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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편  성 장 기 (1919～1930)

 제 1 장  3 · 1운동과 수피아

   1.  2 · 8 만세운동과 3 · 1운동

  한일합방을 강제로 이룩한 일제는 조선을 통치하는 조선총독부를 두고, “총독이 조선을 할

한다”고 하 는데, 총독은 조선에 있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장악하고 일본 국회의 동의

조차 받지 않은 총독의 명령(制令)항을 법률로 삼아 우리 민족을 탄압하 다. 헌병 경찰제를 강

화하여 무단정치를 일삼았고 ‘경찰법 처벌 규칙’을 만들어 조선인의 모든 생활을 규제하며 통제, 

처벌하 다. 규칙 1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있다.1)

 

  ㅇ 일정한 주거 는 생업 없이 제 지방을 배회하는 자

  ㅇ 단체가입을 강청한 자

  ㅇ 함부로 다수가 집합하여 공서에 청원 는 진정한 자

  ㅇ 까닭 없이 면회를 강청, 박( 迫)의 행 를 하는 자

  ㅇ 불온한 연설을 하고 는 불온한 문서, 도화, 시가의 게시, 낭독 는 방창(放唱)을 하      

    는 자 

  ㅇ 사람을 혹시키는 유언부설(浮說) 는 허보(虛報)를 한 자

  ㅇ 경찰 서에서 특히 지시 는 명령한 사항을 반한 자

  ㅇ 출입을 지한 장소에 함부로 출입한 자

  ㅇ 선의 근처에 연을 날리거나 그밖에 선의 장해가 되는 행 를 하거나 는 하게 한 자

  이와 같이 일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제 강압하 고, 경찰서장과 헌병 장에게 범죄 즉결  

처분 권한을 주었으니, 다음과 같다. 

   ① 구류, 태형 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죄

   ② 3개월 이하의 징역 는 100원 이하의 벌 형에 해당하는 죄

   ③ 3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행정법규 반에 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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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개 경찰서장의 즉결로서 조선인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마음 로 가하게 한 것은 아무리 식

민지 치하라 해도 지나친 인권유린이다. 즉결처분 건수가 1911년에는 18,100여건이었으나 1918년

에는 무려 82,000여건이었으니 그 혹심한 인권침해를 알 수 있다.

  여기에 일제는 조선의 경제수탈을 강화하여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

는데  농가의 반이 땅을 빼앗기고 소작인이 되었다. 친일  지주 총 와 일인 지주들이 동척

(東拓)과 결탁하여 미 신고 토지나 공공토지를 차지함으로써 토지조사가 끝났을 때 자작농은 

19.7%에 불과하고 자작 겸 소작  소작농이 77.2%에 달하 으니, 땅을 잃고 빼앗긴 농민들은 

화 민이 되거나 만주로 이주 유랑하는 형편이 되었다. 한 총독부는 1911년 삼림령을 공포하

여 임야(林野)조사사업을 핑계로 국토의 73%나 되는 울창한 삼림을 남벌하고 삼림의 90%를 

일제가 수탈하 다. 한 그들은 회사령을 만들어서 조선의 민족자본 발 을 강압 으로 막았고, 

어업과 업의 발 도 강제 으로 막았다.

  이와 같이 일제는 한반도를 탄압하고 수탈하 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경제  배경 에 우리

의 자주 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의식이 발흥하여 고종 황제의 의혹  별세를 계기로 폭발하고야 

말았으니, 이것이 곧 3 · 1운동인 것이다. 

   3․1운동에 앞서 일본 도오쿄에서는 유학생들이 모여 2 · 8만세 운동을 일으킨다. 1차 세계

이 끝나자 1918년 말에는 미국 통령 슨의 민족 자결론이 국내외 지식인들에게 리 알려

졌고,  리 평화회의를 계기로 조선독립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이 높아졌다. 국내보다도 

세계정세에 빨랐던 국외에서 민족자결에 의한 독립운동이 먼  싹트고 한 먼  개된 것이

다. 조선유학생 학우회는 최팔용(崔八鏞), 송계백(宋繼白), 이종근(李琮根), 김상덕(金尙德), 최근

우(崔謹愚), 윤창석(尹昌錫), 백 수(白寬洙), 김철수, 최근우, 서 춘(徐椿), 이 수(李光洙) 등이 

주축이 되어 유학생 심의 비 결사인 조선청년 독립단을 발족시키고 이 수가 작성한 독립선

언서를 비하 다. 송계백이 이를 국내에 들여와 하며 운동자 을 조달했고 김 마리아도 

품을 제공했으며, 이 수는 국의 샹하이(上海)로 건 가 독립선언서를 문으로 만들어 자신

문에 게재  하 다. 유학생들은 2월 8일 10시 도오쿄(東京) 간다(神田)에 있는 재일 조선 

YMCA강당에 400여명이 모여 조선청년독립단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 고, 2월 24일에도 150명

이 히비야(日比谷)공원에 모여 이를 낭독함으로써 항일 독립운동의 기세를 높 다. 이로 인하여 

많은 학생이 일경에 체포되어 고 를 겪었는데, 2 · 8 독립선언은 3 · 1 운동을 선도한 항일 독립운

동이라고 그 의미를 높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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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득한 세계만국의 에 

독립을 성취하기를 선언하노라. 4천 3백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실로 세계 최고 민족

의 하나이다. 비록 국에 정삭(正朔)을 한 일은 있었으나 이는 양국 왕실의 형식  외교 계에 

불과하 고, 조선은 항상 오족의 조선이요 한번도 통일한 국가를 실(失)하고 이족의 실질 지배를 받

은  없도다.

  일본은 조선이 일본과 순치(盾齒)의 계가 유함을 자각함을 칭하여 1894년 청일 쟁의 결과로 한

국의 독립을 솔선 승인하 고 미, , 법(法), 덕(德), 아(俄)등 여러 나라도 독립을 승인할뿐더러 이

를 보 하기를 약속하 도다.  ( 략)

  오등은 구원히 고상한 문화를 유하 고 반만년간 국가생활의 경험을 유한 자라, 다년 제정치하

의 해독과 경우의 불행히 오족의 일을 치(致)하 다 할지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 로 한 민주주의

의 선진국에 범(範)을 수(隨)하여 신 국가 건설한 후에도 건국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오족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함이 유할 로 신(信)하노라. 자에 오족은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오 족에게 민족자결의 기회를 여( )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불연이면 오족은 생존을 

하여 자유의 행동을 취하여서 독립을 기성(期成)하기를 선언하노라.

<결의문>

1. 본 단은 한일병합이 오등의 자유의사로써 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오등의 생존과 발 과를   

 하여 동양의 평화를 교란하는 원인이 되는 이유에 의하여 독립을 주장한다. 

2. 본 단은 일본의회  정부에 하여 조선민족 회를 소집하여 그 결의로써 오족의 운명을 결(決)  

 할 기회를 여( )할 것을 요구한다. 

3. 본 단은 만국평화회의에 민족자결주의를 오족에게도 용할 것을 청구하며 우 목 을 달(達)키    

 하여 일본에 주재하는 각 국 공사에 하여 본 단의 의사를 각기 정부에 편달할 것을 의뢰하   

 며, 동시에 원인을 만국평화회의에 견할지며 우의원은 기히 견된 오족의 원과 일치 행동을  

 취할 것이다. 

4. 항의 요구가 거 될 시는 오족은 일본에 하여서 원히 (血戰)을 선(宣)할지며 차로 인하  

 여 생하는 참화는 오족이 그 책(責)을 임(任)치 않는다.

  와 같이 2․8독립선언문은 조선이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하여 자주독립을 해야 함을 만방에 

결연히 선포함으로써 항일 항과 자유 독립의 민족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본유학생 송계백(宋繼白)이 2․8독립선언문을 숨겨 가지고 들어와 상윤(玄相允), 최 린(崔

麟), 송진우(宋鎭禹), 최남선(崔南善)과 하면서 일본형편과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 고, 

손병희(孫秉熙) 등 천도교와 이승훈(李昇薰) 등 기독교 지도자 등이 합세하여 독립운동을 비한

다.  한편으로는 한 건(韓偉鍵)(경성의 ), 김원벽(金元壁)(연희 문), 강기덕(康基德)(보성

문), 주 익(朱翼)(보성 문), 박희도(朴熙道)(YMCA간사) 등 문학교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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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이들 청년학생들은 각계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거사하기로 하고 드

디어 3월 1일에 독립만세운동을 개하 다.

  먼  손병희, 권동진(權東鎭), 오세창(吳世昌), 최 린, 이종일(李鐘一) 등 천도교측 15명과 이승

훈, 양 백, 길선주, 박희도, 이갑성(李甲成) 등 기독교측 15명과 불교측의 한용운(韓龍雲), 백용

성(白龍成)으로 이루어진 민족 표 33인은 태화 에 모여 최남선이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

고 한독립만세를 부른 뒤 일본경찰에 연행되어 가서 고 를 당하 다.

  이때 고다공원에서는 학생과 민  심의 독립선언서 낭독이 진행되었는데, 주로 등학교 

남녀학생들과 문학생이 참석하 고, 정재용(鄭在鎔)(경신학교 졸업)이 선언서를 낭독한 후 태

극기를 들고 한 독립 만세를 불 다.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가두시 에 나섰는데 한 패는 공

원에서 무교동을 거쳐 한문 앞에 이르러 독립만세를 외쳤고,  한 패는 남 문 역과 정동 이

화학당을 거쳐 한문 앞, 화문, 서 문, 본정통을 지나면서 시 를 벌이다가 일본 군경과 충

돌하여 부상자를 내었다. 학생들은 3월 5일에 서울 역 장에서 2차 독립운동 시 를 벌 는데 

한 건, 강기덕, 김원벽이 주동한 이 집회에는 학생과 일반인 사, 오천 명이나 모 으며, 한 패는 

남 문을 거쳐 종로 네 거리 보신각에 이르 고,  한 패는 태평로, 한문을 거쳐 종로 보신각

에 합류했다. 학생들은 시민들에게 민족자결주의와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연설을 계속했으나 군

경에 의해 강제 해산 당했다.

  그런데 학생들과 시민들에 의한 이 3 ·1운동은 국 방방곡곡에 퍼져서 독립만세운동이 이어졌

고 거의 일년동안 만세시 가 계속되었다. 처음에 시 는 평화 인 방법으로 시작되었으나 일제

가 무력으로 이를 탄압함으로써 마침내 폭동화 되기도 했는데, 따라서 희생도 컸다. 약 200만 명

으로 추산되는 시  참가자  공식 집계만으로도 7,500여 명이 피살되었고, 4만 6천여 명이 피

검되었고 1만 6천여 명이 부상당했다. 한 49처의 교회와 학교, 715호의 민가가 소실되었다. 이

에 비해 일본측은 8명의 헌이 피살되고 158명이 부상당했으며 면사무소, 헌병 , 경찰 서 등 

278개소의 건물이 불탔다. 농민들의 비무장 시 에 한 정규 일본군의 무차별 사격과 야만 인 

고문은 식민지 통치사상 유례없는 학정이었다.2)

  그 에서도 무고한 주민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불을 질러 몰살시킨 수원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은 일본군의 표  만행으로서, 세계 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화학교 학생 유 순(柳寬

)의 이야기인데, 그는 고향인 충남 병천(並川)에 내려가 만세운동을 선도하다가 체포되어 7년

형을 받았으나 감방에서 계속 만세를 부르다가 참혹한 고문으로 인하여 17세의 어린 몸으로 옥

사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엄청난 희생을 치룬 3 ·1운동은 한국민의 자유독립을 염원하는 민족의

식을 안으로 다짐하고 국제 으로 리 선양하는 역사  사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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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야 

인류평등의 의를 극명(克明)하며, 차로써 자손만 에 고(誥)하야 민족자존의 정권(正權)을 유(永

有)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 를 장(仗)하야 차를 선언함이며 이천만 민 의 성충(誠忠)을 합하

야 차를 포명(佈明)함이며, 민족의 항구 여일한 자유 발 을 하야 차를 주장함이며, 인류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기운(大機運)에 순응 병진하기 하야 차를 제기함이니, 시(是)ㅣ 천의 

명명(明命)이며 시 의 세이며 인류 공존 동생권(同生權)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 하물이든지 

차를 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 략)

  아아, 신천지가 안 에 개되도다. 력의 시 가 거하고 도의의 시 가 내하도다. 과거 세계에 

연마 장양(長養)된 인도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 을 인류역사에 투사하기 시(始)하도다. 신

춘이 세계에 내하여 만물의 회소(回 )를 최 하는도다. 동빙(凍氷) 한설에 호흡을 폐칩한 것이 피일

시의 세ㅣ라 하면 화풍 난양(暖陽)에 기맥을 진서(振舒))함은 차일시의 세ㅣ니 천지의 복운(福運)에 

제하고 세계의 변조를 승한 오인은 아모 주 할 것 없으며 아모 기탄할 것 없도다. 아의 고유한 자

유권을 호 하여 생왕(生旺)의 낙을 포향(飽享)할 것이며 아의 자족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춘만(春滿)

만한 계에 민족  정화를 결뉴(結紐)할지로다. 오등이 자에 분기하도다. 양심이 아와 동존(同存)하

며 진리가 아와 병진하는도다.

  남녀노소 없이 음울한 고소(古巢)로서 활발히 기래하여 만휘군상으로 더부러 흔쾌한 기운이 오등

을 외호하나니, 착수가 곧 성공이라. 다만 두의 명으로 맥진할 따름인 .

               <공약 3장>

   1. 일 오인의 차거는 정의, 인도, 생존, 존 ( 榮)을 하는 민족  요구이니, 오즉 자유  정신  

    을 발휘할 것이오 결코 배타  감정으로 일주(逸走)하지 말라.

   1.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1.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 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  어데까지든지 명 정 하  

    게 하라.

  에서 보듯이 2 · 8선언은 투쟁  민족주의임에 비하여 3 · 1선언은 보다 윤리  민족주의이고, 

자가 조선과 일본을 립시켜 문제를 논함에 비하여 후자는 조선문제를 일본과 립시켜 표

하지 않았으며, 2 · 8선언은 일본에 해  입장에서 선언을 했으나 3 · 1선언은 인도와 호소

의 형식을 취하 을 뿐이다. 2 · 8선언은 독립선언으로서 민족자결이라는 뚜렷한 목 의식이 나타

나 있으나 3 · 1선언은 세계 세에 따라 민족의 독립을 호소하 으며, 끝으로 2 · 8선언은 첫머리

와 결론에 “독립을 성취하기를 선언하노라.”하여 투쟁의 강령임에 비하여 3 · 1선언은 윤리강령에 

가깝다는 차이를 보인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독립선언서는 일제에 항거하여 자주 독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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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조선민족의 장 이라 하겠다. 

   2. 주의 3·1운동

  우리 나라에서는 교회가 신문화 운동의 요람이요 온상이었던 것처럼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근거지이기도 했으니 주의 경우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1919년의 3·1운동 때에는 천

도교도와 더불어 그 주축을 이룬 것이 기독교 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독립운동 참여도는 매우 

컸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때 주 출신으로서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던 최원순(崔元淳)이라든지 

정 호(鄭光好)는 고향에 돌아 올 때마다 민족 계몽에 힘쓰고 강연회를 개최하 으며, 일본 동경 

YMCA에서 있었던 2·8독립선언 운동에 참가한 정 호는 이 수(李光洙)의 안으로 만들어진 

2·8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국함으로써 3·1운동의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19년 3·1운동이 

서울에서 터지자 곧 지방에까지 되어 드디어 주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으니, 『 주시

사』(光州 史)에는 3월10일의 주만세운동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4)

  주는 본시 애국심이 강한 곳으로 일 이 임진왜란 때는 제  고경명이 그의 두 아들 종후․인

후와 함께 국에서 제일 먼  의병을 일으켰고, 당시의 목사로 와 있던 권율 장군이 역시 주에서 

의병장이 되었으며, 김덕홍․김덕령 형제 한 주 태생 의병장이다.  구한말의 호남의병 가운데

는 양진여․양상기 부자를 비롯하여 김원국, 신덕균 등의 의병장들이 다 주 출신이다.  3․1독

립운동을 진시켰던 동경 유학생의 2․8선언을 제일 먼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 정 호( 주), 김

(나주) 두 사람이었다는 것, 주 학생독립운동을 일으킨 일들을 생각하면 주는 확실히 애국

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 때문에 3․1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이 부터 이미 주청년들은 민족의식을 갖게 되어 지

의 십자병원 후문 맞은 편의 정락교 집에 ‘신문잡지종람소’란 간 을 붙이고, 집주인의 아들인 정

상호, 주보통학교 학생이었던 김복수, 서울 유학생이었던 박팔 , 주농업학교에 재학 이던 김용

규, 한길상, 최한  그리고 강석 , 김태열, 강생기 등 10여명이 모여 신문과 잡지를 윤독하고 우리 

나라 역사 공부도 하 으며, 때로는 고명한 인사들을 빙하여 세계정세에 한 강연도 들었다. 

  이러한 모임이 한 1년 계속되는 동안 일경의 주목을 끌게 되었으나 이를 해산시킬 법 인 근거가 

없었으므로 가주인 정낙교를 못살게 굴어 결국 이들을 쫓아내게 하 다. 하는 수 없이 몰려난 그들

은 지 의 충장로 4가 부래옥 백화  자리에 있었던 한옥에 ‘삼합양조장’이란 간 을 붙이고, 낮에는 

술을 마시며 노는 체하면서 밤으로는 종 에 하던 일을 계속하 다. 

  그러던  일본 동경에 유학 이던 주 출신의 최원순, 정 호, 이이규 등을 통해 일본 요코하

마에서 발행된 자 통신이 손에 들어와 독일의 패 과 슨 미 통령의 민족자결주의를 알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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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에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었다. 

  그 때 마침 주학생으로 동경에 유학 이던 정 호가 이 수의 안으로 된 ‘한국청년독립단’의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귀향하 다. 그는 서울에서 최남선 등 지사들을 찾아가 동경의 2․8독립선언과 

때를 같이 하여 국내에서도 거사해  것을 바랬으나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하여 서울에서 유학 

이던 박일구, 최정두, 김범수 등과 의논하여 주에서 만이라도 거사를 하려고 등사 을 사서 가마니 

속에 넣어 가지고 내려 왔다. 최한 , 김복수 등이 이에 찬성하고 거사 비에 착수하 는데 주에

서 등사를 하다가는 일경에 발각될 우려가 있어 박일구의 처가인 장성군 삼계면으로 옮겨 등사하기 

시작하 다.

  이를 한참 등사하는 에 서울에서 연락이 오기를 지  3․1운동을 비 에 있으니 거족 인 운

동을 잘못 하다가는 그르치기 쉬우니 일을 잠시 지하고 동일 보조를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

여 박일구, 최정두 등 비 멤버들이 모여 상의한 결과 서울과 보조를 같이하기로 하고 인쇄물을 

주 사동에 있는 최한 의 집으로 옮겨 숨겨 놓았다. 

  1919년 2월 하순께, 서울에 가 있던 김필수 목사가 3․1독립운동 비측으로부터 주거사에 한 

을 받고 주에 내려와 최흥종 장로와 김 철(본명 복 ) 등을 만나 의논하고 올라갔고, 최흥종 

장로와 김철도 즉시 상경하여 인산이 진행되는 동안 담양 출신으로 일본유학생이었던 국기열의 주

선으로 청량리 근처의 산기슭에서 주 출신 유학생 김범수 등 몇몇 청년들이 모여 3․1운동 주

거사를 의한 결과 최흥종 장로와 김 철 두 사람에게 인 책임을 맡기도록 하 다. 그러나 최흥

종 장로는 서울의 3․1운동을 보고 참을 수 없어 뛰어들다가 체포 구 되고, 김 철 혼자만 3월 5일 

주로 내려왔다. 

  바로 그날 밤 주면 양림동에 있는 동교회의 남궁  목사 집에는 김 철을 시하여 숭일학교 

교사인 김 강, 최병 , 삼합양조장 멤버인 황상호, 강석 , 최한 , 한길상, 최 균, 김용규, 최정두, 

서정희, 교인 김 렬, 홍승애 등이 모여 주거사에 한 비를 의논하고 각기 담당 부서를 결정하

다. 그날 밤 결정된 사항을 보면, 거사일은 3월 8일 (음력 2월 7일) 주 큰 장날을 기하여 학생, 

시민 총동원으로 만세운동을 크게 벌이기로 하 으며, 다음과 같이 책임 분담을 하 다. 

  선언서, 태극기 비  최한

  일반시민 동원        서정희

  기독교인 동원        김  강 

  수피아여학교생 동원  홍승애

  숭일 학교학생 동원  최병

  기타 학교학생 동원   김태열, 최 균, 김용규

  이리하여 제각기 맡은 일을 정열 으로 추진했다. 특히 선언서와 태극기의 비를 맡은 최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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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두, 한길상, 김용규, 범윤두 등과 함께 자기 집 방문을 이불로 가려 놓고 밤낮 없이 작업을 진행

시켰다. 그들은 선언서와 태극기 뿐만 아니라경고 아 2천만 동포라는 격문  애국가, 독립운동

가 등도 같이 인쇄하 다. 

  그러나 3월 8일까지는 각자의 비나 연락에 부족한 이 많아 기일을 3월 10일 작은 장날 오후 3

시로 연기하고 한가지도 빠짐없이 비를 진행하 다. 

  거사 정일인 10일 날까지 꼬박 사흘을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비한 선언서, 태

극기, 애국가 등은  날에 삼계면에서 인쇄한 것까지 합하여 자그마치 6가마에 달했다.

  그 당시의 작은 장은 지 의 부동교  하천변이었다. 거사일인 10일 오후 2시께 양림동 쪽에서 

기독교인과 숭일,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주천을 타고 장터를 향하여 내려오고 일반시민은 서문통

으로, 농업학교 학생과 시민들은 북문통을 거쳐 삽시간에 천여 군 이 운집하 다. 

  여기서 주동인사들은 미리 지팡이처럼 보이게 가지고 왔던 막 기에 형 태극기를 달고 휘두르

면서  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규하니 1천여의 군 들도 감격에 넘쳐 하늘이 찢어질 듯 

소리 높이 외쳤다. 여기에 장군과 장사하는 사람들까지 한데 뭉쳤다. 이러한 민 의 호응으로 주동

인사들은 물론 군 들도 사기충천하 으며,

  

  “터졌구나 터졌구나 조선독립성

   10년을 참고 참아 이제 터졌네.”

  라는 육당 최남선이 지은독립운동의 노래를 목이 터져라 부르며 시  행렬은 서문을 지나고 

우체국 앞을 돌아 충장로로 내려가서 지 의 충장로 출소 앞에서 남로로 들어섰다.  구 법원 

앞을 지나 지 의 앙 다실 자리에 있었던 주경찰서 앞에 몰려들었다.

  이러한 시  행렬에 일본경찰은 총을 맨 채 그  따라다닐 뿐 감히 손을 지 못하다가 군 이 

우체국 앞에 이르 을 때 어마어마하게 무장한 기마 헌병 가 출동되어 주동인사를 체포하기 시작

하 다. 그때 군 들이 ‘우리가 자진해서 경찰서로 가겠다’하고 외치며 경찰서 앞마당으로 몰려 들어

가며 더욱 맹렬한 세로 독립만세를 부르짖었다. 

  이때부터 의 경찰헌병은 으로 동원되었고, 폭발 으로 들었다. 총검을 미친 듯 휘두르

며 구타와 폭행을 자행하 다. 노인이나 나이 어린 학생들을 가리지 않고 마구 때리고 치고 했다. 

삽시간에 경찰서 앞마당에는 피가 벌겋게 물들었고, 그 자리에서 구 을 당한 사람이 100여명이었다. 

  그러나 만세운동은 다음 날인 11일에도 일어났다. 이날 오후 5시께 숭일학교 학생과 농업학교학생

이 선두가 되어 3백 명 가량의 군 이 열을 지어 만세를 부르며 시내를 돌면서 시  행렬을 했다. 

그리고  13일 큰 장날은 장군들을 포함한 약 1천 명의 군 이 목이 터져라 한독립만세를 불

고, 그  일부는 시 행진도 하 다. 그러나 미리부터 이에 비하여 배치해 두었던 헌병, 경찰에 의

하여 11일에는 23명이 구속되었고, 13일에는 20명이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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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운동으로 인하여 구속당한 애국지사들은 비인도  냉 와 고문을 당하고 재 에 회부되었다. 

  당시의 법  처벌의 규정을 보면, 출 법 반이 징역 3년, 보안법 반이 징역 2년으로 되어 있

었기 때문에 주감옥에 수감 이던 10여명은 보안법으로만 형을 받기 하여 독립선언서 등 인쇄

는 주에서 인쇄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모두 가져온 것이라고 했으나 결국은 드러나고 말았다. 

그때의 인쇄물 용지는 시내 일본인 상 에서만 팔던 반지를 여러 상 에서 골고루 나 어 사왔지만 

불과 4일 동안에 약 10만 장을 사왔기 때문에 시내 일본인 상 의 종이를 부 거두어 온 셈이 

되어 들통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거의 반년이 지난 뒤 공 이 시작되었는데 일본인 검사 굴강이란 자가 논고를 하면서

  “국헌을 교란시긴 죄는 사형에 처해 마땅하나 히 다스리겠다.”고 하자, 주운동의 책임자 던 

김철은, 

  “이번 운동의 책임자는 나다. 내 지시에 따른 학생들은 그냥 내보내라. 그리고 내 이름은 김 철이

다. 쇠는 불에 달구고 두둘길수록 더욱 단단해진다. 얼마든 해 보라.”하고, 이번 주운동은 으로 

자기 한 사람에게 죄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 다. 

  그리고 김 철, 서정희, 이달근, 변순기, 정두범, 송기호, 김성민 등은 서울의 고등법원에 까지 상고 

항쟁했지만 역시 기각 당하고 옥살이를 강요당했다. 

  주지방법원의 형 언도는 다음과 같다. 이는 원 구 복심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주지방법원의 형 언도로 확정되어 원이 옥고를 겪었다. 

  징역 3년 = 김 철, 정 호, 범윤두, 김용규, 한길상, 최정두, 박일구, 김윤호, 이창호,

            김태열, 김범수, 강석 , 최병 , 김 강, 최한

  징역 2년 = 김정수, 송기호, 황상호, 정두범, 노천묵, 김철주, 송흥진, 조보근

  징역 1년 = 박애순, 진신애, 송 춘( 구감옥에서 옥사)

  징역 8월 = 김화순, 윤순임, 이옥희, 박 자, 최경동

  징역 6월 = 이나 , 이태옥, 김덕순

  무    죄 = 홍승애, 황오

와 같이 3·1 독립 운동에 극 참여하여 옥고를 치룬 애국인사가 많았으며, 그들의 거의가 

북문안교회 교인임을 보아 당시 교회가 혼 구제에만 그치지 않고 민족의 간 한 소망을 이루

는데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앞장섰음을 증거해 주고 있다.

그 에서도 김 강(金 剛), 최병 (崔丙俊)은 당시 숭일학교 교사로서 철 한 신앙인이요 민족

주의자로서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분들인데, 3·1운동 후 옥 에 있을 때 장로로 피택되

었다. 그들의 장로 장립 기록은 찾지 못했으나 1921-1923년의 노회록을 참조하면, 그 들이 출옥

한 후 1921년과 1922년에 장립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두 장로는 1924년 양림교회를 분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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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김창국 목사와 함께 양림교회로 옮겨갔다.     

황상호(黃尙鎬)는5) 제 병원의 경리 직원으로서 남문교회 장로로 오랫동안 당회 서기로 사

하다가 후에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된 분이다. 3·1 만세운동 때 그는 독립 운동을 속화(永續

化) 시키기 하여 황송우(黃松友)라는 가명으로 지하 신문인 「조선독립 주신문(朝鮮獨立光州

新聞)」을 등사 으로 어 만들어 비 리에 살포하 다. 이것은 당시 서울에서 윤익선(尹益善)

의 명의로 발행되었던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을 받아 보고 생각해 낸 것으로 제 병원

의 약제사 홍덕주(洪德周), 장호조(張鎬祚)씨 등의 조를 얻어 제 4호까지 발행하 다. 제 1호는 

1919년 3월 11일자로 발행하여 그 날 있었던 주만세운동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크

기는 9 지(시험지) 두 장에 한 면 씩 는 앞뒷면에 등사한 것으로 첫 면에는 서울에서 온 「

조선독립신문」 기사 내용을 간추려 쓰고  한 면에는 주의 상황을 실었다

여기 참고로 제 1호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 면에는 ; 

  1. 지난 3월 1일에 손병희 등 33인의 민족 표들이 들끓는 만세 소리 속에 폭악한 일본 통감  

       부에 체포되면서 “우리들은 조선을 하여 희생되어야 한다. 우리들 동지는 독립운동을 속  

       하여 최후의 1인까지 오인(吾人)의 목 을 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동지들에게 부탁한다.”

  2. 이태왕 하는 이번 강화회의에 보내기로 된 조일합병(朝日合倂)은 조선인의 의사에 의한 것  

       으로서 조선인은 일본정부에 열복(기쁘게 굴복)하고 있다는 이완용 외 수명이 작성한 신빙서  

       에 서명을 거 하 기 때문에 그들의 사주를 받은 궁녀에게 독살되시었다.

3. 미국 통령 슨이 성명한 13개 조(條)는 민족자결의 소리를 일세 (一世)에 진동  하여   

       란(폴랜드) 등 12국을 독립시켰다. 재외(在外)의 우리 동포들은 이 기회를 타서 국권의 회복  

       을 히 부르짖고 있지만 국내의 동포가 안연히 있기 때문에 그 목 을 달하지 못하는 것이  

       다. 오인(吾人)은 이 때에 마땅히 결속해서 궐기하여야 한다.

4. 조선이 일본과 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밤낮으로 동화주의를 주입하고 있는 들의 립여  

       학교(官立女學校) 생도가 다른 자매들을 표해서 독립운동에 참가한 것을 보아도 명료한 일  

       이다.                                        (이하 생략)

 둘째 면은 그 부를 여기 옮긴다.

                       朝鮮獨立光州新聞  第 1 號    社長 黃松友

                       조선개국 사천이백오십이년 삼월 십일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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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에 참 빛이라. 주라는 빛 자가 이제야 참말 빛이 되었구나 지나간 삼월 십일 오후 세시 

반에 조선 독립 단체 학생과 청년들이, 한 단체는 양림에서 한 단체는 주교 아래서, 한 단체는 북

문 밖에서 시작하야 십 년 동안 감 던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선언서를 하

면서 양림 단체는 시장을 횡과(橫過)하야 주교 아래 모여들어 두 단체가 상합하여 활활발발히 뛰

노면서 조선 독립 만세를 제창하니 바다이 끓고 산이 동했네.

  이에 양단체가 시장을 지나 성 을 향하여 풍우같이 달려드니 인산인해 이 아닌가 선머리(先頭)는 

숭일학교 학생단과 청년단이며 뒤에는 수피아 학생단이며 북문통으로 들어오는 것은 농학생 단체라 

우편국 앞 네거리에 여러 단체가 폭주하여 우 차게 부르는 형제의 만세성은 산천을 진동하니 목 

군생지물(群生之物)이라도 조선 강토에서 자랐으면 감흥을 받은 듯하며 연연한 목소리로 거품을 입

에 물고, 피가 끓게 부르는 자매의 만세성은 애원성이 완연하다. 이 소리를 듣고 참상을 보는 목석

이 아닌 우리 남녀 동포는 철석 간장을 가진 자라도 한 움의 물을 치 못하겠거던 하물며 자비

의 심(心)이 많이 있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천우신조 아니할까.

  설상에 가상으로 무도한 상민배가 무슨 악한 심정으로 헌도 치지 않는 양과 같은 나의 형제도 

치려니와 그 에 연연한 나의 자매 유 이 낭자토록 뭉치 들고 때릴 에 곁에 서서 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가슴이 서늘하고 앞이 캄캄하여 맘이 조하는 에 별별 생각 다 나지만 나의 할

일 생각하고 참고서서 묵묵히 바라보니 이내 마음 어 할고 남녀를 물론하고 다수히 체포되니 일편

으로는 슬픔이나 일편으로는 기쁘도다. 이 왔네. 이 왔네. 삼천리 한반도에 온화한 이 왔네. 

이천만의 무궁화는 이제야 살았고나 형제 자매 걱정마시오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약자를 강 하고 

빈자를 부 한다 하 으니 이 말 을 믿고 빛으로 나갈진 .

  △역지사지 ; 만세성이 필한 후에 이리 리 다녀보니 일인들은 나를 보고 쓸데없이 조소하네. 생

각 없는 조소자여 나를 보고 웃지 말고 역지사지(易之思之) 하여 보소.

  △ 조선 혼이 있는 순사 ; 나의 사랑 형제 자매 만세를 부르면서 이곳 곳 다닐 에 사랑하는 

순사(巡査) 형제, 수십 인의 생명을 인하여 따라는 다닐지언정 체포는 하지 못한 두 순사 ＯＯＯＯ

ＯＯＯＯＯ[*] 나의 사랑 조선순사.

                                                  (독립기념  소장)

그밖에 김철주(金鐵柱), 주형옥(朱亨玉) 등도 당시에 북문안교회 다니는 숭일학교 학생으로 

주 만세 운동에 참가하여 옥고를 치룬 분들로서 두 분 다 후에 교회 장로로 시무하 다. 재  

기록에 따르면 이 분들도 최병  선생에게서 받은 독립 선언서 150장 정도를 숭일학생들과 농업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거사 당일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도록 여러 곳에 연락하는 일들을 맡아 하

다.

  거사 당일에는 독립선언서 뿐 아니라 단도 뿌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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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告 我 二千萬 同胞

지 이야말로 各 民族은 强國의 羈絆을 벗어나 世界 各國 平等의 地位에 설 수 있는 機運을 

向하 다. 機 는 두 번 오지 않는다. 우리 同胞는 모름지기 束縛의 을 끊고 大의 決心으로 

獨立의 旗발 아래 오라.

束縛의 生보다도 自由의 죽음을 擇하라 우리 同胞는 奮起하라. 覺悟하라.

                                       (독립기념  소장)

 이 일로 김철주씨는 10개월, 주형옥씨는 6개월의 징역을 살았고, 각각 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 후 김철주씨는 장로로, 의사로, 국회의원으로 사하 고 지 은  국립묘지에 안장 되어

있다. 주형옥씨는 학교 교장으로, 장로로, 목사로 사하다가 94세까지 장수하다가 1993년에 별

세하여 주에 묻혔다. 

   3.  3·1운동과 수피아

  1919년 2월 순경 김 마리아 (1910년경 수피아 교사 재직, 여성 독립 운동가)가 수피아에 들

러서 당시 교사로 있던 언니 김함나에게 2․8 독립 선언서를 해주었고, 교사 박애순(朴愛 )이 

만국강화회의 상황과 매일신보에 실린 독립운동에 한 기사를 읽어 주고,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일러주어 수피아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불씨를 당겼다. 

1919년 3월 1일 거족 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 3․1 운동의 기운이 국 으로 퍼져 가고 

있을 때 그 움직임이 주에까지 려 온 것은 3월 6일이었다. 그날 밤 주 양림동 남궁  목

사의 집에서 숭일학교 교사 최병진을 비롯 수피아 여학교 교사 박애순, 진신애 등 12명이 모여 

주에서의 독립운동 계획을 세웠고 거사일을 3월 10일로 결정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일을 분

담하는 등 세부  계획을 세웠고 수피아에서는 박애순 선생이 학생을 동원시키고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등의 책임을 맡기로 하 다. 

  한편 수피아여학교 교사 박애순은 3월 3일경에 수피아 학생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시키기 

하여 매일신보의 기사를 읽어주고 “만국 강화회의에 있어서 우리 나라도 독립이 승인되었음으로 

각지에 독립운동이 개되고 있으니 우리들도 이 운동을 벌여 한독립만세를 불러야 된다”고 

말함으로써 학생들의 피끓는 애국심을 불타게 하는 동시에 교생의 극 인 호응을 받았다.

  학생들은 몽매에도 잊지 못하던 우리 나라의 독립이 이제 앞에 다가왔다고 믿고 이 기회야 

말로 나라를 하여 몸을 바칠 때가 도달하 다는 생각으로 모두들 각오를 새롭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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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9일 밤 숭일학교 교사 최병 은 양림 오 원기념각에서 수피아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 는

데 그 내용은 략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는 일생을 희생하여 계 제도를 타 하고 자유를 하여 헌신하 습니다. 신도가 

된 우리들은 어떠한 장해라도 이를 배제하고 이 목 수행에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

다.”

  한편 최병 은 송흥진과 두 사람이 숭일 학생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학생들의 분발을 

구하 다.

  “서울 기타 각지에서는 벌써 독립운동을 개시하 는데 이곳 주에 있어서만 이것을 좌시한다

면 후일에 동지들의 조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도 마땅히 이곳 주에 있어서도 독립운동

을 시작하여야 된다.”

  그리고 최병 은 결행 당일 학생 에서 몇 명을 골라 학생 한 사람에게 약 20매씩 독립선언

서 등을 배부하 고 박애순은 그날 김 강에게서 받은 독립선언서 약 50매를 수피아여학생들에게 

분배하 다.

  주에서 독립운동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수피아 학생들은 기숙사 상 생들인 홍순남, 

박 자, 최경애, 양태원 등이 주축이 되어 기숙사 지하실에서 밤 12시가 넘은 뒤 몰래 태극기를 

만들었는데 태극기의 재료는 고종황제 인산날 입었던 치마를 뜯어 한 사람이 10개씩 만들었다. 

드디어, 3월 10일 주의 작은 장날 독립 만세의 함성이 터졌다. 거사날 아침, 박애순 교사는 홍

순남, 박 자에게 독립선언서 50부를 나 어 주고 오후 2시까지 부동교(不動橋)  큰 시장으로 

모이도록 하 다. 그 곳에서 오후 3시 30분에 일반 시민, 숭일학교, 농업학교 학생들과 합세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했다. 마다 가슴에 태극기를 품은 수피아 여학생들이 양림동 쪽에서 

주 천변으로 뛰어 내려와 장날이라 모인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꺼내주며 만세를 부르자고 부르

짖었다. 일반 시민, 학생 등 1천명 가량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태극기를 흔들며 서문통

(  우체국 앞에서 황 동 가는 길목) 충장로 출소, 남로 구 법원에서 다시 우체국 앞으로 

시 를 계속하다 주경찰서 마당으로 들어서서 더욱 맹렬히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왜경들이 

총 로 군 들을 마구 후려칠 때 수피아 학생들은 검정 통치마를 둘러쓰고 태극기를 흔들며 목

이 터져라 만세를 불 다. 왜경들이남들은 종이 태극기인데 네년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베로 

태극기를 만들었느냐. 서양 놈들에게 돈을 받았느냐며 수피아 학생들에게 욕을 했다.

  주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일경에 체포되어 고 를 당하고 재 에 회부

되어, 김 철, 정 호, 최병 , 김 강, 최한 , 정상호, 주형옥, 김철주 등 만세운동을 선도했던 지

도자들이 징역언도를 받았다.



- 15 -

  수피아 교사와 학생들 에 16세 이상 23명은 구속 기소되어 공  결과 4월 30일에 다음과 같

이 언도되었다.

                         박 애 순 (朴愛 , 23세) 선생    징 역 1년  6월

       진 신 애 (陳信愛, 20세) 선생    징 역     10월

                홍  순  남                     징 역      8월

       박    자                     징 역      8월

       최  경  애                     징 역      8월(2년간 집행유 )

       양  태  원                     징 역      8월(2년간 집행유 )

       김  필  호                     징 역      4월

       임  진  실                     징 역      4월

       고  연  홍                     징 역      4월(2년간 집행유 )

       박  성  순                     징 역      4월

       이  태  옥                     징 역      4월

       김  양  순                     징 역      4월(2년간 집행유 )

       양  순  희                     징 역      4월

       윤    여                     징 역      4월

       김  덕  순                     징 역      4월

       조  옥  희                     징 역      4월

       이                         징 역      4월(2년간 집행유 )

                하    자                     징 역      4월

       강  화  선                     징 역      4월(2년간 집행유 )

                이  나                       징 역      4월(2년간 집행유 )

       김  안  순                     징 역      4월(수피아출신 간호부)

       최  수  향                     징 역      4월(2년간 집행유 )

              홍  승  애                     무 죄

  그 에서 박애순는 3․1운동 당시 북문안교회 교인으로서 수피아여학교 교사이었다. 그는 목

포에서 정명여학교 보통과를 졸업(제1회, 1911년)하고 주에 와서 수피아여학교 고등과(지 의 

학교, 1915년 3월, 제1회 졸업)를 거쳐 서울에서 사범교육을 마치고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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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는 애국심이 뛰어난 분으로서 학생들에게 자주독립의 당 성을 강조했으며 주의 3·1운동 

때는 수피아 학생의 동원과 지도를 책임지었던 애국지사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독립 운동의 

령을 가지고 내려온 김철(金鐵=金福鉉)과 숭일학교 교사인 김 강, 최병  등과 함께 3월 10일에 

있을 주 독립만세운동의 계획을 세웠고,이 거사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독립 사상을 고취하기 

하여 매일신보의 기사를 읽어 주고 만국강화회의에서 조선도 독립이 승인되었으므로 각지에

서 독립운동이 개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운동을 개시하여 조선독립만세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하 다. 최경애, 최태원 등 큰 학생들을 골라 기숙사에서 비 리에 수많은 태극

기를 만들었고 거사 당일에는 학생들의 선두에 서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시민들에 나 어주

며 소리 높이 독립 만세를 부르며 시 를 주도하 다.  

  그는 체포되어 가진 혹독한 심문을 받으면서도 조 도 흐트러짐 없이 당당한 모습이었다. 재

석에서 “나는 독립을 실히 희망하 기 때문에 그 운동에 참가하 다” ( 결문 에서)라고 

말했으며 자신이 주모자임을 시인하여 1년 6개월의 징역 언도를 받았다. 이 공 에서는 가장 긴 

징역이었으나 그는 떳떳하게 복역  잔여 기간 6개월을 남겨 놓고 모범수로 석방되었다. 그는 

옥 에서 매일 조국의 복을 하여 간 한 기도를 드렸고 성경책이 닳도록 읽었다. 그 성경책

이 지  독립기념 에 시되어 있다.

  재학 시 의 성 은 아주 우수하 으며 계속 공부를 더 하려고 미국 유학까지 계획하 으나 

사상범으로 낙인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할 수 없이 사회생활을 그만두고 경남 양산군 

원동면 깊은 산골에 출가하여 시부모 모시고 시골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큰딸이 세 살 되던 1924년에 서울로 나와 살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안동교회(서울 종로

구 안국동 27번지)에 나가게 되었다.1937년 1월 16일에 남편이 별세한 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시골로 내려가지 못하고 서울에서 어려운 생활을 감내하며 살 수 밖에 없었다.그러던  1943년

부터 안동 교회의 도사로 사하시며 해방과 6·25등 숨막히는 격동 속에서도 열심히 사하

다. 1955년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팔을 못 쓰게 되었으나 14년을 더 살다가 1969년 6월 12일에 

74세를 일기로 조용히 을 감았다. 그는 해방된 후에도 자기의 공을 내 세운 일이 없었고 다만 

교회 도사로서 묵묵히 일하다가 일생을 마친 분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훨씬 후에서야 독립 

유공자로 통령 표창장(1986. 12. 16)을 추서 받게 되었다. 수피아에서는 3‧1운동 당시에 교생

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23명이 옥고를 치른 항일 항의 역사를 기리기 하여 ‘수피아

강당’(1994) 앞에 ‘3‧1만세운동기념동상(1995)‘을 건립하 다. (뒤에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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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주지방법원 결문 

     大正八年 刑 第 五五八 號  

                     判           決

    全羅南道 木浦府 陽洞

    同道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住   彼亞女學校 敎師

                           朴    愛       二十三年

    平安南道 成川郡 崇仁面 昌仁里

    全羅南道 光州郡 光州面 西光山町 朴春道方 住 按摩業

                           李    達    根   二十七年 

    全羅南道 光州郡 光州面 奇屋町

    同道 同郡 孝泉面 校社里 住 農 

                           崔    暎    均    二十年

    京城府 三淸洞

    光州農業學校 寄宿  住  生徒

                           李    東    運   二十四年 

    全羅南道 莞島郡 所安面 榧子里

    光州農業學校 寄宿  住  生徒

                           宋    琪    浩   二十年

    同道 羅州郡 平洞面 連山里

    光州農業學校 寄宿  住   生徒

                           金    丁    洙   二十一年

    同道 光州郡 本村面

    光州 農業學校 寄宿  住   生徒

                           丁    炳    沼    二十二年 

    同道 莞島郡 莞島面 長沙里

    光州 農業學校 寄宿  住   生徒

                           黃    五    峰    十九年 

    全羅北道 淳昌郡 双置面 金坪里  農

                           宋    光    春    二十三年

    全羅南道 麗水郡 南面 牛熇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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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道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鄭    斗    凡    二十一年 

    同道 同郡 光州面 錦町   生徒

                           金    鐵    柱    十九年

    同道 羅州郡 潘南面 大安里

    同道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金    聖    敏    二十年 

    同道 長 郡 有治面 鶴松里

    同道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金    禎    洙    二十一年

    同道 光陽郡 多鴨面 新院里  

    同道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住   彼亞女學校 敎師

                           陳    信    愛    二十年

    同道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生徒  

                           洪    承    愛    十八年     

    慶尙南道 河東郡 河東面 邑內里

    全羅南道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洪        南    十六年

    全羅南道 天郡 天面 玉川里

    同道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朴    永    子    十九年  

    同道 潭陽郡 水北面 珠坪里

    同道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崔    敬    愛    十七年

    慶尙北道 慶州郡 內南面 德川里

    全羅南道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楊    泰    元    十六年

    全羅南道 光州郡 光州面 錦町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濟衆院 書記      

                           崔    敬    東    十八年                 

    同道 和 郡 外南面 沙坪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濟衆院 看護人                          

                           金    今    石    二十八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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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道 康津郡 高勳面 白楊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看護婦

                           金    華        二十六年

    同道 麗水郡 栗村面 稠木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傭人

                           金        培    二十年 

    同道 同郡 光州面 北門通   鍛冶職

                           曺    公    贊    四十年

    同道 濟州島 濟州面 中門里

    同道 光州郡 光州面 北門通 住

                           朴    宰    夏    三十九年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傭人

                           崔    淳    祐    二十一年

    同道 潭陽郡 潭陽面 羊角里

    同道 光州郡 光州面 北城町 住  傭人

                           鞠    採    鎭    十八年

    同道 光州郡 本村面 日谷里   農

                           李    周    庠    五十二年 

    同道 同郡 光州面 不動町     理髮業

                           柳    尙    奎    三十六年

    同道 同郡 本村面 日谷里  農

                           李    允    鎬    二十四年

    同道 同郡 瑞坊面 中 里

    同道 同郡 光州面 不動町 住 無職

                           閔    成    淑    三十年 

    同道 和 郡 東面 大浦里

    同道 光州郡 瑞坊面 中 里   農

                           朴    昌    奎    三十三年

    同道 光州郡 孝泉面 柳岸里   農

                           裵    光    錫    二十二年 

    同道 長城郡 森西面 馬良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木手 

                           盧    千    木    二十二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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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道 光州郡 光州面 鄕社里   農

                           鄭    三    模    二十四年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農

                           車    學    奉    十八年

    高敞郡 高敞面 外亭里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住  日稼

                           林    永    九    二十八年 

    全羅南道 光州郡 光州面 奇屋町  農  

                           邊    舜    基    三十六年

    同道 莞島郡 靑山面 茅島 西里

    同道 光州郡 光州農業學校 寄宿  住   生徒

                           崔    連    淳    二十四年

    同道 潭陽郡 水北面 開東里

    同道 光州郡 光州面 鄕社里 住  崇一學校 敎師

                           姜    大    年    二十六年

    同道 高 郡 高 面 登岩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崇一學校 敎師

                           申    義    求    二十四年 

    同道 光州郡 光州面 本村面 日谷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李    柄    煥    二十二年 

    同道 咸平郡 食知面 舟泊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金    判    哲    二十年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生徒

                           張    南    奎    二十年

    前同 所仝

                           劉    桂    文    二十年

    同道 羅州郡 鳳凰面 新昌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金    永    琪    二十二年

    同道 和 郡 同福面 七井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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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朱    亨    玉    二十一年

    同道 長城郡 珍原面 永洞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金    學    善    二十四年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金    碩    鉉    十九年

    同道 天郡 天面 金谷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趙        鍾    二十年    

    同道 光州郡 本村面 日谷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李    昌    鎬    十九年

    同道 羅州郡 南平面 芦東里

    同道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元    昌    權    二十二年

    同道 和 郡 松石面 玉里

    同道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朱    張    岩    二十年 

    同道 天郡 天面 梅谷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黃    孟    錫    十八年

    同道 光州郡 瑞坊面 中 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李    南    彩    二十一年

    同道 同郡 大村面 曲村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金    長    洙    十九年

    同道 咸平郡 新光面 東井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梁    萬    石    十六年   

    同道 光州郡 松汀面 道湖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丁    夢    錫    十八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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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道 高 郡 高 面 栗峙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朴    伍    基    十九年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生徒

                           洪    今    突    二十年 

    同道 天郡 天面 梅谷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金    相    元    十七年

    同道 谷城郡 玉果面 玉田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金    弼    浩    十七年

    同道 天郡 天面 北門通

    同道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林    眞    實    二十年 

    同道 濟州島 城內面 上天洞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高    蓮    紅    十七年 

    同道 高 郡 高 面 玉下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朴    聖    淳    十九年

    同道 天郡 双岩面 鳳德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李    泰    玉    十八年

    同道 長城郡 南面 中大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金    良        十七年 

    同道 光州郡 瑞坊面 中 里

    同道 光州郡 光州面 西門通 住  生徒

                           梁        喜    十九年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生徒

                           尹    血    女    二十年

    同道 同郡 本村面 本村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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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德        十八年 

    同道 谷城郡 玉果面 玉果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曺    玉    姬    二十年

    同道 天郡 天面 金谷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李    奉    錦    十七年  

    同道 長城郡 黃龍面 新洪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河    永    子    十八年 

    平安南道 平壤府 河水口里

    全羅南道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住  生徒

                           康    華    善    十六年

    全羅南道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生徒  羅血事

                           李    羅    血    十七年

    全羅南道 羅州郡 本良面 山水里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住  看護婦

                           金    安    淳    二十年

    同道 同郡 孝泉面 楊林里   生徒

                           崔    秀    香    十六年

  保安法 違反 被告 事件에 하여 當院은 朝鮮總督府 檢事 掘勘治郞 干  審理 判決을 함이 아

래와 같음 

                    主                文

    被告 朴愛 을 懲役 一年 六月에 處하고,

    被告 李達根, 崔暎均, 李東運, 宋琪浩, 金丁洙, 丁炳沼를 各 懲役  1年에 處하고,

    被告 宋光春, 鄭斗凡, 金鐵柱, 金聖敏, 金禎洙, 陳信愛를 各 懲役 10月에 處하고,

    被告 洪 南, 朴永子, 崔敬愛, 楊泰元, 姜大年, 申義求를 各 懲役 8月에 處하고,

    被告 李柄煥, 金判哲, 張南奎, 劉桂文, 金永琪, 朱亨玉, 金碩鉉, 趙 鐘, 李昌鎬, 元昌權,

        朱張岩, 黃孟錫, 李南彩, 金長洙, 梁萬石, 丁夢錫, 洪今突을 各 懲役 六月에 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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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被告 崔敬東, 金今石, 金華 , 金 培, 曺公贊, 朴宰夏, 崔淳祐, 鞠採鎭, 李周庠, 柳尙奎, 

         李允鎬, 閔成淑, 朴昌奎, 裵光錫, 盧千木, 鄭三模, 車學奉, 林永九, 邊舜基, 崔連淳,

         金學善, 朴伍基, 金相元, 金弼浩, 林眞實, 高蓮紅, 朴聖淳, 李泰玉, 金良 , 梁 喜,

         尹血女, 金德 , 曺玉姬, 李奉錦, 河永子, 康華善, 李羅血, 金安淳, 崔秀香을 各 懲役         

     四月에 處한다.

    被告 崔敬愛, 楊泰元, 曺公贊, 朴宰夏, 李周庠, 閔成淑, 朴昌奎, 裵光錫, 梁萬石, 金相元,

          金弼浩, 高蓮紅, 金良 , 李奉錦, 康華善, 李羅血, 崔秀香에 하여서는 모두 二年間        

      各 其 本刑의 執行을 猶豫한다.

    被告  洪承愛, 黃五峰은 各 無罪.

  押收한 證 一號 乃至 十二號는 이를 沒收하고 그外의 押收品은 各 差出人에게 還付한다.

                    理           由

  日韓倂合 以後 이에 十年 그間 當局 가 朝鮮啓發을 爲하여 努力한 諸般의 施設이 날로 잘 되어

가고 鮮人의 幸福이 漸漸 增進 되려고 하는 때를 당하여 鮮人  一部 불령(不逞)의 무리는 이 施設

이 自身들에게 便利하게 되어 지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고 오히려 朝鮮의 獨立을 꿈꾸고 때마침 萬

國講和 議에서 民族自決이라는 事 이 唱 되자 그것이 朝鮮과 何等의 關係가 없음을 깨닫지 못하

고 朝鮮 亦是 이것에 의하여 獨立할 수 있다고 曲解하고 “朝鮮民族獨立의 機運이 다가왔다. 우리는 

마땅히 소리높  朝鮮獨立을 외치고 우리 民族의 獨立을 이 講和 議의 問題로 삼도록 하기 하여 

獨立運動을 開始하라”고 외치고 드디어 今年 三月一日 故李太王殿下國葬 擧行에 즈음하여 수많은 鮮

人들이 서울로 雲集하는 것을 機 로 孫秉熙 外 三十二名의 連名으로 宣 書라 이름하여; 『民族의 

自由發展을 하며 한 世界改造의 機運에 應하기 하여 朝鮮이 獨立國이고 朝鮮人이 自主民임

을 宣 하여 世界萬邦에 告하여 人類平等의 大義를 밝  民族自 主義를 길이 子孫에게 享有시키고

자 한다. 우리 民族은 有史以來 처음으로 다른 民族의 箝制를 받고 生存權  心靈의 發展을 沮止하

고 아울러 世界의 文化에 貢獻할 機 를 잃었다. 오늘날의 고통에서 벗어나 來의 壓迫을 免하고, 

이제까지의 抑鬱함을 리 알리고 우리 民族各自의 正當한 人權을 發展시켜 子孫의 幸福을 꾀할 수 

있는 大急務는 實로 民族의 獨立에 있다.

  우리는 우리 朝鮮을 植民地視하고 우리를 土偶視하는 日本의 過失을 責하는 것이 아니고 倂合에 

의해 생긴 兩民族사이의 永遠히 和合될 수 없는 怨恨의 골을 깊게하는 오늘의 狀態를 打破하고 彼

此 幸福을 해 새 方面을 開拓하려고 한다. 萬若 이 含憤畜怨한 2千萬民族을 壓하는 일은 東洋平

和를 保障하는 所以가 아니다. 우리가 今日 朝鮮獨立을 宣 하는 것은 朝鮮人으로 하여  正當한 生

活을 하도록하고 同時에 日本을 反省시키고 東洋平和의 維持 로서의 重責을 完遂하고자 함이다.

  力의 時代는 이미 지났고 道義의 時代가 왔도다. 우리는 忌憚없이 우리 固有의 自由를 享有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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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리는 이에 奮起했다. 男女  區別없이 復活을 기어이 얻으려 한다. 

  祖宗千百의 靈은 우리들 안에서 돕고 世界의 機運은 밖에서 우리를 지킬 것이다. 따라서 일에 착

수하면 곧 성공을 이룰 것이라. 운운』의 趣旨를 記載한 印刷物 (以下 이런 印刷物을 便宜上 獨立宣

書라고 略稱함)을 秘密裡에 이들 在京鮮人들에게 配 하여 獨立에 한 思想을 鼓吹한 結果 드디

어 數萬의 群衆으로 하여  朝鮮獨立萬歲를 부르게 하고 京城 中을 橫行시키어 內를 騷然하게하

므로 各地의 不逞鮮人들도 이에 和答하여 같은 妄動行爲를 敢行하기에 이르 다. 때마침 호의 기

회라 생각하여 京城 蓬來町 信行旅館에 滯留中인 羅州郡 羅州面 錦町 金福鉉은  宣 書 數千枚, 

警告我二千萬同胞라 表題하고 “지 이야말로 各 民族은 强國의 羈絆에서 벗어나 世界各國 平等의 地

位에 설 機運으로 向하 다. 機 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우리 同胞는 모름지기 束縛의 사슬을 

끊고 大의 결심을 갖고 독립의 旗幟아래 나아가라. 束縛에서 사느니보다는 차라리 自由에 죽자. 

우리 同胞는 奮起하라, 覺醒하라”는 趣旨를 記載한 檄文 約 百枚, 宣 書라 題目하고 崔八鏞 外 十名

이 連名하여 “日韓倂合은 朝鮮民族의 自由意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日本의 僞計와 當時 要路에 있

던 朝鮮人 賣國奴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當時 東洋平和를 脅하는 露西亞는 全然 

軍國的野心을 抛棄하고 支那의 現狀 한 같다. 더더구나 이 國際聯盟이 實現되면 軍國主義의 侵略

을 敢行하는 國家가 없어질 것이기에 倂合當時의 理由는 이미 消滅되었다고 할 수 있다. 倂合은 우

리 民族의 生存  發展을 脅迫하는 것으로 만일 日本이 韓國을 保有하면 鮮人의 革命은 꼬리를 물

고 東洋平和 攪亂의 原因이 되고 우리는 正當한 方法을 가지고 우리 民族의 自由를 追求할 것이어

늘 萬一 成就되지 못하면 우리는 自己生存의 權利를 해 모든 自由行動을 取하고 後의 한사람까

지 自由를 해 끓는 피를 흘릴것이다” 라는 趣旨를 記載한 印刷物 約 百五十枚, 朝鮮獨立을 謳歌 

한 獨立의 노래 印刷物 約 百枚  國民大召集請願書 (右 宣 書 記載 趣旨를 貫徹하기 하여 日本

議   政府에 하여 朝鮮民族大 를 召集하고 그 決議로서 우리 民族의 運命을 決定하는 機 를 

賦 하기를 바라는 취지를 記載한) 約 十枚를 姓名 未詳의 靑年으로부터 全羅南道에 配 하라는 委

託을 받고 受領하고 三月六日 光州에 와서 光州郡 孝泉面 楊林里 金 剛과 相議하고 獨立宣 書의 

趣旨를 徹底하게 하기 하여 非常手段을 取할 것을 決議하고 같은 居住所의 宋 眞, 徐廷禧, 崇一學

校 敎師 崔丙浚 等과 議한 끝에 學校 學生과 其他 贊同 는 團體를 이루어 同月 十日 光州 큰  

場에서 合하고 金福鉉이 獨立宣 書의 趣旨를 演說한 後 獨立萬歲를 부르고 光州 內를 橫行

할 것을 決定, 內 一般에 한 運動 參加의 勸誘는 徐廷禧가 맡고 崇一學校 生徒들을 이 운동에 

參加시키고  이 生徒들로 하여  獨立宣 書, 其他 印刷物을 配 시키는 것을 崔丙浚이 이를 指示

하고 金 剛은 彼亞女學校 敎師인 被告人 朴愛 과 交涉하여 獨立宣 書의 配   女學生의 運動

參加를 依賴하고 三月九日에 이르러 다음날 10日 午後 3時半을 獨立運動 開始의 時期로 定하고 各 

贊同 에게 通知  하 다. 先是 被告 朴愛 은 生徒에게 獨立思想을 鼓吹시키기 하여 每日申報의 

記事를 읽어주고 萬國講和 議에서 朝鮮도 獨立을 承認 받았기 때문에 各處에서 獨立運動이 始作된 

것이므로 우리도 그 運動을 開始하고 朝鮮獨立萬歲를 불러야 한다고 說得하며 崔丙浚도 이 生徒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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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激勵하려는 目的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自己 몸을 희생하여 階級制度를 打破하고 自由를 해 애

쓰셨다. 基督敎徒인 우리는 어떠한 障害라도 排除하고 그 目的의 遂行을 하여 努力을 해야한다는 

說敎를 하고 더욱이 自己가 敎師임을 利用하여 宋 眞과 함께 崇一學校 生徒에 하여 京城, 其他 

各地에서 이미 獨立運動을 開始했는데 惟獨 光州에서만 黙視한다면 後日 同志들의 嘲笑를 如何히 

할 것인가, 모름지기 이곳에서도 이 運動을 開始해야 한다고 慫慂하고 한 同人은 決行當日 生徒 

重鎭級에게 各 生徒 一人當 約 二十枚 가량의 比率로 獨立宣 書 等을 配 하고 被告 朴愛  亦是 

當日 金 剛에게서 받은 같은 印刷物을 自己가 敎師로 있는 彼亞女學校 生徒 重鎭에게 分配토록 

하고, 徐廷禧는 運動 開始 前 贊同 들이 使用할 수 있도록 韓國旗를 가마니에 넣어 光州橋 으로 

運搬해 두고 豫定時間이 되자 金福鉉, 金 剛, 徐廷禧 等은 光州橋 의 川邊에 가서 모여든 數百名 

群衆과 함께 먼  여러 차례 朝鮮獨立萬歲를 高唱하고 이에 獨立運動의 開始를 宣 하고 各自 韓

國旗를 높이 흔들고 朝鮮獨立萬歲를 외치는 群衆과 함께 川邊을 따라 냇가로 올라와 작은 場으로 

나와 楊林里 方面에서 宋 眞을 先頭로하여 모여든 崇一學校 生徒 十 名, 被告 朴愛 , 陳信愛를 中

心으로 한 彼亞女學校 生徒 二十餘 名  場에 集合해있던 贊同  數百 名과 合하여 千 名 

以上의 大團體를 이루고 宋 眞은 朝鮮獨立萬歲라고 힌 韓國大國旗를 擁立하고 團體의 先頭에

서 이것을 指揮하고 首魁인 金福鉉, 金 剛, 徐廷禧, 崔丙浚 等 亦是 團體를 指 하고 群衆의 多數는 

各自 韓國旗를 높이 흔들고 國旗 없는자는 或은 帽子를 흔들고  雙手를 들어 朝鮮獨立萬歲를 

高唱하고 勇躍하여 場을 出發 西門通을 經由 郵便局 앞에 이르러 왼편으로 돌아 本町通으로 行

進하여 樓門里 方面으로부터 殺到한 農業學校 生徒團, 其他 贊同 들로 이룬 數百 名의 集團과 合勢 

漸漸 그 暴 를 떨쳐 同一行爲를 反復하고 되돌아서서 郵便局 附近까지 行進하여 治安을 妨害하

는데 朴愛 은 首魁인 金福鉉, 金 剛, 徐廷禧, 宋 眞, 崔丙浚 等의 妄動에 關한 圖劃策에 參  五

十 枚의 獨立宣 書 等을 彼亞女學校 生徒에게 配 하고 同 女學生의 運動 參加를 勸誘하 으며, 

被告 李達根, 崔暎均, 李東運, 宋琪浩, 金丁洙, 丁炳沼, 宋光春, 鄭斗凡, 金鐵柱, 金聖敏, 金禎洙, 陳信

愛는 主로 右 妄動을 助成하고 金鐵柱 以外의 사람은 大衆과 함께 前記 行動을 敢行하고 李達根, 宋

光春, 鄭斗凡, 金鐵柱, 金聖敏, 金禎洙는 各 擔當區域內에 獨立宣 書를 配 하고 崔暎均은 農業學校 

生徒에게 獨立運動의 參加를 勸誘하고 宋琪浩, 金丁洙, 丁炳沼, 金鐵柱는 農業學校 生徒와 崇一學校 

生徒와의 獨立運動 參加에 한 連絡에 努力한 인데 그 中 宋光春, 鄭斗凡, 金鐵柱, 金聖敏, 金禎

洙, 陳信愛는 그 事情이 조  輕하고 被告 洪 南, 朴永子, 崔敬愛, 楊泰元, 姜大年, 申義求는 各各 前

記 運動에 參加하여 內를 橫行하고 洪 南, 朴永子, 崔敬愛, 楊泰元은 運動에 參加한 女學生中 主

動 로하여 參加 前 使用할 國旗를 미리 準備하고 姜大年, 申義求는 敎職에 있으면서 生徒의 妄動을 

抑制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自進하여 生徒와 함께 獨立運動에 參加하고, 被告 李柄煥, 金判哲, 

張南奎, 劉桂文, 金永琪, 朱亨玉, 金碩鉉, 趙 鍾, 李昌鎬, 元昌權, 朱張岩, 黃孟錫, 李南彩, 金長洙, 丁

夢錫, 梁萬石, 洪今突은 모두 前記 獨立運動에 參加하고  獨立宣 書 등을 配 하고, 被告 崔敬東, 

金今石, 金華 , 金 培, 曺公贊, 朴宰夏, 崔淳祐, 鞠埰鎭, 李周庠, 柳尙奎, 李允鎬, 閔成淑, 朴昌奎, 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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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錫, 盧千木, 鄭三模, 車學奉, 林永九, 邊舜基, 崔連淳, 金學善, 朴伍基, 金相元, 金弼浩, 林眞實, 高蓮

紅, 朴聖淳, 李泰玉, 金良 , 梁 喜, 尹血女, 金德 , 曺玉姬, 李奉錦, 河永子, 康華善, 李羅血, 金安淳, 

崔秀香은 他와 雷同하고 이 獨立運動에 參加한 이다.

  의 事實中 獨立運動 開始의 顚末  被告 朴愛 의 犯行에 關해서는 被告 金福鉉의 當 公判廷

에 있어서 姓名未詳의 靑年으로부터 判示 日時  場所에 있어서의 判示理由下에 判示의 印刷物을 

받고 죽음을 覺悟하고 그 印刷物을 配 할 것을 盟誓하고 三月六日 光州에 와 金 剛의 紹介로 宋

眞 方에 投宿하고 金 剛과 相議하여 獨立宣 書의 趣旨를 철 히 깨닫게하기 해 判示의 一般 計

略을 定했으나 光州의 事情에 밝지 못한 自己는 각 擔當 의 擔當範圍  實行方法은 모두 金 剛에

게 一任했다. 決行當日 自己는 작은 長 附近의 언덕에서 形勢를 觀望하고 있었는데 約 2百 名의 群

衆이 光州橋 의 냇가에 모이는 것을 보고 언덕을 내려와 여기에 合勢 朝鮮獨立萬歲를 부르짖고 

川邊으로 올라 작은 場으로 나와 崇一學校 生徒團 約 百 名과 合勢 西門밖 不動町에서 西門通을 

지나 郵便局 앞에 到達 左로 돌아 本町으로 들어가 北門 밖 自動車組合 앞에서 樓門里方面으로부터 

萬歲를 크게 외치며 온 農業學校生徒團 其他의 群衆들과 合하여 千數百 名의 무리가 되고 다시 되

돌아 光州郵便局 附近에 이르 다. 群衆의 多數는 獨立萬歲旗  韓國國旗를 높이 흔들고 손에 旗

를 갖지 못한 자는 帽子를 흔들고 或은 雙手를 들어 隨時로 獨立萬歲를 高唱하고 미쳐 날뛰면서 

內를 橫行한 趣旨의 供述.

  被告 金 剛도 같은 三月六日 金福鉉이 獨立宣 書 等의 印刷物을 京城에서 持參하여 配 方法의 

相議를 받고 이를 決議 同人과 一般方略을 協定하고 그 實行方法은 自己와 被告 宋 眞이 이것을 

擔當하고 다시 崔丙浚에게 事情을 말하고 그 同意를 얻은 趣旨  當日 同參한 群衆은 약 千 名 以

上이었다는 趣旨의 供述.

  檢事 作成 同人 第 五回는 訊問調書 中 崇一學校는 宋 眞, 崔丙浚이 이것을 擔當하고 彼亞女學

校는 自己가 直接 朴愛 에게 交涉하여 生徒의 出動을 促進하고 印刷物 五十通은 決行當日 同人이 

交付했다. 城內 一般人民에 해서는 自己  金福鉉으로부터 徐廷禧에게 말하고 同人이 引受했다. 

  三月九日 崔漢泳 방에 同人 韓吉祥, 金容奎, 金鍾三과 만나 各其 擔當區域을 定하고 獨立宣 書 

等 約 三百 枚를 韓吉祥, 金容奎, 崔漢泳 等에 나 어주고 歸家途中 約 千 枚를 崔丙浚에게 交付했

다. 朴愛 에게 前記 獨立宣 書 等을 交付할 때 獨立運動 決行의 日時를 告知한 뜻으로 供述 記載.

  檢事 作成 被告人 徐廷禧 第 4回 訊問調書 中 三月 八日 光州橋 에서 蹴球놀이를 하고있던 靑

年에게 十日 午後 獨立運動을 決行함으로 參加하라는 뜻을 勸誘했고 뿐만 아니라 그 外에 三,四名의 

靑年에게 같은 勸誘를 한 趣旨 供述記載.

  被告 崔丙浚의 當 公判廷에서 三月七日 金福鉉으로부터 京城 其他 地方에서 獨立運動이 일어난 

것에 해서는 우리 光州도 黙過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獨立運動 開始의 必要가 있음을 듣고 이

것에 贊同 自己가 崇一學校 敎師인 關係上 獨立宣 書 等의 配   生徒의 出動을 引受하고 三月 

七日 밤 金 剛에게서 明日 獨立運動을 決行한다는 말을 듣고 生徒에게 激勵하여 이 運動에 參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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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爲해 그 날밤 楊林里 記念閣에서 그리스도는 一身을 犧牲하여 세상 사람을 救하고 階級制度를 

打破하여 社 를 平等  했다. 우리는 如何한 艱難일지라도 排除하고 目的을 貫徹하지 않으면 안된

다는 趣旨로 彼亞女學校 生徒에게 演說했다. 十日 아침 金 剛에게서 獨立宣 書 等 約 千 枚를 受

領하자 同日 아침 自己 所屬의 崇一學校 普通科 高等科 各 學年에서 代表 로서 鄭斗凡, 金鐵柱, 金

聖敏, 金判哲, 金禎洙 外 1名을 뽑아 各 學級生徒 1名에게 約 二十 枚 꼴로 配 하도록 必要한 宣

書 等을 交付하고  앞의 6名에게는 南門밖 는 東門밖 는 西門通에 各各 配 하도록 部署를 

定하 다. 한 이 6名은 이 配 에 適當한 라고 思料되었다.

  當日 獨立運動 參加  數는 千 名 以上으로 그 大多數는 韓國 國旗 는 獨立萬歲라고 쓰인 旗

를 흔들고 그 지 못한 는 帽子를 흔들고 或은 雙手를 들어 朝鮮獨立萬歲를 高唱하고 內를 橫

行했다. 鄕社里에 이르 을 때 群衆의 先頭에 서서 大旗를 들고 있는 는 宋 眞이었는데 自己는 

日韓合倂 以來 倂合을 遺憾으로 여기고 獨立의 機 를 期待했었는데 金福鉉에게서 獨立運動의 擧事 

소식을 듣고 機 는 왔다고 생각 이에 贊同한 趣旨 供述. 

  被告 宋 眞의(陳述) 그와 같음. 三月 七日  金福鉉에게서 獨立宣 書를 읽  듣고, 光州에서도 

不日間 獨立運動을 일으킨다고 하니 이에 贊同하고 三月 七, 八日  崇一學校 寄宿 에 함께 있던 

生徒 十餘 名에게 獨立運動은 오는 十日에 開始한다는 趣旨를 말했다. 當日 自己는 큰 太極旗를 갖

고 群衆의 先頭에 서서 獨立萬歲를 높이 외치며 光州 內를 橫行했음이 틀림없다는 趣旨를 供述. 

  檢事 作成 同人 第 二回 訊問 調書 中, 群衆의 指揮 는 金福鉉, 金 剛, 崔丙浚  自身임을 供述

記載.

  被告 崔漢泳의 當 公判廷에서 三月七日 自 에서 韓吉祥, 金容奎, 金 剛, 金鍾三과 合하고 京城 

其他 各地에서 獨立運動이 開始되었으므로 光州에서도 黙視 할 수 없어 모름지기 旗幟를 鮮明히 하

고 크게 獨立運動을 일으켜야 한다고 協議하고 그 開始 時間을 十日 午後 三時 半으로 決定했다. 當

日 自己는 光州橋 附近에서 獨立宣 書 여러 장을 配 하고  徐廷禧로부터 韓國 國旗 約 十

本을 交付받아 配 한 趣旨 供述..

  被告 韓吉祥 같음. 三月七日 崔漢泳 집에서 同人 金容奎, 金 剛, 金鍾三과 合하여 京城 其他 各

地에서 獨立運動을 하는 것 같으므로 光州에서도 이 같이 運動해야 한다고 協議 獨立宣 書를 配

할 擔當 區域을 定하고 宣 書 約 百 枚를 受領하여 十日 瑞坊面 新安里의 富豪 는 書  等에 民

族의 自決에 따라 朝鮮은 日本과 分離하여 獨立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宣 書를 配 한 趣旨 供述.

  被告 金鍾三 같음. 三月 七日 崔漢泳 집에서 金 剛, 韓吉祥, 金容奎, 崔漢泳과 合, 金 剛으로부터 

同人 李起澔 집에서 金福鉉, 徐廷禧 等과 만나 드디어 明 10日 午後 3時 半을 期해 運動을 開始할 

것을 決定한 것을 듣고 各自 運動 擔當 區域을 定했다. 그 區域은 確實한 記憶은 없으나 自己는 東

門통  當日 작은 場에서 適當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宣 書를 配 하고 韓吉祥은 北門밖에

서 樓門里 一帶에 崔漢泳은 큰 場  光州다리 附近에 金容奎는 西門밖  南門밖의 方面에서 各

各 宣 書를 配 하고 運動 參加도 勸誘할 것을 決定하고, 韓吉祥은 宣 書 約 百 枚, 金容奎가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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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 五十 枚를 各各 金 剛으로부터 받아 自己는 十 枚를 金容奎에게서 받았다. 自己 住所인 奇屋町 

附近에 全部 宣 書를 配 하고 작은 場에서 待機했었는데 午後 3時가 지나서 光州 다리에  韓

國旗  獨立萬歲라고 쓴 旗를 가진 群衆의 한 떼가 光州川邊을 따라 올라오고 楊林里에서는 崇一

學校 生徒團이 參加하여 群衆은 約 千 名 以上을 헤아렸다.  多數의 群衆은 光州橋 에서 韓國旗

를 가지고 왔음을 供述

  同 被告에 한 司法警察官 作成 訊問調書 中 自己는 四千 年의 歷史를 가진 民族이 倂合된  것

에 물을 머 고 있던 차에 巴里의 講和 議에서 民族의 自決主義가 唱 되고 强制로 他國에 倂合

된 나라를 獨立시키려 한다고 하므로 朝鮮人이 倂合을 즐기지 않음을 世界에 알리고 民族이 一致團

結하여 獨立을 꾀하기 해 本 回의 運動을 開始한다는 趣旨 供述 記載. 

  同樣 檢事 作成 第 二回 訊問調書 中 崔漢泳 집 合에서 金 剛은 楊林里의 學校에 한 手配를 

責任지고 當日 어디에서 作成했는지 모르지만 徐廷禧가  韓國旗를 가마니에 넣어 光州橋에서 大

衆에게 配 했다.  韓吉祥도 當日에 參加했다는 趣旨.

  同 第 3回 調書 中 徐廷禧가 旗를 가마니에 넣어 가지고 간 事實이 틀림없음. 韓吉祥이 運動에 參

加한 것은 金 剛도 本町通에서 만나 同人과 이야기했다는 各 供述 記載.

  朴愛 은 當 公判廷에서 彼亞女學校의 敎師인 被告가 獨立運動에 加擔하여 二十 名의 女學生과 

함께 獨立運動에 參加하여 楊林里에서 작은 場으로 와 西門通을 經由 郵便局에 와서 救世軍支部까

지 內를 橫行했다. 當日 金 剛으로부터 獨立宣 書 約 五十 枚를 받아서 生徒 洪 南, 朴永子에게 

全部 分配했다. 

  當時 他 生徒에게 分配하라고 命令하지 않았지만 兩人이 他 生徒에게 分配하리라는 것은 豫想했

었다. 自己는 獨立을 希望하는 마음이 切實하므로 그 運動에 參加했다는 趣旨 供述.

  司法警察官 作成 被告人 朴永子의 訊問調書 中 運動開始의 1週日 前 朴愛 에게서 新聞을 읽  

듣고 講和 議에서 朝鮮도 獨立하게되었다는 말을 듣고 獨立을 꾀할 意思가 생긴 趣旨.

  同 被告人 林眞實 訊問 調書 中 朴愛 이 新聞을 읽어주며 朝鮮도 獨立할 것이니 우리도 萬歲를 

외쳐야 한다고 말하므로 生徒도 그럴 생각이었다는 趣旨.

  檢事 作成 被告 林眞實 訊問調書 中 前 同一 趣旨의 供述을 한 趣旨 

  同 被告人 康華善의 第 一回 訊問調書 中 朴愛 , 陳信愛 兩 先生에 이끌리어 他의 女學生과 함께 

獨立萬歲를 높이 외치면서 內를 橫行한 趣旨 各各 供述 記載. 

  被告 李達根, 崔暎均, 李東運, 宋琪浩, 金丁洙, 丁炳沼, 宋光春, 鄭斗凡, 金鐵柱, 金聖敏, 金禎洙, 陳

信愛의 判示 犯行에 해서는 被告 李達根, 金鐵柱, 陳信愛를 除外한 他 被告 各各 當 公判廷에서의 

判示 獨立을 祝賀하고 內를 橫行한 趣旨 供述.

  被告 李達根 같음. 三月十日 當地에 獨立運動을 일으킬 때 同日 午後 3時 에 작은 場에서 姓名 

未詳 로부터 얻은 獨立宣 書 約 十通을, 車를 타고 內를 돌면서 撒 했다. 自己는 衷心으로 朝

鮮獨立을 希望했으나 盲目이기 때문에 首魁가 되어 活動 할 수 없었다는 趣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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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司法警察官 作成 同 被告에 한 訊問調書 中 當日(獨立運動의) 작은 場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獨立宣 書 二三十 枚를 받아 아무나 差別없이 配 하고  旗도 군가가 주어서 자기는 萬國講和

議에서 民族自決을 唱 하고 倂合된 나라들이 獨立을 許諾하는 趣旨를 傳해 듣고 한편 各地에서 

朝鮮獨立의 騷動이 일어남을 듣고 이 機 에 獨立을 宣 하기 爲해 大衆의 應援을 얻도록 金福鉉, 

金 剛, 宋 眞과 相議한 즉 同人들은 벌써 以前부터 그와 같은 생각이 있었음으로 三月十日 運動을 

開始할 것을 密議한 일의 供述 記載.

  被告 崔暎均의 當 公廷에 있어서 三月七日 農業學校에 가서 寄宿  六號室에서 寄宿하고 있던 同 

生徒 十數 名에게 各地에 있어서의 獨立運動의 狀況을 알리고 光州에서도 十日 運動을 開始할 것을 

말하 더니 同 生徒들은 기쁘게 贊同하 기로 十日 午前 中 該校에 가서 徐廷禧로부터 들은 運動開

始 時間(當日 午後 3時半)을 李東運 外 數 名에게 알렸다. 運動 當日 自己는 雙手를 들고 萬歲를 부

르면서 內를 橫行하 다는 뜻의 供述.

  檢事 作成 同 被告 訊問調書 中 自己 個人의 생각이지만 十日의 運動에 農業學校 生徒들의 參加

를 勸誘할 當時 寄宿 에 留宿하던 生徒들은 百五十六 名이었고  運動을 한 行進 中 徐廷禧  

金容奎가 他 群衆과 같이 橫行하는 것을 目擊하 다는 趣旨의 供述 記載. 

  被告 李東運은 當 公判廷에서의 自己는 農業學校 寄宿  入 生이나 崔暎均에게서 十日에 獨立運

動을 開始할 것임을 듣고 기뻐서 贊同하 는데 이튿날 아침 開始 時間을 通知하여왔고  旗는 學

校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것 약 三, 四十 本을 他人이 學校에 가지고 온 것임. 當日 

午後 三時 부터 三三五五 敎師의 을 避해서 學校의 正門 는 後門으로부터 나와서 約 二百八 

名(?) 樓門里에 와서 約 百餘 名의 群衆과 合하여 邑內로 向하여 各各 들고있던  韓國旗를 흔들며 

獨立萬歲를 외치면서 行進하여 北門外組合自動車事務所 앞에서 本町으로부터 오는 群衆과 合하여 

數千 名을 이루어 郵便局으로 向하여 萬歲를 高唱하면서 內를 橫行하 으나 警官의 出動으로 解

散하 다는 趣旨의 供述.

  被告 宋光春 같음. 鄭斗凡 其他로부터 光州에 獨立運動이 開始된다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다. 三

月 十日 崔丙浚에게 他의 群衆과 함께 獨立運動에 參加할 것이며 獨立宣 書 約 二十 餘 枚를 받으

라는 말을 듣고 이를 承諾하고 內를 橫行할 때 自動車組合 앞에서부터 銀行 앞까지 이르는 사이

에 撒 했다. 自己가 宣 書를 받을 때 崔丙浚에게서 萬事의 行動은 宋 眞의 指揮를 기다리라는 말

을 들었다는 趣旨의 供述.

  被告 宋琪浩 같음. 農業學校 生徒가 獨立運動에 參加하게 되기까지의 事情은 李東運이 供述한 바

와 같이 相違없음.  同 生徒가 運動에 參加하여 內를 橫行하 다는 것도 同人이 供述한 바와 같

이 相違없다는 趣旨의 供述.

  檢事 作成 同人 訊問調書 中,  三月 八日 金丁洙, 丁炳沼, 黃五峯과 같이 崇一學校에 갔다. 그 까닭

은 崇一學校에서 獨立運動을 發起하여 朝鮮獨立萬歲를 부른다는 소문이 있으므로 이를 確認하여 萬

一 事實이라면 함께 行動하려고 하 는데 丁炳沼가 同校生과 別室에서 見한 結果 同校에서는 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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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定이므로 確定되는 로 通知하기로 하 으므로 決定되면 같이 決行하기로 하고 同校를 나와 歸校

한 後 十五六 名이 모여 앉아있던 寄宿 生들에게 그 뜻을 報告한 趣旨의 供述 記載.

  被告 金丁洙의 當 公判廷에서의 李東運의 供述과 같은 事情으로 獨立運動에 參加하여 樓門里에서 

他 群衆과 같이 獨立萬歲를 높이 외치며 北門밖 自動車組合 앞까지 이르 다. 

  三月 九日 宋琪浩, 丁炳沼, 黃五峯과 같이 崇一學校에 가서 丁炳沼는 同校 生徒와 見하 다는 

뜻의 供述. 

  被告 丁炳沼 同. 農業學校 生徒의 獨立運動에 參加한 狀況은 前記 李東運의 供述과 같다.

  當時 自己는 多數의 群衆보다 조  늦게 自動車組合 앞까지의 다른 靑年團과 朝鮮獨立萬歲를 외

치면서 왔다. 三月 九日 宋琪浩, 金丁洙, 黃五峯과 같이 崇一學校에 갔던 것이 틀림없으며 當時 崇一

學校 生徒와 見한 것은 自己 다는 뜻의 供述

  被告 鄭斗凡 同. 宋 眞으로부터 各處에서 萬歲를 부르는 것이 上策이라고 듣고 獨立運動 決行 當

日 崔丙浚으로부터 交付받은 獨立宣 書 約 二十 枚를 가지고 北門通에서  宣 書를 配 하면서 

獨立萬歲를 외치고 樓門里에 가서 農業學校 生徒와 미리 約束된 時間이 되면 該當 生徒가 出動하여 

올 것이라 믿었음. 三月 七日 農業學校 生徒 四名이 崇一學校에 왔다는 뜻의 供述.

  被告 金鐵柱 同. 自己는 崔丙浚에게서 리 配 하라고 交付받은 獨立宣 書 等 百四, 五十 枚 中 

普通科 高等科 生徒들에게 分配한 殘餘 獨立宣 書, 警告文 各 十枚 가량을 가지고 同日 樓門里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部落 等에 配 하 기 때문에 좀 늦게 獨立運動에 參加하여 內를 橫行할 

수 없었다.  崇一學校에서는 初 獨立 宣 書 等을 配 하는 사람과 獨立運動에 參加하여 內를 

도는 사람의 擔任 를 따로 나 었으나 그 結果는 獨立宣 書 等을 配 하는 任務를 맡은 사람도 

獨立運動에 參加하게 되었다. 自己는 前 의 擔任이었다.  部署는 崔丙浚이 定했다. 三月 九日 農

業學校 生徒 丁炳沼와 見했다. 同人은 崇一學校 生徒들은 獨立運動을 한다는 所聞이 있는데 萬若 

事實이라면 農業學校 生徒도 같이 參加하여야 하는데 事實의 否가 어떠한가를 묻는다고 하므로 

自己가 事實 그러한 圖로 三月 十日 運動을 開始할 것을 決定하 으나 開始 時間은 未定이라고 

答했다. 丁炳沼는 그 다면 步調를 같이 하자고 말하여 自己는 時間이 決定되는 로 通知하겠다고 

말했다. 當時 農業學校에서는 이미 獨立運動을 하기로 決定되어 있어서 단지 崇一學校와 運動을 함

께 하기 하여 왔었던 것 같았다는 뜻의 供述. 

  被告 金聖敏 同. 三月 十日 敎師 崔丙浚에게서 獨立宣 書 百五六 枚를 同級生에게 配 하라는 것

이어서 同級生 一名에게 二十 枚씩 分配하고 自己는 崔丙浚의 命에 의하여 나머지를 當日 작은 

場에서 一般 民衆에게 配 했다. 自己가 獨立運動에 參加하고 獨立萬歲를 외치고 橫行한 곳은 맨 먼

 큰 場에 갔다가 되돌아 작은 場에 와서 西門通을 지나 郵便局 앞에서 왼쪽으로 돌아 北門通에 

到達 自動車組合 앞에서 樓門里 方面에서 오는 一團과 合勢 다시 되돌아서 郵便局으로 向하 다. 群

衆의 數는 約 三千 名이라고 생각된다는 뜻의 供述.  

  被告 金禎洙 같음. 十日 아침 崔丙浚에게서 獨立宣 書 百四, 五十 枚를 받아 同級生인 三學年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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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分配하고 나머지 約 十 枚를 當日 작은 場에서 通行人에게 配 하 다. 自己는 미리 만든  

韓國旗를 가지고 群衆과 함께 獨立萬歲를 외치면서 內를 橫行한 뜻의 供述.

  被告 陳信愛 같음. 自己는 獨立運動에 參加한 彼亞女學校 生徒들의 뒤를 따라 갔을 뿐 團體에는 

加入하지 않았으나 郵便局 앞에서 한번 萬歲를 불 다는 뜻의 供述.

  檢事 作成 被告 崔秀香 訊問調書 中 朴, 陳 兩 敎師 等 二十二 名과 함께 獨立運動에 參加했다는 

뜻의 供述.

  同 被告人 金弼浩 訊問調書 中,  生徒 約 三十 名, 朴, 陳 兩 先生과 團體를 만들어 獨立運動에 參

加하여 작은 場에서 西門通을 지나 郵便局 앞에 到達했다는 뜻의 供述.

  同 被告 金良 , 梁 喜, 金德 , 尹血女, 河永子, 康華善, 李羅血에 한 訊問調書 에 各同 趣旨의 

供述을 各各 記載.

  被告 朴永子, 洪 南, 崔敬愛, 陽泰元, 姜大年, 申義求의 判示 犯行에 하여서는 各 被告의 當 公

判廷에서 三月 十日의 獨立 運動에 參加하여 內를 橫行한 뜻의 供述.

  被告 朴永子 같음. 朴愛 에게서 十日 아침 宣 書를 받기 前 洪 南, 崔敬愛와 함께 旗를 만들었

다는 뜻의 供述.

  被告 崔敬愛 같음. 三月八日 洪承愛로부터 三月十日 獨立運動이 開始된다는 말을 듣고 旗를 만들

었다는 뜻의 供述.

  被告 楊泰元 같음. 獨立運動 開始前 國旗를 만들었다는 뜻의 供述.

  檢事 作成 楊泰元 訊問調書 中,  三月 八日인가 七日 밤 朴永子, 洪 南, 崔敬愛와 함께  韓國旗

를 만든 취지 供述 記載.

  被告 朴愛 의 當 公判廷에 있어서의 金 剛으로부터 受領한 獨立宣 書 全部 五十 枚는 洪 南, 

朴永子에게 配 하 다는 供述.

  被告 姜大年, 申義求가 모두 崇一學校 敎員이라는 것은  兩人의 當 公判廷에 있어서의 各各 그 

趣旨의 供述.

  被告 李柄煥, 金判哲, 張南奎, 劉桂文, 金永琪, 朱亨玉, 金碩鉉, 趙 鍾, 李昌鎬, 元昌權, 朱長岩, 黃

孟錫, 李南彩, 金長洙, 丁夢錫, 洪今突, 梁萬石의 前示 犯行에 하여서는 右 各 被告의 當 公判廷에 

있어서의 그 趣旨의 供述.

  被告 崔敬東, 金今石, 金華 , 金 培, 曺公贊, 朴宰夏, 崔淳祐, 鞠埰鎭, 李周庠, 柳尙奎, 李允鎬, 閔

成淑, 朴昌奎, 裵光錫, 盧千木, 鄭三模, 車學奉, 林永九, 邊舜基, 崔連淳, 金學善, 朴伍基, 金相元, 金弼

浩, 林眞實, 高蓮紅, 朴聖淳, 李泰玉, 金良 , 梁 喜, 尹血女,金德 , 曺玉姬, 李奉錦, 河永子, 康華善, 

李羅血, 金安淳, 崔秀香의 各 犯行에 해서는 被告 金 培, 柳尙奎, 閔成淑, 朴昌奎, 裵光錫, 曺玉姬 

以外의 被告가 모두 當 公判廷에 있어서 判示 獨立運動에 參加하여 獨立萬歲를 高唱하고 他群衆과 

함께 內를 橫行한 趣旨의 各 供述.

  被告 金 培 같음. 작은 場에서 群衆이 獨立運動을 爲해 獨立萬歲를 부르면서 오는 것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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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二, 三回 獨立萬歲를 불 다는 趣旨의 供述.

  被告 柳尙奎 같음. 自  앞을 前記의 群集한 團體가 通過하는 것을 보고 집 앞에 나가 함께 三回 

程度 獨立萬歲를 불 다는 趣旨의 供述.

  被告 閔成淑 같음. 郵便局 앞에서 獨立運動團體를 만나 이에 加擔하여 獨立萬歲를 부른 趣旨의 供

述.

  被告 朴昌奎의 當 公判廷에 있어서의 右 閔成淑과 同一 趣旨의 供述.

  被告 裵光錫 같음. 西門通에서 獨立運動의 團體와 만나 二回 獨立萬歲를 부른 趣旨의 供述.

  被告 曺玉姬 같음. 自己는 女學生團의 뒤를 따라 獨立萬歲를 부른 趣旨의 供述.

  以上을 綜合하여 事實을 살펴본즉 押收에 關한 判示 趣旨의 記載와 같이 孫秉熙 外 三十二 名 連

記한 獨立宣 書, 警告文, 崔八鏞 外 十名 連名의 獨立宣 書, 請願書, 獨立歌 等의 文書의 存在, 大

 韓國國旗, 朝鮮獨立萬歲라 朱書한 旗  同 記載된 韓國國旗 等 未完成 國旗 等 現存해있는 

것으로 미루어 判示 事實을 認定함.

  法에 비추어볼 때 各 被告의 行爲는 모두 保安法 第 七條에 該當함으로써 朝鮮刑事令 第42條를 

適用하여 懲役刑을 選擇하고 그 刑期의 範圍 안에서 各 被告를 處分하는 것으로서 各其 犯行 情狀

에 따라 主文의 刑을 量定함. 

  被告 崔敬愛, 陽泰元, 曺公贊, 朴宰夏, 李周庠, 閔成淑, 朴昌奎, 裵光錫, 梁萬石, 金相元, 金弼浩, 高

蓮紅, 金良 , 李奉錦, 康華善, 李羅血, 崔秀香은 구나 다같이 刑 執行을 猶豫할만한 情狀이 있으므

로 各各 刑法 第 二十五條를 適用하여 各其 二年間 그 本刑 執行을 猶豫할 것이며, 押收의 證 第 一

號 乃至 十二號는 本件 犯罪에 使用되었고  使用될 것으로서 被告 以外의 所有에 屬하는 故로 同

法 第十九條 第 一  第 二號, 第 二 에 依해 沒收하고 其他의 押收品은 刑事 訴訟法 第 二百二十

四條를 適用하여 各 差出人에게 還付함.

  被告 洪承愛, 黃五峰은 前記 金福鉉 等의 計劃 趣旨를 贊同하고 本件 暴動의 隨行에 助力하여 朝

鮮獨立萬歲를 高唱하고  韓國 國旗를 흔들며 狂躍하여 光州 內를 橫行한 趣旨의 公訴 事實은 이

를 認定할만한 證憑 充分하지 못하므로 同法 第 二百二十四條에 依하여 無罪를 渡할 수 있는 것

이기에 主文의 判決을 한 것임.

               大正 八年 四月 三十日

                                  光州地方法院

                                          朝鮮總督府       判事   高木安太郞

                                          朝鮮總督府裁判所 書記   金井宗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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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기타 수피아의 항일운동

   1. 주학생운동과 백청단 사건

   (1) 문화정치와 제 2차 조선 교육령

  3 · 1운동을 통하여 조선민족이 거족 으로 항일 항에 나서고 자주독립을 주창함으로써 일본

의 조선 통치에 타격을 주었다. 일제가 총칼로 만세운동을 지하기는 했지만, 식민지에 한 통

치 방법의 변화를 꾀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곧 무단정치를 버리고 문화정치를 내세운 것이다.  

데라우 를 이어서 조선을 통치하던 하세가와(長谷川)총독을 경질하고 해군 장인 사이 (齊藤 

實)총리를 임명하 는데, 그는 종래의 헌병, 경찰로 다스리던 무단정치 신에 문화의 발달, 민력

(民力)의 충실이란 구호를 내세워 소  문화정치를 실 코자 했다. 그래서 약간의 언론․출 ․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용하 으니, 민간지로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1920년 에 발간토록 

허가하고 창조(1919), 폐허(1920), 백조(1922), 개벽(1921), 조선문단(1924)과 같은 문 지와 종합

잡지를 발간  함으로써 우리의 근 문학 술이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사이 의 문화정치는 장된 조선강압통치의 정책에 불과한 것으로서 민족말살과 일본 

동화정책이 문화정치의 본질이었다. 즉, 문화정치는 3․1운동으로 폭발한 조선인의 항일의식과 

총독부에 한 불평 불만을 달래기 한 기만책이요 허  방법임을 다음에서 알 수 있다.6)

 

  ① 경찰제도를 헌병경찰에서 일반경찰로 바꾸었으나, 일제는 병력을 폭 증강하여 조선      

    지배의 확보라는 군사임무에 념 하고, 경찰은 항일 민족운동을 탄압하는데 력을 기울  

    다. 

  ② 약간의 조선인을 리로 등용하여 친일 를 늘리고 조선인의 불평 불만을 회유정책으      

    로 매수하여 지배기구의 확 강화를 꾀했다. 

  ③ 학교시설을 확충해서 동화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민족독립사상과 민족문화의 말     

    살  왜곡을 극 추진했다. 

  ④ 산미 증식계획으로 을 수탈하여 소작농과 이농민이 늘도록 했다. 

  ⑤ 일본자본의 진출과 식민지  노동력 착취로 인하여 조선의 경제가 빈곤해졌다. 

  ⑥ 보안법, 신문지법, 출 법, 집회 취재령, 치안 유지법 등을 통하여 결사, 집회, 언론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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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하고 민족운동을 철 하게 탄압했다. 

  특히 1925년의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과 1928년의 『개정 치안 유지법』은 잔인하고 철

하게 민족운동을 탄압, 말살하려고 했는데 언론 출 을 단속하는 ‘안녕 질서(치안)의 방해’라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사항

  ② 신궁, 황능, 신사 등을 모독할 염려가 있는 사항

  ③ 조국(肇國)의 유래, 국사의 요를 곡설(曲說) 분경(紛更)하고 그 밖의 국체 념을 동      

    요시킬 염려가 있는 사항

  ④ 국기, 국가, 국장(國章) 는 국가에 해 모독할 염려가 있는 사항

  ⑤ 군주제를 부인하는 사항

  ⑥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이론 는 략, 술을 지지, 선  는 그 운동의 실행을 선동     

    하는 사항

  ⑦ 조선의 독립을 선동 는 그 운동을 시사, 찬양하는 사항

  ⑧ 조선민족의 의식을 앙양하는 사항

  ⑨ 조선 총독의 신을 훼손 는 조선통치 정신에 배되는 사항

  와 같은 사항을 기 하여 엄격한 검열을 함으로써 출 물을 압수, 발행 지, 는 기사의 게

재 지 처분을 내렸고 편집인이나 발행인, 인쇄인을 처벌하 으니, 문화정치의 기만성과 허 성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이  총독은 1922년 2월에 교육령을 면 개정하여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 으

니, 다음과 같다. 

           제 2차  조선교육령 (1922)

제 1 조 조선에 있어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제 2 조 국어(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학교령, 고등학교령에 의한  

      다. 

제 3 조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에게 보통교육을 베푸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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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등보통학교로 한다. 

제 4 조 보통학교는 아동의 신체발달에 유의하고, 이에 체육을 베풀어 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  

      기능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 5 조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단 지방의 형편에 따라 5년 는 4년으로 할 수  

      있다.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연령 6세 이상의 자로 한다. 수업 연한 6년의 보통  

      학교에 2년의 고등과를 둘 수 있다. 고등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  

      학교 졸업한 자 는 조선총독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하는 자로 한다. 보통학교에 보습과를 둘 수 있다. 보습과의 수업연한  자격에 해서  

      는 조선총독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 6 조 고등 보통학교는 남생도의 신체발달에 유의하고 이에 덕육을 베풀어 생활에 유용한 보  

      통지식 기능을 조성하여 국민된 성격을 양성함을 목 으로 한다. 

제 7 조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  

      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 8 조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여생도의 신체발달  부덕의 함양에 유의하고, 이에 덕육을 베풀  

      어 생활에 유용한 보통지식 기능을 조성하여서 국민 된 성격을 양성함을 목 으로 한다. 

제 9 조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 는 4년으로 한다. 단 지방 실정에 따라 3년으로  

      할 수 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   

      한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 10 조 생략

제 11 조 실업교육은 실업교육령에 의한다. 실업학교의 설립  교과서에 해서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 12 조 문교육은 문학교령에, 학교육  그 비교육은 학교령에 의한다. 문학교의   

      설립  학 과의 교원자격에 해서는 조선총독이 이를 정한다. 

제 13 조 사범교육을 베푸는 학교를 사범학교라 한다. 사범학교는 특히 덕성의 함양에 힘써 보통  

      학교 교원 될 자를 양성함을 목 으로 한다. 

제 14 조 생략

제 15 조 사범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되 보통과 5년, 연습과 1년으로 한다. 단 여자에 있어  

      서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여 보통과에 있어서 1년을 인다. 

제 16 조 사범학교 보통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하고, 연습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보통학교를 수료한 자, 고등보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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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는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 17 조 사범학교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특과를 두고 는 특과만을 둘 수 있다. 

제 18 조 특과의 수업연한은 3년 는 2년으로 한다. 특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연한 2년  

      의 보통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 19 조 사범학교에 연구과 는 강습과를 둘 수 있다. 단 연구과는 특과 만을 둔 사범학교에   

      있어서 이를 둘 수 있다. 연구과  강습과의 수업연한  입학자격에 해서는 따로 이  

      를 정한다. 

제 20 조 사범학교에 부속 보통학교를 둔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공립보통학교를 부속 보통  

      학교로 용할 수 있다. 

제 21 조 사범학교는 립 는 공립으로 한다. 공립 사범학교는 도 지방비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다. 

제 22 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립 고등보통학교 는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사범학교 제 2  

      부 연습과 (제 1부는 일본인) 는 강습과를 부설할 수 있다. 

제 23 조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과․편제․설치  수업료 등에 해서  

      는 조선총독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24 조 공립 는 사립의 보통학교․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는 공립사범학교의   

      설립  폐지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 25 조 생략

제 26 조 본령에 규정한 것을 제한 것 이외의 사립학교, 특수교육을 하는 학교, 그 밖의 교육 시  

      설에 해서는 조선총독의 정한 바에 의한다. 

  이 때의 교육과정은 종래와 다름이 없었다. 다만 보통학교의 교과목 에 소  「조선어」를 

정 과목으로 하고, 한문을 수의과목으로 한 것이 다른 이다. 고등보통학교는 조선어와 외국어

를 가하고 종래의 이과를 박물․물리  화학으로 분리시켰으며, 실업  법제 경제를 나 어 

실업․법제  경제로 고치고 습자․수공을 삭제하 다. 여자고등보통학교도 조선어를 필수과로, 

한문을 수의과로 하 다.

  이로써 보면 새로 제정된 교육방침의 요 은 아래와 같다. 

  첫 째,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     

          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 는 5년)으로 연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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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째, 종래 각  학교에서 폐지되었던 한국어가 필수과목으로 가해졌다. 

  셋 째, 한국인과 일본인과의 공학을 원칙으로 했다. 

  넷 째, 새로 사범학교와 학 설치의 길을 마련하 다.

  다섯째, 실업교육, 문교육, 학교육은 일본의 제도에 따랐다.

  이와 같이 제 2차 조선교육령은 표면으로는 일본학제와 형식상 동일하게 함으로써 융화책을 

사용하 다. 그러나 이들의 기본 인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다. 7)

   (2) 주학생운동

  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사이  총독이 통치한 1920년 에도 조선총독부의 조선지배는 민족말

살과 동화정책을 목표로 하여 규제와 탄압을 강화했으나 일제에 항하는 민족운동은 각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상하이의 한민국 임시정부(1919. 4. 10)의 수립과 만주에서의 활발한 독립운

동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많은 항일운동이 이어졌는데 조선노동연맹(1922) 조직, 원산

업(1929)같은 노동운동과 암태도 소작쟁의(1923) 같은 농민운동의 강화라든지, 조선 공산당(1925)

의 조직 등, 정치 사회 단체의 활동, 좌․우 합작의 민족운동 단체인 신간회(1927)의 조직, 근우

회(1927)와 같은 여성운동의 개 등이 있어 왔고, 학생운동으로는 1926년에 일어난 6․10 만세

운동과 1929년 11월3일에 일어난 주학생운동을 들 수 있다.

  주학생운동의 원인은 일제의 조선에 한 강압 인 통치에 한 민족  항이라는 반  

시 상황에 있고 주라는 지방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주에서는 주고보(1920. 4설립) 학

생 장재성(張載性), 박인성(朴仁成) 등의 발기로 조선의 독립과 사회과학 연구를 목 으로 1926

년 11월에 성진회(醒進 )라는 단체를 조직하 는데, 주고보생 9명, 주농업교생 7명이 심

이었다. 일본 앙 학에 다닌 장재성의 지도로 1929년 6월에 학생들의 반일 연구활동을 단일화

시키기 한 학교별 독서회를 조직하 으니 주고보, 주농업, 주사범에 독서회가 생겼고, 

장재성은 독서회 앙본부의 책임비서로 지도에 임했다. 그 뒤에 주고보와 농업 학교에서는 

일본의 차별화와 억압에 반 하는 항일 동맹휴학을 함으로써 많은 학생이 처벌받았는데, 이는 

성진회와 독서회의 조직  활동과 계된다. 

  그런데 주학생운동의 근인으로는 일본학생의 조선여학생에 한 희롱과 그로 인한 충돌이 

격화되어 집단 싸움으로 번지고 드디어 항일독립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즉 10월 30일 녁때 

주에서 떠난 열차가 나주에 도착했을 때 주 학생 후꾸다(福田修三) 등 일본학생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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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생 박기옥(朴己玉) 이 춘(李光春)을 희롱하자 박기옥의 사 동생인 주고보의 박 채(朴準

採)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붙고 많은 조선학생이 가세하여 싸웠는데, 뒤에도 주 학생

과 주고보생간에 소규모의 패싸움이 일어났다.

  드디어 11월 3일 한쪽은 명치 이요  한쪽은 개천 (음력 10월 3일)에다 성진회 창립 3주년

이 되는 날에 주고보와 주학생간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고보생 16명과 일인학생 16명이 

부상당했다. 고보생 300명은 가두시 에 들어가 조선독립 만세를 외쳤고 농업학생들도 이에 참

여하 으며 시민들도 이에 성원했다. 그리고 주여고보 학생들도 뒤에 참가하 다. 이로 인해 

고보와 농업교는 임시휴업을 시키고, 고보생 300명이 무기정학을 당하고 여고보생 64명이 정학

처분을 받았으며 사범학생 38명은 퇴학처분을 받았다. 일경은 170명을 투옥하고 재 에 회부하

여 징역 선고를 내렸다. 

  주를 발화 으로 국에 번진 항일학생운동은 1934년 까지 이어져서 일제의 간담을 서늘

 했는데, 참가 학교 수는 소학교 54개교, 학교 136개교, 문학교 4개교 고, 참가학생 수는 

5만 4천여 명, 피검자 1,642명, 무기정학 2,330명, 퇴학처분 582명으로서 3․1운동 이후 최 의 

항일학생 운동이었다.8) 

   (3) 백청단 사건

  주학생운동이 국 으로 개되고 각처에서 항일 동맹 휴학이 개되고 있던 시기에 3․1

만세운동에 크게 참여했던 수피아여학교 학생들도 항일 민족운동의 통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것이 백청단 사건이요 열세집 노래요 반일회 활동이었다.

  1930년 2월경 수피아 여학생들이 백청단(白靑團)이라는 비 결사를 조직하 다. 백청단이라는 

뜻은 백의인(白衣人) 즉, 백의민족의 청년들이라는 것이다. 일본경찰의 을 피하기 하여 백청

단 단원들은 은지환(은가락지)을 끼게 하여 서로가 한 단원임을 표시하 으며, 연락사항도 1  1

로만 하 다 한다.

  회원 수는 2년만에 18명이 되었다. 그것은 생명을 내놓는 단체이기 때문에 단원을 넣는데도 

매우 신 했기 때문이다. 기의 회원으로는 조아라, 김수진, 염인숙, 김나열, 최풍호, 최기례, 서

복  등 8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조아라 회장은 단장이었다. 활동으로는 기 을 모으는데 

단원들은 힘썼으며, 항상 태극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장소나 시간에 계 없이 동네 여인들

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을 가르치고 태극기에 한 설명을 하기 해 단원들은 비하

고 다녔다고 한다.  단원들은 샹하이 임시정부의 김 구 선생과 직  편지를 주고받으며 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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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도 백청단이 있었음을 알렸다. 결과는 1932년 12월경 단원 의 한 학생이 사상 의로 가택

수색을 당하게 되어 그 일기장에서 발각되어 이듬해 정월 9일에는 다수가 피검되어 기소유 를 

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는 무기 휴학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조직한 백청단 

사건은 조국독립운동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이다. 이때 시 계획을 주도한 조아라는 비록 일

인들의 지로 시  참가는 무산되었지만 여학생들의 맹렬했던 항일운동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

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백청단 표 던 조아라 여사는 회고록에서 이 게 말한다.

  “1931년 3월 졸업(수피아 고등과)과 동시에 바로 학교의 주선으로 미국 여 선교사(미스 쉐핑)가 

경 하는 이일학교(수피아 , 지  계명여사 부근)에 교사로 취임하 다. 이 학교에는 학령이 과

하여 학교를 가지 못한 사람 는 과부나 이혼녀들이 다니고 있었는데, 수피아를 졸업한 우수한 졸

업생은 거의 한번씩 이일학교의 교사로 재직을 하 었다. 

  그 학교에 취임한지 1년 10개월이 되던 1933년 1월 어느 날 일경은 나를 교단에서 불러내어 연행

하더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었다. 갇힌 이유는 우리의 동지  한 명이 다른 사건으로 가택 수색을 

당했는데, 그의 일기장에서 내가 고3 재학시인 1929년 11월 주학생사건에 참여한 직후 발족된 비

결사에 련된 것이 있어 소  ‘수피아백청단 은지환 사건’의 주동자로 주목받은 것이었다. 이

것 때문에 동문 18명이 연행 조사를 받고, 나는 1개월 후 석방과 함께 교직을 박탈당하고 요시찰 인

물로 낙인 히게 된 것이다. 그 이후로 해방이 된 그날까지 나의 인생항로는 가시밭길로 변하고 말

았다.”9)

   2. 가극『열세집』과 반일회

   (1) 가극『열세집』

  3·1독립운동 이후 1920년경부터 경향각지에서 독립만세를 불 던 감격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을 무렵 수피아에서는 이성은 선생과 여러 선생의 지도아래 「열세집」

이라는 가극을 만들어서 애국 애족의 정신을 고취시켰다.

  열세집의 열 셋이란 조선 십삼도를 말하고 집은 우리 나라를 가리켰다. 긴 머리를 풀고 깨끗

한 흰옷을 입은 아름다운 수피아 학생들이 팔도강산의 모양을 뜬 틀을 고이 가슴에 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오는 무  에 나타난다. 가슴에 안고 고이 간직한 형형색색으로 단장한 땅덩이는 

안에 불이 켜져 있고 겉은 종이로 발라져 있다. 여학생들의 가슴에는 단심 이 팔도의 큰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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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작은집이 연결되어 있다. 이제 한사람이 각 도의 특유한 상징 인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다가선다. 합창이 흘러나오고 여학생들은 땅덩이를 안은 채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앙에 짜여 있는 나라 체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틀의 제 치에다 가져다 맞춰 놓는다. 이제 다

른 도의 음악이 시작되면, 다른 여학생이  나타난다. 이 게 해서 순서 로 팔도강산이 이루어

져 나아간다. 마지막 도를 갔다 부치자 팔도강산이 이루어지면 석의 불은 꺼지고 나라의 땅

덩어리는 오색찬란한 촛불이 켜지고 삼천리반도 수강산 우리 나라의 땅덩이는 단심 을 잡아

당김으로 서서히 공 으로 솟아오른다.

  잃었던 조국강산이 떠오르는 것을 보자 들은 그만 무 감격해서 여기 기서 흐느끼기 시

작하 다. 나라 없는 슬픔에 물을 흘리며 피끓는 민족애가 용솟음 쳐「오원 기념각」안에는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다. 학생들은 음악에 맞추어 가운데로 모 다 가으로 흩어졌다하며 팔도강

산을 추겨들고 춤을 추며 노래하 다. 그때 부르던 노래는 이러한 것이었다.

          열세집

    우리의 웃음은 따뜻한 바람

    훈풍을 만난 무궁화 동산

    빛 나거라(잘 살어라) 삼천리 무궁화 동산

    잘 살어라 이천만의 고려족

    북편의 백두산과 두만강으로

    남편의 제주도와 한라산

    동편에 강원도 울릉도로

    서편에 조선의(황해도) 아름다움을(장산곶까지)

    우리 우리 조선의 아름다움을

    맹호로 표시하니 십삼도로다

    호랑이 잔등 에 올라타고서

    질풍처럼 종횡무진 달려나갈 제

    알 스산맥도 막지 못하고

    태평양 큰 물결도 두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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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여 달려라 용맹스럽게 

    백두산 정기의 힘이 솟는다.

          단심

    단심일세 단심일세

    우리마음 단심일세

    청홍황백 사색 을 곱게 땋아 을 꼬세

    우리손에 갈라잡고

    행보하며 나아갈세

    우리마음 우리정신

    십자가로(태극기로) 단심일세

 

    단심일세 단심일세

    우리마음 단심일세

    뜻과마음 같이하여

    우리 우리 단심일세

 

    항오를 잃지마라

    동서남북 열세집에(여덟집에)

    우리마음 우리정신

    십자가로(태극기로) 단심일세 10)

   (2) 반일회

  수피아여학교에서는 반일회(班日 )라고 하여 반에서 하루를 특별히 모여서 여러 가지 순서로 

하루를 즐기는 행사를 하 다. 개 졸업식 야나 크리스마스 이 에 이 모임을 가졌는데 장발

짱, 베니스의 상인, 바보 온달 그리고 성극 등 학생들이 배운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하

다. 그런데 이 반일회가 ‘反日 ’ 즉 일본에 반 하는 모임이라는 숨은 뜻이 담겨져 있어서, 수피

아의 항일 민족운동의 통을 은유 으로 이어져 가는 훌륭한 행사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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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스보로 홀의 건립

        

   1. 스보로 홀의 건설

  1920년 에도 우리 나라는 교육에 한 인 열망 때문에 각처에 많은 학교가 세워졌지만, 

일제는 조선 교육령을 강화하여 사립학교에 한 규제를 심하게 하 다. 선교부에서 세운 미션

학교도 시설이나 교사나 재정이 열악하면 규제를 면할 길이 없었다. 당시의 형편을 Mission to

Korea 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 까지 미션 학교는 일본 법 아래 활동하는데는 자유로웠지만, 공식인정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

을 받았다. 졸업생들은 공공기 에 취직하거나 상 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곤란을 당하 다. 이

것은 심각한 불이익이었다. 1922년 내지 1923년 에 정부는 사립학교가 지정학교라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새 법령을 채택하 는데, 지정학교 졸업생들은 공립학교 졸업생들과 거의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이었다. 지정학교가 되기 해서는 건물, 시설, 교사진, 교과과정에 있어서 엄격한 요

건을 충족시켜야했다. 

  선교회는 곤경에 빠졌다. 5개 선교부에 있는 10개 학교 부가 재정과 인력면에서 지정학교로 지

정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차선책은 몇몇 학교의 고등과를 없애고 다만 2개의 고등학교만 지정되

도록 노력하거나 는 그러한 지정이 가져올 수 있는 특혜를 포기하고 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1923년 연례회의에서 많은 토론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 다.

  그 결정사항은 막 한 재정이 요구되고 교사확보의 고난과 후원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남

녀 각각 한 개의 지정고등학교만을 선교회 안에 두도록 추천한다.

  남학교의 소재지는 주에 두고 여학교는 주에 두기로 했다. 나머지 학교들은 고등과를 없애도

록 지시하 다…… 그러나 이 두 개의 학교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기간 노력이 필

요했다. 첫째로 시설, 건물, 교사진 면에서 상당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했다. 1927년에 주수피아 학

교는 미국 장로회의 부인 도회로부터 생일헌  사업비로 보조받았다. 이 막 한 기부 은 스보

로 홀이라는 새 건물과 체육 , 음악   놀이공간과 운동장 정지작업을 가능하게 하 다. 그 해에 

유화례(Florence Root) 선교사가 학교 교사진에 합류하기 하여 주에 도착했고, 미국의 Agnes

Scott 학과 Columnbia Teacher's College를 졸업한 김필례 여사가 교감이 되었다.

  주의 신흥학교는 1928년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시에 사는 Lunsford Richardson 여사가 

리차드슨 홀의 건립을 한 기 을 제공함에 따라 건물 확장공사를 시작했다. 1930년에는 그 가정에

서 보낸 다른 기부 이 체육 을 한 비가 되었다. 1926년 W. A. Linton목사가 군산에서 와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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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직을 인계 받을 때까지는 F. M. Eversole 목사가 이 학교의 교장이었다.11)

  의 기술에 의하면 공립학교와 동일한 우를 받는 ‘지정학교’를 세우기 해서 남장로회 선

교회에서는 5개 선교부의 남녀 학교 10개 에서 남학교는 주 신흥학교에 고등과를 설립하고 

여학교로는 주 수피아여학교에 고등과를 두기로 결정하 다. 그리고 수피아 여학교는 미국 장

로회의 부인 도회로부터 기부 을 제공 받아 본 인 스보로 홀과 체육 과 음악 (특별교

실)을 건축했고, 한 운동장을 정지작업 하 다는 것이다. 한 미국 장로회의 부인 도회에서 

발행한 The Birthday Book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제니 수피아 학교, 1927, 1947.

                                    ( 스보로 홀) 

  1927년 최 의 생일 선물은 결정 인 필요에 의해서 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해

하기 해서는 몇 년 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국은 국과 일본 사이에 치해 있었기 때문

에 항상 강 국들의 지배를 받아야 할 험에 처해져 왔다. 1910년 한일 합방이 된 후 일본은 군정

을 설치하고 9년 동안 한국은 외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33인으로 구

성된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그  15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 몇 달 동안 공포가 가득했

고 수 천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러나 최후로 나타난 두 가지의 목할 만한 은 해진 일본 

정부와 기독교인들에 한 증가된 존경의 빛이었다. 

  별로 기 하진 않았지만  하나의 상은 온 나라를 울린 교육에의 열망이었다. 국립이든 종교의 

지원을 받은 학교든 학교는 배우기를 열망하는 학생들로 가득 찼다. 

  교육문제는 항상 미국장로회 한국선교에 있어 가장 기본 인 이슈가 되어왔고, 그래서 각 선교부

로 기독교 학생을 한 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 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서민 계층이어서 일본인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이들이었다. 한 이러한 미션 스쿨의 목 은 도하는 것보다 크리스찬 학

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을 두었다. 

  그러나 1920년에는 어떤 미션 스쿨도 인가를 받지 못했다. 과거 통치했던 어떤 정부에서도 사립 

학교의 승인을 거부했으며, 승인된 교육기 에서 종교에 해 가르치는 것을 지했었다. 그 게 미

션 스쿨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 채 운 되어 왔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이미 있던 사립학교로 하여  정식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것은 정부가 세

운 학교 졸업생들과 같이 사립학교 졸업생들도 특권을 릴 수 있도록 함이었다. 학교는 필요한 학

교 건물의 수, 교구, 교사진, 그리고 교육과정 등을 놓고 제한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반 종교법은 

학교에서 종교와 성경을 가르치는데 좀 더 느슨해졌다. 그러므로 최  미션 스쿨들은 사회와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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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크리스찬들이 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선교회에선 이러한 10개의 학교가 모두 다 승인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자 

택일을 해야했는데, 고학년만 어떤 학교에 놓아두고 승인된 두 학교로 나머지 학생들을 모으게 하든

지 우등생들만 월반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 로 10개의 학교에 남아  있든지 하는 것이었다. 종교계

에선 승인된 두 학교만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학교는 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주에 있는 남

학교와 라남도 도청 소재지인 주에 있는 여학교 다. 

  여성들을 한 교육이 한국 사회에선 문제 고 가장 필요한 사항이었다. 통 인 체제에서는 여

자아이들을 한 어떤 교육 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부분의 부모들도 딸아이를 교육시킬 필

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남자들은 증가 인 추세로 교육받은 여성을 선호하게 되었고, 배우지 

못한 여성들이 무식하다는 이유로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크리스찬 여성들을 한 교육은 보다 활기에 넘쳤다. 왜냐하면 다른 동양권에서와 마찬가

지로 한국 여성들은 통 으로 격리되어져 왔고, 기독교로의 향은 주로 남자들에게 주어져 왔었

기 때문이었다. 1919년 에는 교회에 나오는 여성들이 조 씩 이어져 왔으나 1920년 독립운동이 일

어나고 교육에의 열기가 생겨난 후에는 여성들도 남자들과 동일한 신앙 부흥운동을 경험하게 되었

다. 1927년경 한국 교회는 60％가 여성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교회에선 이런 여성들을 남자들이 잘 

갈 수 없는 곳에 소식을 한다든지 자 을 한다든지 하며 지내게 했다. 목사와 평신도들도 그들

의 믿음과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믿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므로 무식하다고 이혼하는 경

향을 지하고, 교회에 교육받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종교계에서는 크리스찬 교사

들과 가정주부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미션 스쿨을 유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선택된 여학교로는 주에 있는 제니수피아여학교 는데 그것은 1908년에 설립되었다. 종교계의 

결정이 두 학교로 났을 무렵 학교의 모든 장비와 교구는 부 합했다. 겨우 세 개의 교실만이 책상과 

의자가 들어갈 정도 고, 다른 교실들은 무 어 배도 마루 바닥에 앉아서 볼 정도 다.

만일 정부에 의해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면 비해야할 물건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종교계에

서는 교회에 다니는 여성들을 도와주자고 호소했으며 그리하여 1927년 한국의 크리스찬 여학생들을 

교육시키고자 제니 수피아 여학교를 결정하게 되었다. 

  주 미션 고등학교는 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여자들에게 교육의 불을 지피게 되었으며 음악

실, 가사실, 과학실, 교무실들이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그것은 으로 새로 지은 건물과 미국으로

부터 받은 장비 때문이었다.  

  종교재단에서는 58,875달라를 받게 되었다. 이 돈으로 그들은 Winsborough Hall을 짓고 교실과 체

육 을 짓게 되었다. 남은 자 으로는 몇 에이커의 논과 밭을 사서 운동장으로 쓸 수 있게 했다. 

  1937년 모든 사립학교들이 신사참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선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하느니 차

라리 폐교를 하는 게 낫다는 결정을 보게 되었다. 부분의 학교에 이 결정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었는데, 수피아만은 세 분 선생님들이 주동이 되어 계속 학교 수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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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ence Root 교장 앞에서 이러한 방해공작은 거의 폭동에 가까우리만큼 일어났고 호남교회 지도자

들은 학생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설득작 을 폈다. 

  2차  동안 모든 선교단체들이 본국으로 불려가 있는 동안 학교는 일본인들이 사용했고 모든 

교구는 엉망이 되었다. 그러나 1945년 12월, 해방 후 겨우 4개월이 지난 뒤 졸업생들과 목사들이 학

교를 재건하게 되었다. 선교단체들이 1947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수피아가 쟁 후 이 나

라에서 최  교육기 의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1948년 있었던 세계 선교단체 보고서에

는 미션스쿨을 짓는 것이 하나의 목 이라고 하는 훌륭한 교장 선생님 에서 수피아학교가 스보

로 홀에서 이 지고 있다고 고 있다. 

  1947년 인 보수가 있었고 배실을 짓게 되었다. 

  1950년 7월 23일에서 9월 30일까지 주에 공산당의 령기간 동안엔 수피아의 모든 것들도 인민

군에 령당했다. 그러한 마찰이 있은 후 수피아는 계속 문을 열 수 있었다. 

  한국 선교단체에 의해 세워진 제2의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수피아는 이제 성장한 딸들이다. 

 한국 교회의 독립 인 지원아래 호남 기독학원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정신을 이어받아 계

속 성장해 가고 있다. 2,600명이 넘은 학생들이 입학 차를 밟았는데 부분 주나 주 근교의 여

자들이었다. 교육과정은 성경을 비롯해 국어, 어, 사회, 수학, 과학, 물리, 음악, 미술, 가정, 윤리 등

이었다. 간호학교도 최근 설립되었다. 스보로 홀은 아직도 수피아 여 의 교실로 쓰이고 있다. 학

교 설립 목 도 1927년 때와 같이 유지되고 있으나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지도하는 것에 

을 두고 있다.12) 

  

  이 기록에 의하면 수피아 여학교의 본 인 스보로 홀은 1927년에 미국장로회의 부인 도회

에서 스보로 여사가 주동이 되어 생일헌  사업비 58,875달러를 기증함으로써 건립되었고, 체

육 과 음악 과 운동장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스보로 여사는 1930년에 수피아를 방문

하 다. 

  그 에 스보로 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붉은 벽돌집으로서 매우 아름다운 양옥이다. 남

장로회 선교사 에 건축을 공한 서로득(徐 路得, Swinehart) 선교사가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 신흥학교의 리차드슨 홀도 꼭 같은 모양이었으나 이곳은 화재로 소실되어 지 은 

스 로 홀만이 남아 있다. 

  스보로 홀은 건축면 이 699평방 미터이고 연건평은 1,414.5평방 미터의 작은 규모이지만 매

우 견고하게 건축하 기 때문에 70년의 세월 속에서도 교실과 복도와 계단이 아무 이상 없이 사

용되고 있다. 1층은 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복도가 있어 앞쪽은 사무실과 교실로 되어 있고 

뒤쪽 앙은 강당으로 꾸며져 있어 배처소로도 쓰여졌으며 양 에는 교실로 되어 있다. 해방 

후에 학생수가 많아지면서는 체육 을 강당으로 활용하고 강당은 교무실로 바 었다. 강당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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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으로 올라가는 2층은 강당자리를 제외하고 복도 앞뒤로 교실이 배치되어 있다. 모두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지만 지 도 삐걱거리는 소리하나 안 나는 견고한 건축이다. 지하실은 앞쪽만 

되어 있는데 보일러실과 공작실 등으로 되어 있고, 그 때 이미 수세식 양변기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1911년에 건축된 스피어 홀이 회색 벽돌의 양옥으로 지 도 여고의 특별교실로 사용되고 있으

며 1927년의 스보로 홀은 학교의 본 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 두 건축물은 수피아의 역

사와 통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거울이요 문화재로 남아 있다.

  한편 그 때 지어진 체육 은 100여 평의 단층 건물로서 농구, 체조, 무용 등의 수련장으로 쓰

여졌고  특히 오랜 세월동안 강당으로 활용되고 채 장소로 유익하게 사용되었다. 이 체육 은 

오랫동안 수피아의 자랑인 농구부에서 썼으나 지 은 거 한 강당과 체육 이 건설되었기 때

문에 ‘우천 체조장’이라 불려진 내력이 있듯이 체조와 무용 등을 해 사용된다. 많이 낡았지만 

이것도 수피아의 역사를 증명해 주는 시설이다. 

  한 스보로 홀 에 세워진 음악 (별 )은 건축면  300평방미터에 2층 건물로 연건평은 

600평방미터의 작은 건물이다. 앙 에서 왼쪽은 음악실로 되어있고 오른쪽은 가사실습실이

고, 2층은 과학실로 꾸며져 있는 특별교실을 수피아는 일 이 마련한 것이다. 해방 후에 이 별

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 지만, 당시에 이미 피아노 연습실이 여러 개나 설치되었음을 볼 

때 수피아의 음악  통을 이해하게 된다. 2층 의 다락방에는 오르간 연습실이 마련되어 있어 

수피아 출신들은 찬송가를 칠 수 있어야 한다는 선교사들의 교육방침을 알게 한다. 

  아무튼 스보로 여사가 주동이 되어 미 남장로회 부인 도회에서 기  5만여 달러를 기증해 

주어 스보로 홀 등 역사 인 건축을 함으로써 수피아여학교는 고등과 4년제로 폐교 때까지 성

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피아여학교는 1910년에 부임한 구애라(具愛羅, Anna McQueen) 교장이 오랫동안 학교 성장

에 이바지했고 1924년에는 마정원(馬貞媛, M. Martin) 교장이 책임을 맡았으나 곧 그만두고 1924

년 4월에 김아각(金雅各, Dr. D. J. Cumming) 교장이 부임하여 스보로 홀을 건축하는 등 학교발

에 기여했다.

   2. 1920년 의 교직원과 졸업생

  1920년 의 교직원과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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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마정원 (Miss. Margaret Glasgow Martin)

   노몌의 (Mrs. Robert Knox, nee Maie P. Borden)

   오거진   박옥신   박경애   정순복   김순성   김인빈   김순보   

   김양순   김재은   이성은   박애순   진신애   표재    신도인 

○ 졸업생

1919. 3. 고등과 제5회 졸업생

       홍순남, 홍승아

1920. 3. 고등과 제6회 졸업생

       김양순, 최 숙(최수향)

1921 - 1924년까지 졸업생 없음  

1925. 3. 고등과 제7회 졸업생 (7명)

       김 정, 양명순, 유순덕, 이 희, 이은혜, 임원림, 조윤순

1926.   졸업생 없음

1927. 3. 고등과 제8회 졸업생 (6명)

       김자 , 송수만, 최경애, 최선희, 배귀례, 조명옥, 배인애, 조은례

1928. 3. 고등과 제9회 졸업생 (3명)

       양삼성, 주 옥, 장원례

1929. 3. 고등과 제10회 졸업생(6명)

       김윤례, 김 순, 박경자, 박 민, 변말희, 정마리아,

1930. 3. 고등과 제11회 졸업생(3명)

       김순심, 이복임, 김숙신

 



- 49 -

                          제 4 장  수피아의 생활 이야기

   1. 수피아여학교의 생활모습 

  수피아여학교에 련된 생활 이야기와 에피소드를 몇 가지 어보기로 한다.13)

   (1) 문맹타 가

  수피아학교에서는 학교창설 후 곧 우리 을 아끼고 사랑하며 써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쳐 왔다. 여름방학이 되면 하기 사 나 계몽 를 조직

하여 농어 에 나아가 는 고향 교회에 돌아가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에게 한 을 가르치고 문

맹퇴치, 농 계몽에 헌신 사하는 것이 하나의 통이기도 하 다. 

한 우리말을 고운말로 다듬기에 노력하여 왔으며 지  학교 학생들이 가슴에 차고 다니는 

교표에는 ㅅ ㅜ ㅍ ㅣ ㅏ 라는 풀어 쓴 이 들어 있다. 그때 부르던 문맹타 가는 다음과 같다.

     일.  귀 있고도 못 들으면 귀머거리요, 입 가지고도 말 못하면 벙어리라지

         뜨고도 못 보는 의 소경은, 소경에도 귀머거리  벙어리라.

    이.  듣는 신 보란 을 보도 못하니, 귀머거리 이 아니고 그 무엇이며

        말하듯이 써 낼 을 쓰도 못하니, 벙어리가 이 아니고 그 무엇이뇨.

    삼.  남과 같은 과 귀 입 다 가지고서, 한평생 이 설움을 어  받으랴.

        알기 쉬운 우리 을 맘만 있으면, 아무러한 둔재라도 다 깨치리라.

    사.  낫 놓고 ㄱ자를 가 모르니, 창앳등 ㄴ은 로 알리라

        자들고 세로 재면 ㅣ자가 되네, 홍두깨 가로 노면 ㅡ자가 되네.

    오.  질맛가지 ㅅ에 코뚜  ㅇ, 지겟다리 ㅠ자를 뒤집은 ㅛ자

        고무래 쉬고 보고 ㅜ자가 되고, 거꾸로 놓고 보니 다시 ㅗ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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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세 발 가진 쇠시랑을 ㅌ자라면, 자루 빠진 연 감개는 ㅍ되리라

        ㅋ은 두발 가진 모지랑 칼퀴, 허리 동인 쪽집게는 ㅂ이로군.

    칠.  팔다리 벌리고 선 ㅅ보아라, 뱀처럼 몸을 서린 ㄹ도있네.

        측량  벌려 노니 ㅈ 자로세, 동이 에 솥뚜껑은 ㅎ아닌가.

    팔.  꺾쇠는 ㄷ인데 모말은 ㅁ, 문고리가 가락진가 ㅇ자로세

        에 띄는 물건마다 자로 뵈니, 아무리 잊으려도 잊히지 않네.

    구.  낫처럼 생긴 ㄱ지렛다리 ㅏ로 맞춰 놓으면 ‘가’자가 되고

        모말 같은 ㅁ을 그 에 면 새빨간 먹기 좋은 감자가 된다.

    십.  꺽쇠 같은 ㄷ과 명ㅗ 그를 아래로 이어 노니 ‘도’자 아닌가

        창앳등 ㄴ을  이어 놔라. 죽을 놈도 살려 내는 돈이란 자다.

  십일.  이와같이 이러 리 둘러 맞추면, 입으로 하는 말은 못쓸 것 없네.

        하루 한자 이틀 두자 새새틈틈이, 이러구러 익  가면 나  다 알리.

   (2) 모퉁이돌  

  스보로 홀은 수피아 여학교의 본  건물로서 빨간 벽돌로 된 아름다운 서양식 건물이다. 건

축 기 을 기증한 미국장로교 부인 도회의 간부 던 스보로 여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

다. 그들은 생일헌 을 모아서  유익한 사업을 하 는데 1927년에는 정부의 지정학교가 되기 

해서 모 을 청원하던 주의 수피아여학교에 5만여 달러를 기증한 것이다.

  그런데 스보로 홀의 건축을 기념하여 모퉁이 돌(corner stone)이 놓여졌는데, 그것은 지  본

에  남아 있다. 그 뒤 교회와 같은 식 건물에는 으례이 모퉁이 돌 즉 머릿돌이 놓이게 된 

것이다.

   (3) 1호생 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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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3년 수피아 고등과에는 각 학교 보통과를 나온 학생으로 각기 자기 학교에서 성 이 1등인 

학생 열 한 사람이 모여 있었다. 이 게 우수한 학생들이 모 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항상 90

짜리가  5, 6명이 넘었다.

   (4) 미션학교 연합경기

  남장로교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는 미션스쿨이라고 부른다. 교육을 통하여 선교활동을 겸하

여 하기 때문에 해방 까지는 미션스쿨, 믿는 학교, 종교학교, 교회계통학교 등으로 불리었다. 

해방 후에는 선교의 목 보다는 교육의 본래의 목 을 가지게 되었고 기독교학교 는 기독교주

의 학교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남장로교 구역 내에는 목포정명, 주수피아, 주기 , 군산멜볼딘, 순천매산 등 여러 

여학교가 있는데 때로 연합경기를 가지고 친목도 하고 연락도 긴 히 하 다.

  이 연합 경기는 주에서 주에서 목포에서 이 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가졌는데 늘 수피아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나 에는 무 미안할 정도 다. 호남여자 농구 회라고 해서 농구시합을 

하기도 했다. 해방 후에도 체육뿐 아니라 웅변 음악 등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에 있던 이 

경기를 부활시켜 계속하 다.

   (5) 44년 의 공부

  1919년 기미만세운동이 있은 후 몇 년 동안은 졸업생이 없을 때도 있었다. 고등과는 1918년에 

4회가 나온 후 1919년 기미독립운동이 일어난 때부터 1924년까지 5년간에 두 번 졸업생을 냈는

데 졸업 년 월 일은 확실치 않으나 고등과 5회가 2명, 6회가 2명 이 기간에 마쳤으니까 결국 

1921년부터 1924년까지 4년간은 고등과 졸업생이 없었던 것 같다.

  이것은 아마도 수피아의 선생과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거의 8,90명되는 학생들이 원 3·1운동

에 선 을 섰으며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홍숭애 1명 외에는 23명 원이 4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 징역을 언도 받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감옥에 간 후에는 학교에 하여서도 간

섭과 탄압을 심하게 하 고 학생들의 뒤에는 형사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고 감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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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 무렵의 교육과정

  수신,  성서,  국어(일어),  선어(조선어),  수학,  역사,  지리,  이과,  어,  도화,  음악,  가

사,  재 수 (자수),  체조

   

  성 : 갑 90  이상, 을 80  이상, 병 70  이상, 정 60  이상, 무 59  이하

  수는 각 과목을 합계해서 합계 몇  평균을 갑, 을, 병 등으로 석차를 내고 평 에 최우    

등으로 표시하 다.

  1년을 3학기로 나 고 학년  출석일수가 180일이었다.

  

   (7) 긴 댕기

  1920년  후 주 양림동에는 수피아학교, 숭일학교, 제 병원, 이 게 세 기 이 있었다.  그

리고 선교사들이 사는 동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새로운 문화에 하여 

민감하 고 모든 일에 이 여러 기 이 다같이 력하여 잘 해나갔다. 수피아여학생들은 긴 머리

댕기를 하고 다녔다.

   (8) 해외유학

  수피아 졸업생 에 우수한 학생은 국내는 물론 가까운 일본에 보내서 계속 공부를 시켰다.  

김양순을 일본 교  도오지샤 학 (京都 同志社大學)에 유학시켰고 그 밖에 나고야(名古屋)에 

있는 성여자 문학교, 고등여학부에도 유학을 시켰다.

   (9) 머리 팔아 헌

  1923년 에 남문밖교회에서 분립한 양림교회를 짓게 되었다. 교인들이 자기의 가산을 팔아서 

넘치는 헌 을 하 다. 수피아 학생들도 자기들의 머리를 잘라서 팔고 은반지들도 팔고 먹는  

에서 조 씩 축도 하고 해서 교회 건축하는 일에 성의를 다해 헌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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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생활

  수피아학교 건물가운데 조그마한 집으로 오랫동안 옛 모습을 그 로 간직하여 내려오는 집이 

있다. 우천 체조장(구 체육 ) 바로 에 있는 양철집인데(뒤에는 양호실로 사용하다가 철거) 여

기가 생활 이었다. 매일학생(Day Student)들이 졸업하기 에 10일간씩 숙식을 같이하면서 가

정생활방법과 법을 실습하 다.

   (11) 찬양

  미스 루트 (유화례 Miss Root)는 1926년에 처음 한국에 나오자 수피아여학교에서 음악을 가르

쳤다. 목소리가 아름답고 피아노를 잘쳐서 학생들에게 단히 인기가 있었다. 그는 교회 배나 

학교 채 을 돕기 하여 찬양 를 조직하고 합창을 지도하 다. 그래서 평소에 쌓은 실력을 극

장에 출연하여 일반에게 공개도 하 다. 이 게 수피아는 음악 잘하는 학교로 알려졌다. 이 때 

학생으로 있었던 오경심은 음악에 천재 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단연 월등한 

두각을 나타내었다.

   (12) 하령회 (夏令 )

  여름철이 되어 학교가 방학하게 되면 방학을 뜻 있게 보내고 심신의 단련과 정신수양, 신앙의 

향상, 침묵과 사 등을 목 으로 하령회로 모이는 일이 있었다. 강사를 교섭하고 합숙 비를  

하며 진행순서를 정하여 유익하고 의미 있는 회합을 가졌다. 개는 교회를 심으로 해서 모

으며 신흥학교나 숭일학교, 양림교회 청년들과 연합으로도 가졌다.

   (13) 처음 철도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철마가 달리기 시작한 것은 1899년 서울 인천간의 경인선이 맨 처음이

라 하겠다. 그 후 주에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온 1904년에 경부선이 개통되었고 에서 목포

까지의 호남선이 개통된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1914년이었다. 호남선이 개통 된지 다시 10여 

년이 지난 1927년 수피아의 스보로 홀이 설립되던 해에 송정리에서 주까지 철도가 들어왔

다. 그러나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으며 송정리까지 나가서 많이 이용하 다. 이 해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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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약 15,000명 가량 되었고 교회는 세 곳, 교인은 1,500명 가량 되었다.

   (14) 가사실 도안

  스보로 홀이 완공된 후 1928년경 가사실을 새로 꾸미는데 있어서 도안과 소요되는 모든 경

비 등을 계산하도록 하 다. 가사실 도안을 학생들에게까지도 모집하여 많은 학생이 여기에 응

모하 다. 학교의 모든 계획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로 학생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채택하는데 

노력하 던 것이다. 그 때의 가사선생은 김필례 선생이었으며. 이 때 이 가사실 설비를 한 도

안에 이복임이 당선되어 상 도 탔다.

   (15) 부여 수학여행

  1928년 가을에 처음으로 부여로 수학여행을 갔다. 주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는 엄두도 못 낼 

때 이런 일을 시작한 것은 획기 인 일이었다. 그때 구애라 교장은 수학여행 자체는 찬성하 지

만 여학생들이 멀리 출타하는데 하여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특히 인솔자가 김명신 선

생이었는데 남선생이 여학생과 함께 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 다. 그래서 “김 선생은 어디서 자

요?” 하고 묻기도 하 다.

  백제의 고도 부여의 백마강과 삼천 궁녀의 설이 얽힌 낙화암이며 참으로 학교 안에서 배우

던 좁은 지식을 넓은 천지에서 민족의 오랜 유산과 더불어 호흡할 수가 있었다. 이 게 해서 이

후에는 졸업반이 되면 서울로, 경주로, 부여로 수학여행을 통하여 많은 경험을 쌓아갔다.

   (16) 하모니카 밴드 

  모든 면에 두각을 나타낸 수피아는 그 에서도 음악에 뛰어난 재주를 보 다. 그리고 무엇이

고 남보다 앞서 시작하 다. 1928년 수학여행을 다녀와서는 하모니카 밴드를 조직하 다. 제각기 

하모니카 하나씩을 비하여 개인 으로 연습한 후 김명신 선생의 지휘에 맞추어 합주를 하 는

데, 아름다운 멜로디로 모든 사람의 흥을 돋구었으며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큰 역할을 맡아 

행사를 더욱 빛내곤 했다. 이 게 해서 학생들은 음악 인 소질을 키워갔다.

   (17) 8도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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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피아의 교표는 수피아 정신의 상징이다. 1928년에 김명신 선생의 고안으로 된 학교의 배지

(Badge)를 1928년 부터 착용하게 되었다. 모양은 하트형으로 되어있고 그 안에 동그란 원 속

에 S형의 태극으로 왼편이 빨강, 오른편이 랑으로 갈라져 있었다. 빨강은 정열과 열심, 랑은 

순결과 희망을 표시했다. 가운데 촛불이 있는데 촛불 빛은 여덟 개로 이것은 우리 나라 팔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수피아의 亞자가 가운데 촛불 에 있었다. 이것은 십자가를 나타냈다. 태극은 

국가와 민족정신을 표시하고 빨강, 랑 두 가지 색을 교색(학교의 색깔)으로 정하 다. 십자가

는 그리스도 정신, 등불은 사정신을 나타냈다. 이 배지를 만든 후 김명신 선생은 여러 차례 경

찰서에 불려가서 왜 태극기를 넣었느냐고 추궁을 받았다. 그 때마다 이것을 꼭 태극으로만 보느

냐, Speer의 s자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함으로 그들의 입을 하기도 하 다. 

  이 해 교복도 제정하 는데 오동색 고리에 검은 통치마 다. 교복의 색깔에 해서도 오동

색 고리가 문제가 되었다. 왜 무궁화 색깔로 했느냐는 질문에 하여 “오동색을 꼭 무궁화 색

깔로만 보느냐, 이것은 희들이 좋아하는 등꽃 색깔이다.” 라고 그들의 간계를 피하기도 하 다. 

일인 경찰 들은 “당신의 이론에는 당해 낼 수가 없다.”고 하면서 무사히 돌려보내기도 하 다.

  이 배지는 1928년부터 37년 신사참배로 폐교가 될 때까지 10년간을 썼다. 처음에 크기가 좀 

컸었는데 후에 조  작아졌다. 수피아 여학교의 배지는 참으로 의미가 심장한 것으로 학생들 마

음속에 나라와 학교와 그리스도를 넣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18) 주 선 가

  1928년 외일보사가 주최가 되어 주 선 가를 모집하 다. 이것은 발 하는 주의 약진상

과 이 고장을 리 알리고 선 하기 한 것이었다. 이때 수피아 2학년에 재학 이던 이복임

(뒤에 순천 제일교회 도사)이 당선되었다. 주는 당시 인구 25,000명의 군 소재지 다. 그 후

의 주변천을 보면 1931년에야 비로소 읍이 되었고 1935년에 부가되었다가 해방이 되고 한민

국이 수립된 후 1949년에야 시가 되었다.

   (19) 교내 Y. W. C. A

.

  학교에는 여러 가지 학생들의 클럽이 있어 풍부한 경험과 단체 인 훈련을 통하여 지도자의 

소질을 길 다. 그 에는 여자 기독교 청년회 (Y.W.C.A.)가 있어서 그 안에 각부를 두고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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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을 하 다. 목요일 아침에는 체육부, 지육부, 문 부 등이 있어서 웅변 회, 음악회 등 여

러가지 행사도 가졌다. (문 부에서는 문 종이라는 신문도 냈고 체육부에서는 야구, 정구, 배구, 

농구 등 네 가지 에 무엇이고 한가지는 기어코 택하도록 하 다.) 모든 것은 학생들 자발 으

로 하게 하 고 입학과 동시에 Y.W.C.A.회원이 되었다.

   (20) 1930년 직원

   김아각 (교장),   김명신   조상한   최병련   김승찬   홍창권   쓰다긴베이

   유화례   사구마시스   김필례   김은자   김해경   정춘례  조진여   (이상 15명)

   (21) 석발미

  지 부터 40년  1929년경에는 돈은 엽 , 동 , 종이돈(1원 짜리) 등을 썼다. 10원짜리 종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이 뒤를 따라다닐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었다. 그 때 보통 

은 한 말에 90 이었는데 석발미는 1원이었다. 석발미는 일일이 돌을 가려내서 돌이나 티가 

하나도 없는 이었다. 기숙사 밥도 차별이 있어서 밥은 4원, 잡곡을 섞으면 3원, 2원 이 게 

등 이 있어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 돈을 내고 밥을 먹었다.

   (22) 10년 안 가서

  1930년에 어느 학생이 머리를 짧게 자른 일이 있어서 이것이 직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다.    

그 때 어떤 직원이앞으로 10년 안 가서 머리 안 깎는 학생이 문제될 것입니다.라고 하 다.  

이 말 로 지 은 머리를 길게 하고 다니는 학생이 문제이다. 그 후 그 직원의 말 로 머리가 

문제가 되어 가끔 아침에 등교를 할 때 생활부원들이 가 를 가지고 지켜보다가 머리가 긴 학생

의 머리를 사정없이 잘라놓았다.

   (23) 주좌, 제국

  1930년경까지는 주에 주좌라는 극장이 있었고 그후에는 이것이 없어지고 제국 이 생겼

다. 주좌는 지  여명식당 자리이고 제국 은 동방극장(  무등극장)자리에 있었다. 이곳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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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당시 이 고장에 신문화를 처음 받아들인 교회 청년들과 일  개화에 뜬 청년들의 활동무

다. 주좌에서는 1921년에 김필례 등이 주에서는 처음으로 유치원을 시작하 는데 수피아

학생들이 자선음악회를 열어 기 을 모으기도 하 다. 그 때 양명순 배은혜 등이 듀엣(duet)으로 

활동하여 명성을 떨쳤다. 청년들은 악단이나 연극 등을 꾸며 공연을 하여 자선사업이나 사회사

업에 기부하기도 하 다. 제국 으로 바  후에는 나운규가 열연한 ‘아리랑’ 등의 무성 화가 상

되어 인기를 모으기도 하 다. 그 지만 그 때에도 여학생들에게는 엄 하게 입장을 하 으

므로 학생들은 얼씬도 하지 않았다.

   (24) 사탕가루로 바른 음악실

  스보로 홀과 우천 체육  특별교실 등은 당시 한국에서 가장 잘 지어진 식 건물들이었

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갖추어진 시설도 훌륭했다. 여성을 한 교육 인 도구가 많이 갖추어

져 있었다. 재 실에는 재 틀이 50  가량 있었고 가사실에는 요리 가 역시 50 나 되고 도서

실에는 책을 많이 비해 두었고 음악실과 기악실에는 피아노, 풍 이 있었다. 특히 기악실 벽을 

바를 때 사탕가루를 넣어서 바르면 소리가 새지않는다고 해서 벽마다 사탕가루를 발랐다고 한

다.

   (25) 2,500명 의 한 사람 

  1930년에 한국의 인구는 2천만 명이 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때 천 삼백만명이던 우리 동포가 

20년간에 칠백만명이나 늘어났다. 그 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사람 즉 교육인구는 체 인구에 

비하여 아주 었다. 등학교도 그 수가 얼마 안되었으며 더욱이 등 이상의 학교는 손꼽을 

만큼밖에 없었다. 등이상의 학교 에서도 여학교는 가뭄에 콩 나듯 하 다.  인구 에서 

교육인구가 무 은데다가 그 은 교육인구 에서도 교육을 받고 있던 여성의 수는 2,500명

에 하나 밖에 안되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늘 선생님들이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은 2,500명 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에 하여 책임이 있다. 민족을 하여 일해야 하며 우리 나

라의 독립을 하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 게 말 하셔서 참으로 민족 인 사명이 두 어깨

에 메어져 있음을 자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장래의 그날을 하여 실력을 길 다.

   (26) 소 보다 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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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피아의 기숙사 생활의 표어는 “고생을 시켜야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다. 꽁보리밥에다 김치

도 없을 때가 많았고 어쩌다 김치가 나와도 어 나 매운지 물이 쏟아져 못 먹을 정도 고 간

장은 맹물같았고 에 깨, 고춧가루를 둥둥 띄워 놓았다. 집안식구를 만나면 “자기들만 잘 먹고 

살고 나는 안주고...”하면서 자꾸만 울었다. 그래서 “소 보다 짠 건 뭐? 수피아 기숙사 김치”라

는 말이 생겼다. 그런데 수피아 기숙사에서 그런 밥을 일년만 먹고 나면 이 안보일 정도로 살

이 쪘다.

   (27) 보청기를 단 노메의 선생

  노메의 (Mrs. Robert Knox, nee Maie P. Borden)선생은 귀가 잘 들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늘 보

청기를 가슴에다 넣고 다녔다. 그런데도 어를 가르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음을 고쳐주었

는데, 입만 보면 발음이 잘못되었는가 잘되었는가 알아버렸다. 한 항상 입을 크게 열고 발음하

도록 가르쳐주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화를 어로써 이야기하도록 하는 에 자연히 

어공부가 되도록 실제 교수법을 실시하 다. 그리고 가끔 어 웅변 회 같은 것도 개최하여 

어실력을 길러주었다. 옛 동창들이 지 도 어발음이 좋고 어를 잘하는 것은 노메의 선생

의 교육이 지 않게 향을 끼친 까닭이다.

   (28) 은지환

  1925년경부터 오동색 고리에 검정치마를 입기 시작하 는데 이것은 무궁화색을 나타낸 것이

다. 학교 마 - 크에는 심장 속에 태극기를 그렸고 그 속에 촛불을 넣어 만들었다.

  1930년경부터는 은지환을 끼게 했는데 이것은 백청단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그 동지임을 나타

냈으며 이것은 항일투쟁 단체 다.

  1932년 12월 단원 의 표인 조아라 여사가 사상 의로 가택수색을 당하 는데 그 때 일기장

이 발견되어 1933년 정월 9일에 다수가 검거되었으며 기소유 를 당하고 학교도 무기휴학이 되

었다.

  신사참배문제로 찬성 , 반 가 있어 시민 회까지 연 일이 있었고 검거된 사람이 이십 여

명이 되었는데 구까지 가서 재 을 받았고 그 때 송화식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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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목포에서의 음악회

  주에 있는 야마도여학교(일인학교), 아사히여학교(지  남여고), 목포여학교 등이 한해에는 

주에서,  한 해에는 목포에서 3월 3일날(히나마쓰리라고해서 일본인들의 명 날) 음악회가 

있었다. 수피아는 오동색 고리 검은 치마를 입고 나가서 독창, 합창, 피아노 모든 면에 단연 

비교도 안될만큼 월등한 실력을 과시했다. 기고만장하던 당시의 일인들도 음악회 때만은 ‘수피

아에게는 못해본다’고 실토하는 것이었다. 인솔하고 갔던 김명신 선생은 무 기쁘고 감격스러

워서 강당 뒤에서 물을 흘렸다.

    

   (30) 엄격한 교육  

  해방  한국여성들은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1920～1930년 는 개방  새로운 물

결이 이제 조 씩 려오고 있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의 통에 려있던 때 다. 여학교교

육도 엄격한 면이 많이 있었다. 그 에서도 차칸에서 남자 에 앉을 때에는 무릎 에다 종이 

한 장이나 책 한 권이라도 끼우고 앉을 것과, 출가한 후에는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서 반드시 시

어머님 방에 먼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김필례 선생의 교육은 그야말로 시집가서 살림하며 시부모님 공경하고 남편 잘 섬기고 자녀를 

교육하는 모든 법을 가정의 실제 생활에 응시켜서 가르쳤다.

   (31) 교비생

  성 은 우등인데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매일 한 시간씩 청소를 하든가, 종을 친다든가, 

튀밥튀기, 표본 만들기, 난로 불 피우기, 이스 짜기 그리고 그밖에 무슨 일이든지 당한 일을 

시키는 교비생 제도가 있었다. 이 게 해서 받은 돈은 한 달 식비를 내고도 조  남았다고 한다.  

이 게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면서도 그냥 도와주지 않고 일을 함으로써, 일하는 정신과 공으

로 받지 아니하는 정신을 길 다.

   (32) 좁  두 홉

  김아각 교장은 인품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이 검소하고 학생을 사랑함이 극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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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끔 기숙사에 들려서는 ‘나 밥 좀 테여’하고는 학생들과 함께 시래기국에 보리밥을 먹었

으며 심시간에도 즐겨 학생과 함께 도시락을 나 어 먹었다. 그 분은 옷이 한 벌밖에 없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같은 옷이었으며 양말 뒤꿈치도 구멍이 나 있었다. 자기의 에서 부분

은 학생들을 도와주는데 사용하 다.

  목포정명학교, 숭일학교, 수피아학교 이 게 세 군데 일을 같이 볼 때도 있었다. 그 게 분주

하고 고된 생활 에서도 학생 하나 하나에 심을 가지고 그를 염려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

와  길을 찾아서 한국의 여성으로서 믿음과 생활이 겸비한 여성다운 여성, 한국의 지도자  여

성을 기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교장으로 있을 때나 교장을 떠나서나 한결같이 학생을 하

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더욱이 한국사람을 지극히 사랑하 으며 한국을 찬양하 다.

  수피아에서 1926년부터 1933년까지 7년간 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김 교장의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을 도왔다. 그는 나이가 많도록 결혼도 하지 않았다. 여학

생들이 ‘교장님 결혼 하세요’하면 ‘노 마니, 노 타임’(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라고 답하

며 미소를 지었다.

  식사 때에는 좁  두 홉을 사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것을 끓여 먹었다. 생물학에 한 조 가 

깊어서 교수시간에는 직  해부를 하 고 뱀 같은 것을 잡으면 표본 한다고 가지고 가면서 학생

들을 놀라게도 하 다. 그는 한국 사람에게 항상 이 게 말하곤 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늘 자신들을 불 한 민족이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좋다고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어림없습니다. 목포 앞 바다의 다도해 경치보다도 더 좋은 곳을 미국에서

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게 좋은 땅을 받은 한국사람들이 왜 불 합니까?”

   (33) 처음 체육복

  여자는 집안에만 있어야 했던 것이 이제 학교에서 신식으로 공부하게 되고 실내에서의 운동뿐

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운동을 하게 되었다. 운동에는 간편한 체육복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통 인 사고방식 때문에 팔다리를 내어놓을 수는 없었다. 그래도 치마를 입고서는 운동하기 

어렵고 짧게 입을 수는 더욱 없어서 고안해 낸 것이 바지같이 펑펑하게 만든 운동복인데 무릎까

지는 닿도록 해서 거기다 고무 을 넣어 가지고 주름이 잘 잡히도록 한 것이다.

   (34) 채 (Cha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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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피아 개교 이후에 여러 가지가 다 변하 다. 그러나 아침공부가 시작되기 에 약 2,30분간 

채 (경건회)시간을 가진다는 것 한 가지는 지 까지 변치 않고 내려오고 있다. 인도를 하는 사

람은 교목, 교장, 교사, 학생, 외래 강사 등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도와 찬송, 성경 독, 설교는 

거의 변함없이 매일 빼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서 의 양식을 받아들 고 자기자신의 성장과 사

회 사에 한 사명감을 체득하기도 했다. 맑은 공기 가운데서 ‘찬송’을 부른 아름다운 목소리도 

연마되어 갔다.

  형태는 변화성이 별로 없이 형식 인 분 기가 감돌 때도 없지 않았으나 그 무엇인가가 여학

생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감격과 깊은 인상을 오래도록 지울 수가 없었다.

   (35) 흰 옷 입은 졸업식

  오동색 고리 검은 치마를 입던 학생들이 4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이제는 졸업을 하게 되는 

날 이 날은 한 번밖에 없는 학창시 의 마지막날이다. 정든 학교를 떠나는 슬픔과 알 수 없는 

미래에 한 가지가지의 꿈들, 이 날만은 소복단장하고 선생님들께 마지막 인사와, 빛나는 흰 

고리에다 이 날을 축복하기 하여 일제히 흰 통치마를 천사와 같이 입었다.

   (36) 오동색 고리

  교복이 처음에는 흰 고리 검정치마 다. 1928년경부터 오동색 고리와 검정치마로 바 었

다. 일본 헌은 이것이 못마땅해서 바꾸라고 강요도 하 다. 그러나 등나무의 색이라고 설명함

으로 기를 넘기기도 하 다. 오동색은 우리 국화인 무궁화의 빛깔을 상징한 것이었다. 수피아 

딸들, 한국의 딸들은 민족 고유의 꼴을 상징하는 오동색 고리를 자랑스럽게 입고 주의 거리

를 활보하 다. 일본에게 려서 숨막힌 답답한 사람들이 모두 이 아름답고도 다정한 그리고 무

언 에 민족의 얼을 말해 주는 수피아 학생들의 입은 교복을 바라볼 때마다 무한한 감격으로 

용기를 되찾곤 했다.

   (37) 기도하는 법

  수피아학교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온 학생들이 많았다. 선교부에서는 학생 에 그리스

도교인의 가정에서 온 학생 수를 총 학생의 60% 확보하는 방침을 오랫 동안 채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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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나 교회에 하여 백지상태인 학생들도 있었다. 처음으로 학교의 경건회에 참석하여 

기도를 하는데 모두들 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고는 그 로 따라서 하 는데 어떤 학생

들은 기도가 끝나면 아멘하고 일어나는 것을 몇 달이 되도록 모르고 지내는 수도 있었다.  이러

한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조 씩 배워갔다. 이러한 분 기와 생활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새 

신앙생활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 다. 처음에는 흥미도 없고 그  무미건조

하게 시키는 로 규례에 따라 참석한 경건회나 성경공부 는 주일(主日,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

는 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길러 주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발견하여 새삼 놀라

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 은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믿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믿는 

것이 좋다는 것을 지 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38) 샤워

  스보로 홀은 설비가 잘 되어 있었다. 스 장치가 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춥지 않았고 수도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어디서나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어 있었다. 의자는 책상과 붙은 것을 사

용했으며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되어 있었다. 운동장 동편에는 샤워기가 장치되어 있어서 운동을 

하고 나서 몸을 씻는데도 아주 편리했다.

   (39) 지정시험

  1935년을 후해서는 해마다 한번씩 지정시험이라는 것이 있었다. 성경은 못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 히 가르치니까 법에 반된다고 해서 인가를 내주지 아니 않았다. 학교에서는 인가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고 여 히 성경도 가르치고 아침 경건회도 그 로 가졌다. 당시 일본의 

학무 당국에서는 교생을 상 로 지정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면 지정학교로 인가를 내 다는 

것이었으나 시험만 보았지 그 결과는 일  알려 주지를 않았다. 그리하여 그러한 당국의 지정을 

받은 일이 없이 1937년 9월 폐교되고 말았다.

   (40) 면 부터 졸업식까지

  우리학교의 교육은 인격과 인격이 서로 만나는 이심 심 가족 인 분 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입학시험 때 면 부터 시작해서 졸업식이 끝나고 인사를 나 고 교문을 나설 때까지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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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을 그의 성격과 가정환경 모든 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 다. 어느 한 학생

도 소홀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나 마음껏 학교 생활을 보람있게 할 수 있었다.

   2. 당시의 교회 개척과 성장

  주의 모교회인 북문안교회는 3․1운동에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자 일제는 국유지인 교회 땅

을 환수하 다. 본래 그 땅은 성안에 있는 옛 사창(社倉)마당이었고 억만고(군시설) 터 는데 이

를 몰수한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 교회는 남문밖( 정 101번지)으로 옮겨 짓고, 이름도 남문밖교

회 는 정교회로 바꾸게 된다. 그리고 교인들이 많아지자 주교회의 분립이 일어나는데, 먼

 북문밖교회가 1917년부터 기도처로 모이다가 1920년 9월 제6회 남노회에서 정식으로 분립

을 결정했다. 이어서 양림동의 오 원 기념 에서 배처로 모이던 양림교회가 1924년 9월 30일 

남노회에서 정식으로 분립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주에는 이 세 교회와 함께 이미 있었던 향

사리 교회( 재 서 교회)와 나환자들로 이루어진 선리교회( 재는 여천 애향원으로 이주)가 

있었는데, 날로 성장 발 하 다.

  이제 10년 와 20년  기까지 이 고장에 새로 개척된 교회 상황을「조선 수교 장로회 사

기」에서 뽑아 정리하기로 한다.

1912년 장성군 읍교회 (배유지, 변창연, 김기찬)

       화순군 品坪里교회 (민치도)

       주군 鳳仙里교회 (우월순, 최흥종, 이만  등 나환자)

       보성군 東幕교회 (안채윤, 육치숙)

       순천군 鴨谷里교회 (황성연)

       제주도 摹瑟浦교회 (이기풍, 이재순, 강병한, 최 )

1913년 암군 雙孝里교회 (이방진)

       강진군 南城里교회 (최경화, 김두삼)

       함평군 竹岩里교회 (양동익)

1914년 순천군 月谷里교회 (조병식, 조 규, 황보은, 조 조)

              佳谷里교회 (구례인, 변요한, 최경의)

       제주도 中文里교회 (최 )

1915년 무안군 長庫里교회 (맹 리, 김경운, 마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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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永岩교회 (어라복, 김지환)

       나주군 土界里교회 (남 리, 허원삼)

       담양군 開東里교회 (김순보)

       제주도 洙源교회 (이기풍, 이씨선 , 김 진, 조창권)

       고흥군 五泉교회 (신성주, 황재연, 한상하)

              吉頭里교회 (고재태, 우창기)

1016년 주군 月城里교회 (배유지)

       담양군 읍교회 (배유지, 노응표)

       나주군 大安里교회 (조경주)

       함평군 內橋里교회 (남 리, 노형렬)

       함평군 石城里교회 (김만실)

       암군 東湖里교회       

       군 白年里교회 (남 리)

1917년 주군 金塘里교회 (배유지)

       해남군 梨津교회 (맹 리)

       보성군 읍교회 (안채윤, 이두실, 정종규)

1918년 순창군 읍교회 (이사라)

       화순군 石庫里교회 (타마자), 院里교회 (어라복)

       보성군 鳳甲里교회 (타마자)

       암군 校洞里교회 (남 리, 강익수)

       제주도 三陽里교회 (이기풍), 細花里 교회(부상규)

        고흥군 油둔里교회, 大德里교회(백상채)

1919년 군 法聖浦교회

        장흥군 芝川교회 (맹 리, 김주환, 김성빈)

        해남군 曳洛里교회 (김인찬, 김권선)

        제주도 內都里교회 (김창국)

        고창군 茂長里교회 (도마리아, 이도숙)

        순천군 平仲里교회 (김성규), 馬輪교회 (정 례, 김정하)

        양군 鶴洞교회 (구경지, 박노주)

1920년 장성군 斗月里교회 (장병식, 장기수),  華坪里교회 (권윤석, 김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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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大德里교회 (남 리, 오태욱)

       화순군 院里교회 (노라복, 도 선, 최원갑), 白岩里교회 (타마자, 김태진)

       무안군 紫羅里교회 (맹 리, 마서규)

       해남군 義也里교회 (맹 리, 김정윤)

       진도군 읍교회 (맹 리)

       순천군 四龍里교회 (김 진)

       보성군 筏橋里교회 (구례인, 이기풍)

       고흥군 大德里교회 (백상래, 백형월, 남상복) 

       양군 鳥沙里교회 (노라복, 박희원, 정자삼, 장 )

              大仁島교회 (이 국), 金湖島교회 (김성수, 강학천)

1921년 여천군 福 里교회 (남 리, 강사흥)

       군 池陽里교회 (조우형)

       순창군 鉢山里교회 (도 선, 김경서)

       무안군 卜吉里교회 (이채)  

       화순군 鶴川里교회 (노라복, 최원갑)

       보성군 長洞교회 (박낙 )

              七洞교회 (구례인, 지원근) 

       제주도 龍水里교회 (윤식명, 이명춘)

       여수군 西교회 (주 수), 鳳田里교회 (김 진, 주 숙)

       고흥군 宦里교회  (안채윤, 정태인), 內鉢里교회 (구례인, 오석주)

              東亭里교회 (구례인, 오석주)

       양군 元 里교회 (노라복, 정자삼), 廣浦里교회 (한태 )

1922년 제주도 扶才里교회 (이도종), 頭毛里교회 (윤식명, 원용 )

              城邑里교회 (이기풍, 김홍련), 法還里교회 (이기풍)

       주군 鄕社里교회 (유내춘), 內坊里교회 (이춘삼, 이춘화)

              飛鴉里교회 (고시 ), 金谷里교회 (타마자, 이주상)

       장성군 驛前교회 (백용기)

       해남군 蓮塘里교회 (조 환)

       강진군 萬德里교회 (김두찬)

       나주군 等樹里교회 (서 서)



- 66 -

       고흥군 松川里교회(황순명),  花田里교회(박홍 ),  天燈里교회 (안채륜, 오석주)

       보성군 鳥城교회 (구례인, 황보익)

1923년 나주군 松村교회 (남 리, 손장욱)

       암군 龍山里교회 (조명선)

       함평군 加德里교회 (여도 김씨)

       제주도 高山里교회 (윤식명,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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