학  105명의 학생을 키운 학교가 되었다. 5



명의 정규선생과 서기 겸 시간을 돕는 강사 그리고 4명의 여선교사가 있었다. 학생 에는 나이 

많은 학생도 있었다.

  여선교사들은 하루에 1시간 내지 3시간의 강의를 담당하 다. 그때 정부의 교과과정 로 하면 

더 많은 선생이 필요하 다. 월 은 34달러 다.

  고등과의 첫 졸업생은 박애순과 표재 이었다. 박애순은 정명여학교 보통과를 나왔고, 표재

은 본교 보통과를 졸업하 다. 

  ♣ 복 장

  열 살도 안되는 어린 소녀로부터 나이가 20여세 되는 고등과 학생들까지 한 학교 안에서 흰 

고리와 검은 치마를 입고 머리는 길게 따서 뒤로 내린 모습들이었다. 그들은 배움에 굶주렸던 

지식욕과 새 문명이 동터가려는 문명의 개화기에, 더구나 나라는 일본에게 뺏겨 이 민족의 압제

가 시작될 무렵 한국의 사회는 아직도 구습과 옛 통에 사로잡  있을 때 이국만리 먼 나라에

서 온 벽안의 여선교사들과 이 지방에서 비교  일  그리스도교에 발을 딛고 새로운 문명 호흡

을 한 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에 열을 올린 청년 교육자들로부터 날마다 새

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기에 여념이 없었다. 자신들은 많은 여성들 가운데 특별히 택함을 받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으니 장차 나라를 하여 일하리라는 결심으로 부지런히 공부하

다.

   (14) 창기의 교직원

                ○ 1908-10        배 마 가 렛  (Mrs. Eugene Bell, nee Margaret Whitaker Bull)

           엄  언  라  (Miss Ellen Ibernia Graham)

            슨 부인  (Mrs. Robert Manton Wilson, M. D, nee Bessie L. Knox)

           구  애  라  (Miss Anna McQueen)

           최  흥  종

           최  재  익

           홍  우  종

                ○ 1910년 의 직원



           강  사  언

           황  덕  실

           이  춘  득

           박  무  흥

           정  해  업

           변  부  인  (Mrs. John Fairman Preston)

           오  부  인  (Mrs. Clement Carrington Owen)

           서  부  인  (Mrs. Martin Luther Swinehart)

           타 애 리 사  (Mrs. John Van Neste Talmage, nee Eliza D. Emerson)

           방  신  

           박  세  평

           서  서  평  (Miss Elisabeth Johanna Shepping)

           백  미  다  (Miss Meta Louise Biggar)

           장  윤  희

           박  애  란

           휫      치  (Miss Hariet Dillaway Fitsh)

           도 마 리 아  (Miss Mary Lucy Dodson)

 

 [ 자 료 ]

                               Jennie Speer School                 - Anna McQueen



                              제니 수피아학교                          구 애 나

                       

  한국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작은 숙이가 문 밖에서 기침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종

이와 나무로 된 쓰러질 듯한 문이 열리면서 머리가 헝클어진 12세 소녀가 머리를 그 문 사이

로 쑥 내 고 작은 숙이에게 물어 보았다. “무엇 때문에 는 여기에 왔니?” 얼굴에 가득 미소

를 띠면서 숙이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나는 오늘밤 우리 기도회 모임에 당신을 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다음 집으로 계속하여 방문하며 마을 사람 부에게 이번 토요

일밤 기도회 모임에 모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마을의 양순이라는 소녀는 에 한번도 

이러한 기도회 모임에 참석해 보지 않아서 그러한 모임이 무엇인가를 알기 해서 그 기도회 모

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수라는 구세주에 해서 기

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 20명의 여자들을 보았다. 숙이라는 아가씨가 그 기도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으며, 그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아이들에게 찬송가와 성경 구 에 해서 가르쳐 주었

으며 기도로 인도하 다. 일요일 아침 숙이는 일  일어나서 그녀와 함께 주일학교에 갈 마을 

소녀들을 모으면서 이 집  집을 분주히 자갈길 를 나막신을 신고 돌아 다녔다. 그 다음 가

을에 숙이는 그 마을의 4명의 어린 소녀와 함께 그녀가 사랑하는 기독교학교 개강일에 참석했

다. 그들 의 한 명인 헝클어진 머리의 양순이는 숙이로부터 머리를 단정히 빗으라는 말을 들

었기 때문에 머리를 단정히 빗고 다녔다. 양순이는 처음부터 실력을 인정받아서 해가 지남에 따

라 진 하면서 마침내 그녀의 학  반장이 되었다. 주에서 우리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녀는 

서울에서 교육을 계속 받았으며 훌륭한 기독교 여성이 되었으며, 한 그녀는 Jennie Speer 기념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되었다. 즉 양순이를 교회와 선교학교로 인도함으로써 숙이라는 

아가씨는 그녀에게 많은 향을 끼쳤다. 기독교가 되지 않은 한국에서 무엇이 이 13세의 작

은 소녀에게 신앙의 승리를 해 열성 으로 선교하도록 고무시켰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그녀는 

기독교 사의 이상을 얻었는가? 그것은 바로 Jennie Speer School 인데 그곳에서 그녀가 받은 

교육의 혜택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바로 그 학교가 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러나 기다려라.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할 것이다.  

  < 과 거 >

  1908년 에 벨 박사 부부와 엘라 그 함 양은 주에 살고 있는 총명한 어린 기독교 소녀들



이 3R자와 성경에 하여 배울 수 있도록 몇 가지 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신이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까지 한국 사람들은 

남자애들은 교육시켰지만 여자들을 한 학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단 

4명이……. 그러나 나 에는 12명의 소녀들이 배움의 당에 모여 들었다. 선교 건물의 앞뜰에 

있는 한국식의 방 안에서 그녀들은 한국 통 습에 따라서 바닥에 앉아서 큰 소리로 공부를 하

다. 그러다가 가끔 선교사가 그들에게 다가오면 그녀들은 보통 미국 학생들같이 목소리를 낮

춰 조용히 공부했다. 

  첫번째 정규 교사로는 훌륭한 도 학교를 졸업한 남궁씨의 부인이며, 이 부인의 남편은 재 

리치먼드에서 석사 과정을 받고 있다. 이 학교의 첫번째 감독 은 Miss그 함이며 두번째로는 

Mr. Wilson의 부인이었다. 그리고 1910년에 Miss Anna McQueen이 미국에 가 있을 때 C. C.  

Owen의 부인이 그동안 학교를 맡았다. 후에 Miss Margaret Martin이 1921년 9월에 보낸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에 응답을 해왔다. 1911년에 Mrs. M. L. Sterns라는 사람이 우리 학교 건축비로 

5,000 달러를 내놨으며 그녀의 여동생을 기념하기 하여 이 학교의 이름을 Jennie Speer

Memorial School로 지었다. 회색 벽돌 건물이 지어졌는데 1층은 기숙사이며 2층에는 세 개의 교

실이 있었다. 한 교실에는 40명의 여학생이,  한 교실에는 18명이,  다른 교실에는 10명의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이 학교는 학교 구내를 굉장히 

넓혔다. 매 해마다 11년 동안이나 이곳 도자들은 본국 교회에 다른 추가 건물을 하여 돈

을 요구했다. 그러한 요구에 한 회신이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Mrs. Sterns가 1920년에 

이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녀는 이 학교가 이룩해 놓은 업 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으며 그녀는 훌

륭한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비록 북장로회 교인이고 우리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에

게 새로운 기숙사를 하여 1,000 달러 를 제공했는데 그 조건으로 남장로회 교인들도 그것과 동

등한 액수를 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Flora MacDonald 학의 학생들과 동창생들은 그러한 요

구 조건을 받아 들 으며 1923년에 50명의 여학생을 한 한국 형태의 기숙사가 설립되었다.

  <  재 >

  이 학교는 발 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보통과 6개 학년과 고등학교 4개 학년이 있으

며 8명의 한국인 교사와 2명의 일본인 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재학생 수는 225명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들로 하여  그들의 학교 교과과정을 따르도록 요구했는데 그것은 일주일에 32 단

이다. 교과서는 일본어로 쓰여져 있으며 여가 활동들은 외국어로 행해졌다. 수학, 과학, 역사 그



리고 다른 서구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각 학년의 학생들은 한문과 일본어 수업을 매일 받았

다. 그리고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일주일에 세 시간씩 어 수업을 받았다.  모든 학년에 있어

서 성경 공부는 필수 으며 매일 30분씩 종교 활동에 참석했다. 이것은 혹독한 과정이었으며 여

학생들이 이러한 과정을 잘 마쳤다는 사실은 그들의 놀라운 정신력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 결 론 >

  과연 기독교 교육은 한국에 있어 어떤 공헌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기독교  특징이 

학교에 의해서 발  되었는가? 와서 보아라. 비오는 일요일 아침에 기숙사로부터 흩어져 나오는 

여학생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17내지 혹은 그 이상이 주일 학교로 가는 것을 라. 많은 수의 학

생들은 4개의 교회 속에 있는 주일 학교의 기 과정과 과정에서 가르친다. 그리고 몇 명의 

학생들은 일요일에 농 으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들 학생들은 농  길을 수 마일 

걸어야 하는데 그들의 샌달은 농 의 진흙 길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않았다. 왜냐하면 농  길은 

진흙 길이며 매우 미끄럽기 때문이다. 학생들 가운데 우산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살만한 여유가 없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치마로 그들의 머리를 둘러 썼는

데 비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오늘 그들은 어제 입었던 옷을 빨아야 하는데 학교내 세

탁 시설의 미비로 반 마일 밖에 떨어진 개울가에서 그들의 옷을 빨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궂

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나 교회에 나갔으며 여기에 나가는 것은 꺼려하지 않았다. 그들

은 아침에 가르치는 것을 마치고 1마일이나 걸어서 오후 2시에 교회에 배보러 갔다. 겨울철에

도 과 살을 에이는 강추  속에서도 그들은 규칙 으로 교회에 나갔으며 입고 다니는 옷은 좋

지못했다. 나는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진실한 기독교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학교는 기독

교 사자와 자기 고장 교회 활동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훌륭한 학교라고 생각한다. 9월에 이

들 여학생들은 주일 학교와 주간 학교에서 여름 동안에 그들이 했던 자발 인 교육 사업을 보고

했다. 당신은 아마도 그들이 수행한 일의 양을 보고 놀랄 것이다. 많은 졸업생들과 우리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시골에서 주․야간 학교를 책임지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치원과 선교

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우리 학교 졸업생  원순이와 순임이는 졸업한 후 캐나다의 장로

회 성서 학교에서 3년 과정을 밟았다. 원순이는 재 성경 교사이며 수피아 여학교 기숙사 사감

이다. 그리고 순임이는 주 성서 교사 훈련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은 

주. 군산. 순천. 그리고 서울. 병원에서 간호원과 보조원으로서 빛나는 사를 했다. 그러나 부

분의 졸업생들은 결혼을 했다. 국 각지에서 우리학교 출신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 일반 보통 



사람들의 집보다 더 잘 정돈되고 깨끗하다. 즉 우리 학교 출신의 가정들은 더럽고 무질서한 보

통 사람들의 집안에 해서의 역할은 사막 한 가운데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그들의 자식들도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았음을 보여 다. 이러한 가정에서 앞으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다. 흔히 우리 학교의 교장들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사들로부터 훌륭한 

며느리감을 요청 받는다. 즉 이러한 요청은 우리학교 출신들이 교회 일을 도울 수 있으며 혹은 

지방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이 들어온다. 우리 학교 출신들

은 많은 목사 지망생들 의사, 교사, 장로, 집사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들은 

일반 보통 가정의 주부들 보다 더 훌륭한 남편의 동반자 으며 훌륭한 기독 가정의 어머니가 되

었으며 집안의 내조자가 되었다. 이러한 우리 학교 출신 주부들과 혹은 그들 남편들에게 과연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그들의 생활에 공헌했는가를 물어 보아라.

  < 성경 공부와 기도 > 

  미국의 보통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과 우리 수피아 여학교 학생들간의 성경 경시 회를 한번 

상상해 보라.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쉽게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많

은 숫자의 여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이들은 12월의 추운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마일이나 걸

어서 여기에 참석한다. 

  이 여학생들은 교회당에서 수 주일 동안 그들의 새로운 기숙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느님께 매

일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들의 학교의 필요물과 시설들을 하여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 우리 

모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자.

  < 청지기 정신 >  

  한국인 가정은 매우 가난하지만 이들 여학생들은 매월 2달러 내는 방법을 발견했다. 학교 기

독학생 면려회는 매달 12.5달러를 가정 도 비용으로 제공했다. 지난 가을 북문밖교회를 확장하

기 하여  남문밖교회를 한 난로와 다른 장비들을 구해주기 하여 합동 모  운동이 펄쳐

졌다. 교회의 많은 여자들과 기숙사의 여학생들은 성미를 모아 축해 두었다. 마침내 성미 포

는 가득 채워졌으며 그 포 는 교회로 운반되어 그 곳  상자에 비워졌다. 다시  성미 운동

을 개했으며 마침내 그 들은 교회장비 구입 자 을 해 쓰여졌다. 마지막 헌  때는 어떤 

여자들은 그들의 결혼 반지와 은비녀를 기부했으며 그리고 배가 끝날무렵 나는 ‘안식일’이 



(On-sik-iddee or Sabbath day)라고 불리는 여학생에 의해서 기부된 반지를 발견했다.  다른 학

생인 덕희(Tek-hee)는 그녀의 새 빨간 댕기를 헌 함에 바쳤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욕정신

이다. 가 이들의 훈련을 따를 것인가?

  < 미 래 > 

  우리 학교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

그 해답은 당신에게 놓여 있다. 신의 도움으로 우리는 교육받지 못한 여학생들을 자립심이 강한 

기독 가정에 훌륭한 주부로 변화시켰으며 그들을 훌륭한 근로자와 지도자로서 발 시켰다. 그러

나 우리 학교는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일본인들은 정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해서는 심한 차별 우를 했는데 그러한 차별은 언젠가는 기 에 도달하지 못한 이

러한 학교들을 폐쇄시킬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의 학교를 인

가받은 학교 수 까지 끌어 올려가야 한다는 것이  필요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일때문에 한

국에 있는 지도원들은 주의 통합된 여자 고등학교의 시설을 갖추기 하여 본국에 5만 달러를 

요청했다.  한국에서 6개월간 주일 학교에서 일한 후 최근 귀국한 유니온신학교의 톰슨 박사 

(Dr. Taliaferro Thompson) 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돈을 기부할 기회는 재이며 앞으

로 기부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의 문호를 아주 빠른 속도로 폐

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에 있는 이 학교의 미래는 어떨까? 당신은 당신의 답을 지  수 

있거나 혹은 사람들이 학교 설비를 하여 기부를 하는 12월 14일에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들 여학생들에게 그 돈이 모 되었다고 쓰여진 해외 보를 크리스마스 때 보내려고 

계획 이다. 우리 모두 그 보에 5만달러가 모  되었다고 쓰여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 5만

달러는 모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돈은 한국 여학생들의 신앙심을 강화시켜  수 있을 것이

며 도 당신 자신의 정신력을 심오하게 해  수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는 

한 한국의 도에 당신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한국인 여성들이 그들의 기독교 인 

행사와 사회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학교의 여학생들은 재 기도와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모  운동에 참여 하고 있다. 당신도 한번 이러한 일에 참여해 보지 않겠는가?

           1923년의 한국 주

           (Kwangju, Korea, 1923)



             주 (빛의 고을)

        산들은 녹옥잔의 언 리 같고

        나무는 산허리에 깔렸는데

        종달이도 노래하며 솟아 오른다.

        폭포도 햇빛에 번쩍인다. 

        잔잔하게 굽이쳐 흐르는 시냇물과

        거기 수목들은 잎 그늘 속에 감추이고

        밤이면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들,

        생명은 끝없는 조수를 타고 흘러온다.

        록빛 별빛같은 들에 과수나무

        바닷빛 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이 

        내 일 이 조선의 빛과 자랑

        주보다 좋은 곳을 보지 못했노라. 

  < 주선교부 >

  “처음 주를 발견한 선교사는 틀림없이 모험심이 강한 사람일 것이다. 다른 곳에서 매우 떨

어져 있기 때문이다.” 10년 에 군가가 한 말이다. 

  그러나 1915년 에서 목포로 가는 철로가 주에서 10마일 떨어진 송정리에 달했으며 1922

년에는 원래의 주시에까지 지선이 설치되었다. 주는 이제 더 이상 세 조선의 고립되어 잠

들어 있는 고도가 아니었다. 이제 그곳에는 기와 상수도 시설, 우수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

찰서 그리고 허가 번호가 84번까지 나가는 포오드 차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 발

에도 불구하고 미국 인 냄새를 풍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 은 땅 에 바로 지어져 있고, 

흙바닥이며 거의 높이가 6피트 정도 된다. 모든 집들은 지붕이 기와와 가로 되어있으며 가정

생활은 200년 이나 마찬가지로 거리에서 행해진다. 

  외곽에서는 논과 밭이 도시 주 에 하여 구릉진 산 사이를 감아도는 비탈진 계곡속으로 뻗

어 있다. 무등산은 계곡에서 솟아 올라 간쯤에 폭풍우를 머 고서 개는 구름이 그 꼭 기에 

머물러 있다. 맑은 계곡물은 기슭의 작은 개울 바로 에 깃털같은 나무 숲으로 이 둘리워

진 낮은 가 마을이 있다. 그 앞으로 여름이면 랗게 열지어 늘어선, 울타리와 단풍나무로 이



어진 작은 길 하나가 남장로회 선교본부에 이르고 있다. 여기 이 동방의 땅에 미국의 한 부분이 

이식되어 있다. 견고한 미국식 건축술에 따라 지어진 9채의 집과 Virginia나 Kentucky 그리고 

North Carolina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정원에 둘러싸인 모든 것이 오랫동안 한국과 동양의 

여러 마을을 여행한 후 경내에 들어서는 순회 선교사들에게 잠깐 천국을 엿보여 주는 듯한 아름

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다.

  < 주지역 >

  라남도의 앙에 무등산이 치해 있고 그 산 기슭에 주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인 

이 두 개의 심 의 굴 에 가지 각색의 산업과 곡창 남의 풍족한 생활이 무리지어 있다. 이 

도시의 시 를 알기 해서는 A. D. 1,020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 그때에도 그 후 20년이 채 못되

어 행정 장 의 도임지가 될 만큼 요한 도시로 성장해 있었다. 처음에는 무주 후에는 무진으

로 바 어 불리웠던 것 같다. 

  그때 이래로 북부의 혼란으로 그 요성이 훨씬 약해져 부분 평화스러운 생활을 하

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록 흥미로운 것이라 해도 주의 정치사나 경제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오래된 도시의 역사  가장 큰 사건은 20년  일단의 선교사들이 라남도에

서의 사업을 시작할 그 새로운 지 을 물색하러 이곳을 지나던 때에 일어났다. 여러 가지 이유

로 인하여 주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쳐갔다. 그 사업은 목포에서 시작되었으나 주 주 의 계

곡에 살던 수 많은 사람들의 간 한 호소는 항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Dr. Bell은 2년 후 

주지역에서의 사업을 시작하기 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 다. 처음 그는 당시 정치 으로 보

다 비 이 컸던 나주를 잠정 으로 선택하 으나 주민들의 인 태도로 인하여 보다 친 한 

곳인 주로 옮겨 장래 한국의 규모 선교부의 하나가 되는 석을 쌓았다. 벌거벗은 먼지 투

성이의 산을 하나 매입하고 작은 임시 가옥들을 세웠으며 1905년 Dr. Owen과 Dr. Bell이 이 일

을 시작한 후 곧 바로 Mr. Preston이 합세하 다. 더 많은 땅이 매입되었고 무덤은 평지가 되었

으며 나무들이 심어져 우거진 숲과 비할 데 없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인하여 이곳이 한국에서 아

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한 계획이 세워졌다. 

  1914년까지 10년동안 건축계획이 수행되었고, 1914년까지 주택이 아홉, 병원이 하나, 학교가 

둘, 성서학습 건물이 하나 세워졌다. 그러나 지난 9년동안은 비록 이 의 그 어느때보다도 사업

인 면에서 훨씬 많은 발 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서기와 회계용의 조그만 사무실 건물외에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한 그곳에서 동쪽으로 2마일되는 곳에 극동 나환자 선교단 리하



의 나환자 농장이 있어 주 선교부(station)의 감독을 받고 있다. 

  주는 실제로 지역사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면 은 약 100평방 마일, 인구는 약 90만 정

도로 순회 도사들이 이 거 한 군 에게 복음을 하고 있다. 사업은 조직이 잘 갖춰져 있

으며 신의 축복을 받아왔다. 30개 이상의 조직교회 2,000개 이상의 단 교회, 약 50개 정도의 학

교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많은 작은 단체들이 모두 결합하여 진리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의 곡창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한 인구를 부양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이 비록 번창하고 있다고는 하나 인구 증가율과 비교해볼 때 그 증가율조차도 유지

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교회 조직의 활동은 없으며 오직 남장로회 선교본부만이 900,000이나 되는 거 한 비 기

독교도들의 복음선교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을 하는데는 성직에 있는 지인 조력자들에 의

하여 잘 조직화되고 잘 갖추어진 캠페인을 지도할 수 있는 도사 7명이 필요하다. 재 우리에

게는 이 사업에 념할 수 있는 도사들이 4명 밖에 없다. 그 분야는 우리의 재 능력으로서

는 무 벅차고 인원이 부족하다. 

  주시 자체는 철도가 놓인 이래 매년 200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남서부의 공공  

교육의 심지가 되었다. 신도 수가 합계 1,500인 세 교회가 이 도시의 16,000의 사람들을 돌보

기 해 노력하고 있다. 두 개의 큰 학교(남학교, 여학교 하나씩)가 이교 인 학교제도의 폐해를 

정화시키기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는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선교능력

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주는 ｢빛의 도시｣라는 의미 다. 그곳은 정치 , 상업  교육 인 면

에서 그 이름만큼 활발하다. 그러나 정신 으로는 여 히 가엾은 암흑 속에 잠겨 있다. 

  빛은 올 것이다. 오직 유일한 진정한 빛은 풍당당한 은행이나 학교건물, 이교 인 병원, 사

무실 빌딩, 밤이면 빛나는 무수한 등, 낮이면 질주하는 수많은 자동차로 부터가 아니고, 세 개

의 작은 교회, 미션스쿨과 병원, 모든빛의 - 심지어 구세주 수의빛 조차도 - 한 근원에서 

화된 램 를 든 빛의 달자가 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유일한 목표인 사람들이 살고 활동

하는 선교가정으로부터 올 것이다. 

  < 도사업 >

  겪어야 할 매우 괴로운 상황에 한 생각을 하는 친구가, 그 기가 지났을 때는 그는 죽었거

나 아니면 살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자 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도하게 된 이방인들은 

살아있지도 죽어 있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성이 활동하고 있는 동안은 그들은 죄속에서 



죽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이건 악령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진보에 있어서

의 무기력함과 낮은 도덕 수 에서, 이에 한 증거를 볼 수 있다.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

하고 혼돈과 혼수상태에서 그들을 깨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 선교부의 모든 사람

들의 소망이다. 

  우리 선교부의 도 원  도사업의 거의 처음 시작부터 활동해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도착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도 어학공부에 고통을  더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비록 

우리 선교부에 일상 인 임무가 직 인 도사업이 아닌 사람도 많이 있으나 이 일은 모든 사

람들의 궁극 인 목표이다. 한 우리 선교부에서 고된 괴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다가 포도원의 

다른 곳의 경작을 시작하도록 부름을 받았거나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지 은 고인이 된 분도 

몇 분 계시다. 비록 지 은 다른 사람들이 돌보아 주고 있지만 그들이 심었던 포도넝쿨은 여

히 번창하고 있다. 

  선교 원회가 주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1896년 그때와 도시 가까운 산 기슭에 9채의 

선교사의 집이 있는 지 과는 격한 차이가 있다. 그 바로 후에 주 가까운 시골 구역에서 순

회 선교가 시작되었으며 1,900년에는 4개의 시골 신도들의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4년 12

월 24일에야 비로소 선교회의 두 가족이 실제로 주로 이주하 으며 선교부 자체를 시작하

다. 그때부터 주의 교회는 그 기원을 갖는다. 재 그 도시의 략 지역에, 부속 주일학교를 

갖추고 세 명의 지인 목사들이 사하고 있는 조직교회가 4개 있다. 원래의 4개 시골교회는 

20년동안 100개로 늘어났다. 

  남문 교회는 주에 있는 어도 두 개의 다른 교회의 모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에 지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으로 인하여 여 히 매주일 참가하는 신도 수가 400～500의 번성하는 

교회라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약화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강해진 것 같다. 열렬한 은이인 김

목사가 사목하고 있다. 약 3년 정도밖에 되지않은 북문교회는 매주 300명 이상이 참석하고 있다. 

이 교회의 목사는 최 목사이다. 최근에 북문교회에 의해 개척된 새터교회는 참석자가 매주 약 

200명 이상이 된다. 66살의 정력 인 노인인 은 목사가 이 교회의 목회자이다. 나환자 교회는 약 

7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문교회의 김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의 배와 겹치지 않는 시간

에 리로서 설교단에 서고 있다. 미국에서 방문자들이 왔을 때 실제로 그들이 답할 수 없는 

성경문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역사업의 경우에, 지역은 다섯 개의 구역으로 나뉘고 모두 장에서 활동 인 경우에 남자 

도사 한 사람마다 하나씩의 구역이 할당된다. 결원이 있을 때는 자기 구역 외의  하나의 활

동 역을 복시켜서 가져야 한다. 여자 도사들 역시 그들의 구역이 있으며 그것은 남자 선교



사의 감독구역을 하나 이상 포함할 수 있다. 

  선교사는 자신의 직 인 순회 설교와 훈련된 지인 조력자들을 통한 지역사업을 수행한다. 

선교사가 지역여행을 할 때는 그는 보통 열흘 정도 머물 비를 갖추고 떠난다. 그래서 그는 

지인들이 사는 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침구류와 음식, 비의 옷을 가져가야 한다. 그는 교회

마다 방문하여 세례식을 집행하고, 심자들에 한 시험을 하며, 죄에 빠진 자들을 징계하고, 

훈계하고, 권면하며, 이교도들 사이에서 직  사업을 한다. 

우리가 속 인 도력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평양의 신학교이다. 매년 50명 이상의 신

실한 사람들을 배출하여 혼잡한 도시나 평원의 번성하는 마을, 는 일상 인 세상에서 멀리 떨

어져 있는 산 에 모여드는 무리들에세 복음을 하고 있다. 

  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종 깊은 흑암을 보고 실망감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

하나 빛이 더 밝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훨씬 많다. 이러한 것들 에서 우리는 훨씬 

은 료를 받는 교회에서의 직 를 받아들이기 하여 수입이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조상 

로 경배해 오던 것과 기독교 인 생활과 모순되는 일반 인 풍습을 버리고서 - 그것도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 - 열성 으로 개인 인 사업을 행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희생 으로 재물을 

제공하고 성서교육에 참가하기 하여 먼 길을 걸어 가면서 까지 성경공부를 성실하게 행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만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복음의 능력에 하여 이야기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감

옥에 있는 동안에 믿음을 가진 두 은이에 의해 시작된 어느 교회나 집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들을 다 바쳐 교회가 시잘될 수 있도록 한 어느 과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수 많은 들을 이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은 이러한 다소 극 인 에서보다는 보

통신자들의 숫자에서 더 잘 볼 수 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하여 생각해 보면 무미건조

하고 황량한 생활속에서도 신앙심이 두터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른다. 

  원한 약속의 피를 통한 속죄에 의탁하고자 하는 진지한 동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을 것같

은, 외국의 원조나 외부의 향이라고는  없는 산속 깊숙히 치한 라한 교회를 방문해 

보면 죽어가는 교회에 계속 복음을 하고 싶은 감이 생긴다. 

  < 성서교육과 사경회 >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목안에 신체의 성장을 조 하는 어떤 내분비선이 있다고 한다. 만일 그 

내분비선이 병들거나 발달이 덜되면 그 결과 소인이 되거나 병신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업



의 성장을 조 하는 내분비선이 성경공부이다. 이것을 시하면 그 결과는 활기차고 건실한 교

회가 될 것이고 이것을 소홀히 하면 병들고 결 투성이의 성장을 하게 되어 구히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선교본부는 이 부분에 특별한 주의를 하고 있으며 개종자의 숫자와 

질에서의 커다란 성과가 이 교회가 30년 동안 존재하면서 지속 인 심을 갖고 시행해온 성경

공부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다. 

  신께서 상황이 그 게 되도록 정하셔서 처음부터 성경이 한국인들의 특별한 심을 끌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서 의 부족함, 지식에의 갈증, 본래부터의 철학 이고 인 경향, 이

런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서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한국인들을 열렬한 성서학도로 만들었다. 처음 

우리 선교본부를 설립한 사람들은 인간 이상의 선견지명으로 처음부터 사람들의 이러한 욕망을 

이용하기로 하고 즉시 집 인 성경공부에 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생각으로 우

리 선교본부의 사업이 시작된 지 2년이 못되어 심자들이 작은 단체를 이루어 10일에서 20일까

지 성경공부를 하 다. 그것은 매우 즉각 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1년에 한번씩

의 성서 교육은  선교본부의 고정된 정책이 되었다. 한국인들은 근면한 학생들이었으며, 천성

으로 권고를 잘하여 그들의 이방인 친구들에게 성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가 단지 하나님의 

말 을 하는 것만으로 개종을 시켰다. 한국교회의 깊은 신앙심은 분명 처음부터 성서에 한 

정확한 지식 에 이 신앙을 세웠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이 사업은 재 25년 동안 행해지고 있으며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매우 명하게 하여서 그

때 이래 매우 사소한 변화 밖에는 없다. 처음에는 그 나라의 풍습 때문에 남자들만이 참가하

으나 읽을 수 있도록 교육받은 개종된 여인들의 수가 충분해지자 마자 여자들 역시 학습을 요청

하 으며 첫 시간부터 남자들보다 더 진리에 하여 갈구하 다. 그 사업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즉 하나 는 몇 개의 연합된 교회를 상으로 4일에서 6일까지의 학습,  지역을 

상으로 선교부에서 행하는 하나는 남자, 여자를 한 10일간의 학습 다섯 선교부  네군데서 

남자를 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그리고 두 선교부에서 여자를 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한달 간

의 정규 인 사업이다. 그러나 마지막 것은 단지 약 15년 , 즉 충분히 교육받은 신자들이 생긴

후에야 실시되었다. 한 조력자들을 훈련시킬 목 으로 3개월간의 여성 성경학교가 운 되었다. 

이러한 학습들의 시행 계획은 하나이다. 성경은 가능한한 정확하고 재미있게 가르쳐지며 다만 

인 개발과 기독교 신자의 교육과 직 인 계가 있는 다른 문제들만 가르쳐진다.

  처음부터 원조나 강제는  없었다. 시골에서는 교회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선교부 학습

시는 방, 등, 연료는 갖추어져 있으나 식량이나 책 그리고 요즈음엔 등록 을 부담시키고 있으

며 이 등록 은 매년 인상되고 있다. 이미 얼마정도가 10년 동안의 정규 남자학교를 졸업하고 5



년과정의 여학교를 졸업하 으며 이 코스들은 미국에서의 일반 인 성경학교만큼이나 어렵고 철

하다. 

   선교부에서 매년 평균 2,500명의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으며 그만큼의 수가 시골교회에서 

학습을 받는다. 물론 지난 20년동안에 최소한 총 50,000의 한국인들이 일년에 열흘 이상을 우수

한 교사들의 지도하에 성경을 공부했다. 이들은 몇 번씩 학습을 받아왔으며 이제는 성서에 아주 

훌륭할 정도로 정통해 있다. 

이상이 학습사업에 한 일반 인 개 이며 주에서의 사업도 다른 선교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꼬집어 이야기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이

러한 여러 학습과 학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학은 남자들을 상

으로 12년 부터 운 해오고 있으며 여자들에 해서는 약 8년 정도된다. 학생 수가 무 많아

서 몇 차례에 걸쳐 확장하 으나 여 히 비좁다. 

  기증받은 Owen 기념각 (The Owen Memorial Bible Building)을 교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기숙

사는 여 히 완 히 부 합하다. 몇몇 여성들은 10년 간의 남성 정규 학 과정을 이미 마쳤

다. 

  주의 도사들은 규모 선교부 학습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 하기 하여 모든 시골

교회에서 소규모 학습을 갖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주 지역의 모든 교회에서는 

일년  어느때에 약 4일정도 계속되는 연합학습  신앙 부흥회가 열린다. 외국인들은 모든 이

런 단계들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업 비를 하고 이러한 모임을 지도하는 것은 지

인 조력자들을 보내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지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1년  언젠가는 

성경공부를 하는 기회를 갖는다. 분명히 이 막 한 수의 성경학습을 받는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

의 교회를 안정되고 튼튼하게 할 것이며,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서 구하는 신도들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단과 교회의 추문에 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 주일학교 >

  1912년 1월 한 선교사가 주에서 멀지 않은 언덕에 올라갔다 내려와 상교(Sang Kyo)의 천한 

이방인 마을로 들어갔다. 좁고 구부러진 길가에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곧 작은 흙집들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어린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덩치 큰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

리를 듣기 하여 추 에 떨며 밖으로 나왔다. 곧 20～30명의 고슴도치 머리와 몇 명의 상투머

리가 그의 주 에 모여들고 여인들은 문틈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엿보았다. 선교사는 그



들에게 찬송가 한 곡과 성경 한 구 을 가르치고 몇 장의 그림엽서를 주고서 주기도문을 반복하

다. 그것이 주의 이교도 주일학교의 시작이다. 곧 다른 선교사들도 근처의 다른 마을에서 이 

선구 인 작품을 본따 사업을 시작하 으며 이교도 주일학교는 주 선교부의 사업의 요인으로

서 요한 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는 동안에도 강력한 지역교회와 주일학교는 이미 주에서 번창하여 계속 기독교 신자들

과 그들의 자녀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순회 도사들은 시골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주의 주

 반경 약 3마일 이내에 흩어져있는 마을들은 이러한 이교도 주일학교가 시작될 때까지 거의 

미개척지 그 로 인 것 같았다. 

  이 일이 시작된 후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주일학교를 해서 어떻게 주택과 교

사 그리고 교재를 확보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건물을 선교 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천한 이교도들에게 

심조차 없는 주일학교의 재정을 부담시킬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어린이들을 그들의 부모가 기

독교도가 될 때까지 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후에 자주 어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오

는 어린이들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다. 때때로 어느 친 한 마을사람이 배를 

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방을 빌려 주고는 있으나, 사방 8피트씩인 방을 꽉 채운 40명 남짓한 어

린애들은 만족할만한 일은 아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친구가 4,000달러를 보내 주어서 그 돈으로 

마을에 한옥 한 채를 사서 모든 칸막이 벽을 헐어낸 후 계속 교회의 모든 목 과 주일학교 그리

고 평일 학교에 사용하고 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되사리라 

기 한다. 

  이 일이 시작된 기에 많은 주일학교가 교사 확보를 한 어떤 특별한 해결책이 없이는 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래서 주의 미션스쿨에 다니는 기독교도 학생들을 이용하자

는 계획이 세워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남녀학생들이 각기 자기들의 학교에서 만나 다음 주일날 

그들이 가르쳐야 할 부분을 배우며 안식일 아침이면 많은 학생들이 성경과 찬송가 책을 끼고서 

변두리 마을을 향하여 각 방면으로 흩어진다. 

  교사들에 한 긴 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외에도 이 계획은 이 어린이들을 여기에서 학교

를 끝마친후 그들이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행할 사를 하여 훈련시킨다. 

  이내 이교도 주일학교용의 교재에 한 필요가 긴 해져서 한국주일학교 회에서 이 보자

들이 신구약의 주요한 이야기들을 섭렵할 수 있는 3년간의 학습과정을 마련하 다. 많은 주일학

교들이 내년 가을이면 이 과정을 끝내고 모든 주요 주일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규 인 국제 

주일학교 슨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교도 주일학교를 교회로 발 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의 하나는 그 마을에 평일 학

교를 세우는 것이다. 

  < 교육사업 >

  주에서 교육 인 일에 한 어떤 조사는 몇 가지 놀랄만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비참할 정도의 많은 숫자로 붐비는 학교 기숙사와 교실과 불충분한 교육자료속에서도 

Jennie Speer Memorial Girls School과 The South Chulla Boys' Academy는 높은 교육수 을 유지

하는데 성공했으며 그리고 주 지역 역에 기독교인으로서 역할을 발휘했던 남녀 학생들을 졸

업시켰다. 

  남학교의 59명의 졸업생들 모두는 졸업 에 세례를 받았으며, 이들  13명은 기독교 학교의 

교사로, 4명은 신학교 학생으로, 미국에 있는 두 명의 학생을 포함하여 11명은 각종 학에서 공

부 이며, 7명은 선교단체에서 병원 보조원이나 혹은 서기 등으로 고용되었으며, 2명은 기독교

인 의사가 되었고, 6명은 사업에, 5명은 농업에, 나머지 3명은 거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기 주에 살고 있는 졸업생 가운데 4명은 복음 도자로서 활동 이며 한 사람은 제일교

회 장로이고 세 명은 집사이고 5명은 주일학교 선생님이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졸업생

들도 교회에서 교역자로 일하고 있으며 한 기독교 활동자로서 일하고 있다. 

  여학교 출신 학생들도 남학교 출신 못지 않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즉 많은 여학교 출신 

학생들이 우리의 선교회 학교와 국의 많은 주․야간 학교에서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기독교 간호원으로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을 했다. 

  우리 졸업생 가운데 2명은 성경 교사로서 훈련을 쌓고 있으며 다음 에 그들은 성서 연구 학

교를 졸업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자의 주된 활동 무 는 가정인데 우리의 여학교 졸

업생들은 기독교 신자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훌륭한 몫을 하고 있다. 많은 수가 교사와 결혼했

으며 이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그들의 남편을 보조하는데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2명은 남학교 졸업생인 의사와 결혼했으며  어떤 여학생들은 집

사의 부인이 되었으며,  목사 지망생들과 결혼했으며 다른 몇 사람은 교회 지도자들과 결혼했

다. 

  교육받은 은이들과 교회지도자들이 결혼 당사자들을 찾기 해 우리 학교를 찾아 왔는데 우

리가 매를 허락할 수 있는 수 보다도 더 많은 요청이 쇄도했다. 그들이 가정에서의 집안 정돈

과 그들 자식들의 교육에서나 그리고 남편을 내조하는 태도에서 우리 기독교 학교 졸업생들은 



일반 보통 가정보다도 더 훨씬 모범 이었다. 

  즉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기독교 가정은 사막에 있어서의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이

들 가족으로부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나왔다. 

  이제 커다란 질문이 하나 생긴다. 즉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 와 교육과 그리고 복지 향상

을 기여하는데 훌륭한 일을 한 이 두 교육 기 을 우리는 폐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다. 그러

나 상황은 호 되었다. 마침내 정부는 인가 받을 수 있는 허가를 주었는데 이 인가는 한국 도 

활동에 있어서 수 차례에 걸친 노력의 가이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인가의 기 은 무 까다로

와서 어떤 확충된 시설이나 산이 없이는 우리의 어느 학교도 인가를 받을 수는 없었다. 

  정부는 그들의 과거 정책을 수정했으며 국에 걸쳐 한국인을 하여 보통학교, 등학교 그

리고 사범학교를 설립하고 있었으며 1925년에는 학을 개설한다고 약속했다. 

  일본인이 지은 학교는 크고 좋은 교육 자료로 정비되어 있었으며 한 정부의 인가도 받았는

데 이것은 후에 많은 의미를 한국인에게 부여했다. 

  즉 비록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과 정부 공립학교의 교육과정이 동등했지만 만일 우리의 학교가 

인가를 받아내지 못하면 이후부터는 한국인으로부터 우리들의 교육기 이 하등 수 으로 인식 

되어질 형편에 있었다. 

  이런 상황은 남학교에서는 이미 심각한 정도이며 곧 여학교도 겪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었다. 

학생들과 학부모 양측 모두는 우리에게 우리들의 학교를 정상 수 으로 끌어 올릴 것을 요구 했

다. 한 기독교  생활신념이 부족한 몇몇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자식들을 잘 정비된 정부 학

교로 보냈다. 

  부분의 한국인은 몰랐지만 우리 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즉 재 한국 교

회의 지도자들의 간 한 한 가지 소원은 그들 자식들을 우리의 도학교에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학교를 폐쇄하는 것 즉 다른 의미로 그들은 도 학교에서 정상 수 으

로 교육시키지 못하며, 우리 교회의 장래도 험에 처한다는 것이다. 

국을 휩쓰는 합리 이고 볼세비크 인 문학이라든지 유물주의 인 이방인 정부에 의해 주어지

고 으로 다른 교육시설과 함께, 우리의 훌륭한 미션학교들을 구출하는 일과 교육을 열심히 

추구하며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최선을 원하는 이 나라의 기독교 소년 소녀들을 실패없이 연

결하는 방식으로 설비를 갖추는 것은 우리들의 긴 한 의무가 되었다.

  [ 제 원 (Ellen Lavine Graham Hospital) ]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당신 병원에 얼마나 많은 침상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 지 잘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작은 수의 침상을 가지고 있는

데 왜냐하면 많은 한국인 환자들은 건물 밖에서 불을 때 따뜻해진 마루에서 잠자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즉 병원의 환자 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자 수에 따라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침상 수에 

따라서는 안된다. 즉 우리는 미국 병원에서처럼 한 쪽에 15개의 침상을 가지고 있는 큰 병동은 

여기 한국에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병원에는 자랑할만한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에는 

한국인 의사, X-ray기계, Delco plant 등이다. 

  우리 병원의 이 한국인 의사는 최고인데 그는 Dr. Wilson이 휴가차 집에 있을 때 아주 훌륭한 

일을 했다. 그는 고 진실한 기독교인이며 근면하고 정직한데 2년 에 세 란스 의 를 졸업

한후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해오고 있다. 그는 어려운 일을 포함해서 많은 훌륭한 일을 했다. 

즉 당신은 아래 통계 자료로부터 Dr. Mok씨가 지난해 했던 일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외래환자        -   617건

        약물치료        - 16,947건

        수술(국소마취)  -    98건

        수술( 신마취)  -   221건

        총 수입        -  7,800 dollar

  우리가 치료한 환자들의 주요 질환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종양 환자

들을 이곳에서는 많이 보아 왔다. 즉 간종양 그리고 신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종양 들이다. 

  의학책에 따르면 이러한 농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그들의 체온이 상승한다고 쓰여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룬 환자들에게서는 그런 경향이 없었다. 아마도 한국인들은 크고 깊은 곳에 

치한 농을 가지고 있었으며 열을 내지 않았다. 

  회충은 매우 흔한 사례 다. 

  한국인의 평균 20%가 회충을 가지고 있었으며 치료하는데 1주일이나 걸렸다. 

  오늘은 두 명의 나환자가 우리 병원의 정문으로 걸어 들어 왔다. 이것은 흔한 경우다. 정말 가

엾은 일이다.  이들 나환자들은 우리가 그들 보기를 두려워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

인다. 한 그들은 병원안이 아닌 바깥에서 보기를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 께 한 아주머니가 6개월된 아기를 데리고 진단을 받기 하여 Mr. Newland에게로 왔다. 

그 여자의 몇 가지 증상은 나환자의 증상이었으며 그녀는 자기가 그 아기와 떨어져서 나환자 병

원에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슬픔으로 가득찼다. Dr. Mok씨는 그 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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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서 확신이 안 서서 그녀로 하여  재진하기 하여 그녀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오기를 

요청했다. 그 다음날 검진 결과 그 진단은 매독으로 밝 졌다. 그 환자의 얼굴은 밝게 빛났으며 

그녀의 남편도 물이 썽했고 이들 가족은 그들의 집으로 약 한병과 그 약을 먹는 지시서와 

다시는 그런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어떤 환자들이 왔을 

때 당신이 기독교인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하지만 그는 그가 회복된 후에는 수를 믿겠으

며 교회에 나가겠다고 답한다. 그러나 이러한 답은 만일 그 환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혹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슬 게 한다. 월요일 아침 노인 환자 한 분에게 당신

은 수를 믿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 할아버지가 “ ” 하고 답하면 우리는 무나 기뻤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 사람이 “아니오” 라고 답했을 때와는 굉장히 큰 차이 이 있었다. 우리는 

성경을 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성경에 하여 설교했으며 매일 복음을 하

다. 아침 8:30～9:00 사이에 한 기도 모임이 병원 종사자와 그리고 참석할 수 있는 모든 환자들

을 하여 행해졌다.

  “오, 하루가 지나는 동안 우리 모두 선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도와 주어야 할 외로운 가슴들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는 동안 사라져 가는 피곤한 혼들이 있습니다.

  오, 세상은 한숨으로 가득차 있고, 슬픔과 울고 있는 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는 동안 쓰러진 형제들을 일어서도록 도와 주소서.”

   [제2편 주석]

 1) G. T. Brown, Mission to Korea, p. 61
 2) 의책, p. 62
 3) 의책, p.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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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책, p. 68
 5) 김수진․한인수, 한국 기독교회사 호남편.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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