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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YWCA운동의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에 관한 연구
- 정체성·조직·리더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유 성 희

이 논문은 한국의 여성운동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한국

YWCA운동을 정체성, 조직, 리더십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는 현 여성주의 논리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이 운동의

독특한 성격을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Praxiological Christian

Feminism)라는 관점으로 정립해 보려는 연구다.

한국YWCA는 현존하는 여성단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

으로 근 현대사를 아우르며 90년의 여성운동의 역사를 이어왔다. 한

국YWCA가 초기에 영향을 받은 여성주의는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

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공화주의적 모성에 기반한 서구의 제1세대

기독교 여성주의이다. 초기 여성주의는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외세로

부터의 독립의식을 갖추게 되었고, 계몽과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한국

YWCA의 초기 여성운동은 교파와 계층을 초월한 여성 참여를 이끌

어 낼 수 있었다.

기독교 여성단체의 연합체로서 창립의 기반을 가졌던 한국YWCA

는 1953년부터 가족법운동을 이끌어왔고, 1970년 당시 근로여성들의

노동착취에 대항하여 근로여성의 복지향상과 인권문제를 주요한 운

동 방향으로 설정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했다.

민주화운동이 치열하였던 1980년대에 한국YWCA는 ‘비정치 권력

화’를 자신의 입장으로 표방하면서 어떤 종류의 정치적 사안에도 개

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당시 대부분의 문제들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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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과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의 고수는 내부에

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90년 이후 지방분

권화와 함께 한국YWCA의 지역운동이 분화, 확장되었고, 현재까지

전국 조직망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보한 여성운동조직으로 지속해

오고 있다.

한국YWCA는 보수화된 한국 교회 현실에서 교회와는 구별되는

기독교 여성운동체로 공고한 결속력을 지키고 있으며, ‘비정치권력

화’의 입장을 고수했으나 ‘관변조직화’ 되지 않았고, 때로는 가장 진

보적인 운동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한국YWCA의 특징은 기

존 연구에서 규정하는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구분이나 ‘보수’

와 ‘진보’의 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이면서도 유연한 것이다.

한국의 근 현대사의 굴곡을 거치면서 한국YWCA는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선 ‘행위자’로서 존재해왔다.

한국YWCA의 역사는 한국YWCA가 설립 당시부터 설정한 ‘하나님

나라’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이었다. 이 실

천(praxis)은 이론을 적용하는 단순한 실행(practice)을 넘어서는 ‘생

각하는 실천’의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YWCA 역사를 통해 일관되게 이어져 온 정체

성의 핵심을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로 개념화하였다. 이것은 한국

의 근대화 과정에서 선교사들로부터 유입된 서구의 기독교 여성주

의와 에큐메니칼 운동, 그리고 민족주의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며,

이 정체성이 자원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의 조직적 특성과 리

더십의 요소와 조응하면서 역사를 지속하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

다.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고찰한 한국YWCA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철저한 복음주의적 신앙을 기초로 하

며, 성육신의 신앙관을 기반으로 세상과 결합된 그리스도인의 철저

한 사랑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 목적문에 나타난 ‘평

등’ 사상과 ‘정의’, ‘평화’ ‘생명’ 운동의 지향, 그리고 이를 토대로 활

동한 리더십의 활동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한국YWCA운동에서 나타난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는

이념과 실천이 분리되는 이원론에 대한 반대이며, 이념에 의해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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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직되거나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이 현실 세계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과 상호결합을 하는 통합적인 개념이다.

셋째로, 기독교적 실천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여성주의는 에큐메

니칼 운동의 현장성과 결합되어 시대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

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진보와 보수의 양분화 된 이념적 지

형의 한 쪽에 포함되기 보다는 그 어느 입장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도 각각의 입장과 연결될 수 있는 독특한 정체성의 특징을 갖게 되

었다.

넷째로, 한국YWCA운동에서 보여준 조직과 리더십의 특징은 타자

화된 여성들의 공고한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강한 결속력의 조직체

계를 구성함으로써 집합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팀 워크와 합의를 중

시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공

고한 연대의식과 민주적 거버넌스의 조직적 특성은 한국YWCA가

변화의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동력을 제공함과 동

시에 정치기회구조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로, 한국YWCA가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일관

성 있게 지속한 운동은 여성의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생명과 돌

봄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자율적 개인들을 기본단위

로 설정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우선 목표로 하는 기존의 정의운

동과 구별되는 한국YWCA의 운동은 공동체적 이념에 기초하여 시

대의 약자들을 치유하고 보살피는 '실천적 정의 운동'이었다. ‘생명’

과 ‘돌봄’을 공적 가치(public value)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 한국

YWCA의 운동은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가 지향해 온 운동의 목표

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게 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여성운

동사와 기독운동사가 가진 연구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여성주의에 대한 사회사적 분석을 시도함으로

써 한국의 여성운동이 초창기에 형성했던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정

체성을 규명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운동과 여성운동 전반에 있어 ‘신사회 운동’의 도입

이전에 한국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회운동의 맹아적 존재

를 밝힌 것은 한국의 시민운동의 역사를 한국 근대 초기 역사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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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정체성, 조직, 리더십, 실천(praxis), 실천적 기독교 여

성주의, 에큐메니칼운동, 기독교 여성운동, 사회운동

터 재정리하는 운동사적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로, 본 연구는 한국의 여성운동 조직이 성장, 확대하는 과정에

서 국가와 교회,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한 지형을 세부적으로 밝

힘으로써 여성정책의 제도화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버넌스

(governance)의 의미와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YWCA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정체성과 조직, 리더십의 변화

과정은 점차 복합적인 문제 해결의 역량을 요구받고 있는 운동조직

에게 필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제어

학번 : 2001-3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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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종교기구의 특성을 넘어 한국의 여성운동사에서 또렷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평가1)에서 보듯 한국YWCA는 종교와 시민사회를 이어주

는 운동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YWCA는 여성의 사회참

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봉건제적 사회구조와 일제 강점기라는 정

치적 상황에서 광범위한 여성의 참여를 이끌어 낸 전국적인 대중

조직으로서 독자적인 운동체로 역사를 이어왔다. 1922년에 창립한

한국YWCA는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이전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여성교육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을 주도했고,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앞장서서 활동한 조직이다.

초창기부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었으며,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

진 국제운동체이기도 하다. 설립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을 일궈

냈으며2) 2012년 말 현재 52개 지역조직(회원YWCA로 통칭)과 어린

이집·복지관·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쉼터 등 회원YWCA에 소속된

300여개의 전문적 사회서비스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시민운동조직으로 존재하고

있다3).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한국YWCA는 ‘여권신장의 요람’, ‘한

국의 여성운동사’등으로 평가받고 있다4).

또한 한국YWCA는 여성운동 지형에서 중요한 역할과 더불어 독

1) 한국YWCA 창립 90주년에 대해 ｢여성신문｣(2012. 4. 20, 1182호)은 특집기사를 통해 

한국YWCA 90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기사에서 한국YWCA가 지속해 온 여성직

업개발, 소비자, 교육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여성운동사에 또렷한 발자취를 남긴" 것

으로 평가했다.

2) 일제강점기 후반에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으나, 해방 후 곧바로 활동을 재개했다.

3) 규모와 역사로 볼 때, 현재 활발하게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들을 보면, 1970년대 이후 페

미니즘 이론의 관점을 받아들인 신생 단체들이 주로 많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소속의 대부분의 단체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은 설립된 지 

30여년 안팎의 단체들이며 YWCA와 비교했을 때 조직의 규모가 작은 편이다. 이런 관점

에서 볼 때, 한국YWCA는 단연 차이가 드러난다. 

4)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YWCA 활동에 대해 경향신문에서는 YWCA가 ‘여권신장의 요

람’이라 평가하고 있다(｢경향신문｣ 1972년 4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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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80년대 이후 등장한

이른바 ‘새로운 여성운동’이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을 중심으로 ‘진

보적’ 여성운동으로 자리하고, 해방이후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중

산층 위주의 온건한 활동을 펼쳐 온 여성단체협의회(여협)과 회원단

체는 ‘보수적’ 여성단체로 분류된다. 이들은 종속적 산업화와 독재정

치의 횡포로 억압당하고 있는 여성대중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여권주의에 대한 이념도 확실히 갖지 못하며(이승

희, 1994:337), 탈 이념적이고 관변적인 성격과 활동으로 인해 보수

적 운동으로 간주되었다(장미경, 2000).

한국YWCA는 1959년 여협이 창립될 당시 중심적으로 활동한 8개

여성단체 중 하나였다. 하지만 80년대 초반에 여협을 탈퇴하였고,

전국규모의 조직망을 가진 제3의 단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영애 전 한국여성학회장은 "여성계가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양대 구도로 된 후 한국YWCA는 중간 지대

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성단체들이 여권과 폭력, 여성 인권에

집중했다면 YWCA는 소비자운동 같은 생활 밀착형 이슈나 여성인

력 계발 분야에 기여했다. 특히 지역에선 시민단체들의 구심점이 됐

다"고 평했다(여성신문, 2012년도 4월 20일자).

한국YWCA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여성운동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여성운동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시작되었던

배경이 가장 큰 영향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서구에 의한

근대화의 과정에서 촉발되었다. 기독교 문명의 전파를 통해 남녀 평

등의 가치관이 유입되었고, 당시 유교적 전통에서 억압받던 여성들

에게 기독교는 여성해방을 가능하게 하는 혁명적 발상이었다. 초기

여성운동은 식민지 일제 치하에서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의 두 가지

과제를 안게 되었고, 3.1운동 이후 여성운동의 민족주의 계열과 기

독교 운동 진영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남녀 평등의 가치 실현과

민족의 실력양성을 통한 구국, 즉 여성교육과 계몽운동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설립한 것이 한국YWCA의 출발점이었다. 이처럼 한국

YWCA는 태생적으로 기독교성을 배태하고 있으면서 민족주의와 결

합된 초기 여성주의의 이념적 지형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YWCA는 교회와는 다른 조직으로 출발했다5).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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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여성교육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선

교초기부터 뿌리내린 개인구원의 기복적 신앙 형태는 한국 교회의

대중과 여성들이 교회조직 내에서 여성해방의 의식을 갖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6). 교회의 불평등은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에서 돈

과 권력을 가진 자가 교회 속에서 대우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

위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계급의식과 남존여비 가부장 제

도와 함께 교회 속에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박순경, 1985). 특히 개

신교의 경우 여성 신도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여성목회자나 장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7).

현재 예장합동과 고신·합신·대신 등 장로교파의 일부, 기독교한국침

례교 등의 주요 교단에서 여성목사가 아직도 허용되지 못하는 현실

이다. 200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양성평등위원에서 주관한 양

성평등토론회에 제출된 각 교단별 여성 성직자와 신학생의 통계를

보면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여성이 리더십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5) 기독교운동으로서 YWCA는 교회의 역사와는 그 흐름을 달리한다. 장화인은｢왜 YWCA인

가?｣에서 YWCA가 교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선교라고 하는 차원

에서 교회가 가진 속성과 YWCA가 추구하는 속성이 다르다는 점을 분석한다. YWCA는 

기독정신으로 만들어진 단체이지만, 현재 한국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음주의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이는 에큐메니칼적인 성격과 더불어 여성의 권리와 여성의 눈으로 보는 여

성운동의 프레임도 갖추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기독교는 남성목회자-남성장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회의 여신도 수가 훨씬 많은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리더나 목회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다. 여성에게 안수를 부여하

지 않는 교단이 현재까지 있는 것을 볼 때, 기독여성운동단체인 한국YWCA는 한국기독

교와는 분명히 다른 색채가 있다. 

6) 한국의 기독교는 서구의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근대화를 

이룬 기초에는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학교 설립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했다. 박순경은 

근대교육에 대한 한국 기독교인들의 열망은 대단했으며, 구국운동으로서의 일반 교육운

동과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발휘되었으나 교육선교의 의도가 그 열망과 모순되는 서양 문

명의 지배세력에 입각해 있었던 것을 근대 교육 도입의 문제로 지적한다(박순경, 1985). 

특히 일제시기에 한국의 기독교는 일제의 정치 압력에 굴복하여 개인 영혼 구원에 관한 

신앙 이외의 교회관이나 역사의식을 가지지 못했다(주선애, 1985). 

7) 여성목회자 안수를 가장 먼저 시행한 교단은 감리교이다. 1931년 미국연합감리교 소속으

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미국인 여선교사 14명이 안수를 받았고, 같은 해에 여자 목

사, 여자 장로 제도를 채택하여 1931년 6월에 한국 최초로 여자 목사가 탄생되었다. 그

러나 감리교의 경우 140만 신도 중 여 신도의 숫자가 80만을 넘는 것으로 수치가 나타

나고 있으나, <표1>에 나타난 것처럼 여성목사의 숫자는 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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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

감리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성공회

교회

여성목사
5%

(581/12,273)

5,4%

(491/9,173)

14.79%

(380/2,189)
11

여성장로 2.51% 8.4% 5.8% 적용 안됨

총회대표

(여성)
0.68% 6.4% 15 14.28%

신학대의

여성교수
22% 10.41% 12.5% 11.11%

여성

신학생
20% 30% 15% 5/13

<표 1> 교단별 여성 성직자 관련 현황

<출처 : 윤소정, 2013:48>

교회가 남성권위 중심으로 계속 유지되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신

도들은 교회 살림에 희생적으로 봉사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8). 이

와 같이 기존의 기독교의 역사는 남성에 의해 고찰되었고, 여성의

역사는 남성위주의 역사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박순경,

1985:456). 또한 기독교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역사참여에 관심을 쏟

는 운동과 세속적 가치에 휩쓸리어 개인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쏟는

두 가지 형태의 분열로 평가되어 왔다9)(주선애, 1985:218).

8)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청소·안내·식당 

봉사(21.4%), 성가대(18.4%), 꽂꽂이 등 행사준비(9.3%), 연합회 활동(8.4%), 교회학교 

교사(7.2%), 사회봉사활동(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 성도가 하고 싶은 

일은 사회봉사활동이 13.5%로 가장 높았고, 성가대(12.9), 상담(7.7%), 행사준비(7.5%), 

교회학교 교사(7.3%)이고, 식당봉사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에서 여

전히 남아있는 고정적인 남녀의 성 역할 구분이 여성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교회

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9) 해방 후 자유당 정권이 기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기독교는 불의와 부정에 

맞서 싸우기 보다는 정권의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기독교 내부에서 회개의 움직임이 생겨나면서 교회 여성들의 사회 참여 의식도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인권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도시 선교

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의 사회 참여가 본격화되었다. 교회 여성들의 역사와 사회 참여

의 고민은 1972년에 결성된 ‘한국교회여교역자연합회’와 1980년대에 출범한 ‘여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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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여성운동은 기독교의 수용과 깊

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기독여성운동이 태생적으로 가진 특

성 내지 한계는 한국에 전파된 보수주의적 기독교 선교관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한국YWCA에는 한국교회 대부분을 이

루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가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였고 YWCA

활동도 보수주의적 신앙에 기반을 두었다. 한국YWCA가 이 같은

보수주의적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보수성과 탈 사회역

사적 성격이 그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10).

이러한 태생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YWCA는 설립 당시 일본

YWCA에 소속되지 않고 세계YWCA에 직접 가입을 신청하고 허가

를 받는 ‘자주적’ 설립 과정을 가졌고,11) 당시 기독교의 보수주의적

입장과 달리 진보적인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또한 근우회의 창립을 주도하는 강한 여성운동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12). 이것은 기존의 기독여성운동에 대한 단일하고 부정적인

입장과 달리 기독교 여성운동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노력이 존재

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기독교의 영향은 영적인 기

협의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를 통해 여성

신학의 연구가 교회 여성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

10) 매클라렌의 "하령회 리포트"에 의하면, 1922년 하령회에서 매일 새벽기도회와 성경연구

를 하였으며, 저녁에는 우리 삶을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와 사랑과 헌신에 대하

여 감사하고 승복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11) 설립자의 한사람인 김필례는 1920년 일본YWCA동맹에 종속된 한국YWCA조직을 종용

했던 미국YWCA 위원들의 요구를 물리치고 1922년 3월 세계YWCA협회에 대표로 김활

란과 함께 참석, 독립국으로서 한국의 가입을 신청하고 승인받았다(｢한국YWCA 반백년

사｣, 1975:28).

12) 초기 한국YWCA의 지도자들은 보수적 기독교 지식계급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근우회 창립에 앞장을 섰다. 근우회 창립당시 발기인 40명 중 계열이 확인되는 30

명의 분포를 보면 기독교계가 19명, 사회주의계가 11명으로, 근우회는 기독교계와 사회

주의계의 연합단체로 성격을 가졌다. 기독교계의 대부분은 당시 한국YWCA의 핵심 인물

들이었다. 회합장소도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관(YWCA)에서 2회, 그리고 창립총회를 

YWCA 회관에서 가졌고, 창립총회에서 선정된 임시집행부 또한 김활란이 의장, 유각경

이 부의장을 맡아 형식적으로는 YWCA가 주도적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근우회의 활동이 ‘투쟁적’으로 전개되고 일제의 탄압을 받으면서 1928년부터 기독교계 

인물들이 탈회했고, 이후 자체 갈등과 자금난으로 1931년에 해산에 이르게 된 것은 한

국여성운동사에서 안타까운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노동운동

을 포괄한 강령을 채택하고 활동한 근우회의 창립에 기독교계가 창립을 주도한 것은 계

몽운동을 넘어선 사회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한국YWCA가 받아

들인 에큐메니칼 운동정신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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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더불어 외세에 저항하거나 타협하도록 정치화하는 이론과 공

간을 제공했고, 교육주체로서 역할을 해 온 것이다(강선미, 2003).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민족주의나 기독교 여성주의를

‘기독교 계몽주의’로 범주화 하면서 여성 기독인으로서 민족과

맺는 관계를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해왔다. 그러나 기

독교가 규정한 여성들의 삶과 기독교 공동체 내의 관계와 그

변화는 기독교 공동체의 경계를 넘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조선

기독교 공동체는 특정한 기준에 맞추어 이들을 통제하고 배제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하여 여성들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민족,

여성, 미국, 일본과 역동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협상하였다"(강

선미, 2003:21).

한국의 여성운동은 가부장제적 국가 질서의 변혁을 목표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설정한 전략적 운동으로 전개되어 왔으

며, 특히 관변으로 평가되는 보수적 입장과 진보 진영 모두 여성의

세력화의 관점에서 ‘정치 권력화’와 깊은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었

다.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한국의 여성운동은 각각의 단일한 이념과

운동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포괄적 대중운동의 노선을 취하기 어려

웠고, 이로 인해 여성의 삶과 분리되는 여성운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YWCA가 90년을 넘는 역사를 유지하면서 존

재해 온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연구자는 한국의 근 현대사에 이어진 여성의 역사를 통해 다양하

게 발생한 여성문제의 현장에서 한국YWCA는 실천적으로 활동한

중심적 행위자로 존재했다고 본다. 이 때 실천적(praxiological)이라

는 의미는 단순한 실행(practice)의 개념이 아닌 원칙과 목표가 분명

한 것을 의미한다13). 초창기에 민족주의 운동과 결합하고,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을 포함하여 근우회 창립을 주도하였으며, 좌·우익이 대

13) ‘실천(實踐)’에 대한 개념적 정의로 praxis는 사고(思考) 또는 이론과 분리된 행동이 아

니라, '사고(思考)와 병행하는 행위(行爲)'를 의미한다. 이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여성주의를 개념화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인간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강조

하는 차원에서 ‘실천적’의 개념을 "praxiology", 즉 ‘인간의 행동을 다루는 실천과학'을 

의미하는 단어의 형용사인 praxiological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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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는 미 군정기에 ‘관변화’ 되지 않고 탈정치적인 여성운동체로

존재하면서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하고, 1970년대에 여성노동운동

과 결합하면서 여성인권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국

YWCA가 시대적 상황에 의해 생겨나는 현장과 직접 만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전후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영역

을 지역에서 담당해 왔고, 저소득층 여성의 직업개발의 역사를 50년

이상 이어온 것도 신앙을 기반으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실천적 활

동을 수행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한국YWCA 운동은 한국의 기독교운동사나

여성운동사에서 주목받거나 부각되지 못했다. 특히 50년대 이후 가

족법 개정운동을 중심으로 여성의 인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한

역사도 여성운동의 서술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이효재,

1996). 그것은 첫째로 YWCA 운동이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운동

으로서 운동의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내부적 요인과,

둘째로, 초창기 이후 50년대 여성운동조직의 연구가 좌, 우익의 이

념적 분류를 중심으로 기술되거나(이승희,1990; 양동숙,2010), 80년대

이후 등장한 단체들의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여성운동 연

구가 편향된 성향을 보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셋째로, 한

국YWCA와 같이 긴 역사를 유지해 온 운동조직의 연구의 경우 방

대한 조직규모와 역사를 포괄하는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연

구와 자료의 축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자

의 입장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연구자는 한국YWCA가 보수적인 신앙관을 가진 소위 ‘중산층’ 여

성들의 조직으로 분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는 구별된 여

성 중심적 조직체계를 갖고 사회참여와 변혁의 신앙 실천의 행동을

주도했으며,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계층, 그리

고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모든 진영을 포괄하는 다수의 여성

대중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킨 ‘대중 여성 조직’으로 실천성

을 지속해 온 점에 주목하였다. 한국YWCA 운동의 대중성은

YWCA의 긴 역사를 배경으로 전국 조직 단위로 다양한 계층을 회

원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타 여성단체와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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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의 억압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개혁운동의 차원

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등 YWCA 운동성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조직을 정비하

며 9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 설정한 목적, 조직 구조, 리더십의 특성을

이어, 오히려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 확대 되어 온 내적 동력이

초기부터 형성된 정체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가설 하에 다른 조직

과 구별되는 한국YWCA 운동의 독자성을 규명하고자 한다14). 자유

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되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을 통합하고, 여

성운동의 이슈를 넘어서 시민운동까지 확장시킨 조직의 성장과 분

화 과정은 서구의 페미니즘 이론에 기초하여 여성운동을 설명한 기

존 여성운동 연구 결과와 구별되는 지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 선행연구

한국에서 시민단체 또는 NGO로 통칭되는 시민사회의 주체에 대

한 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5). NGO라는 용

14)기독교의 현실 속에서 한국YWCA는 교회 내의 여성 활동과 대조적으로 여성들의 자아 

실현과 사회 참여, 여성의 인권과 해방을 위해 일해 왔다. 특히 복음주의적 신앙 노선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기독여성들이 주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분열된 기독교 

여성 활동의 진영에 속하지 않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초기부터 현재까지 조직의 정체성

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은 한국 YWCA가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나 한국의 기독교 

문화와는 구별되는 정체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리더십의 요소를 확보하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국의 기독교가 낮은 여성의식과 가부장제적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YWCA가 여성운동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한국사회에서 이

어왔다는 것은 중층적이며, 기존의 조직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

한다.  

15) ｢시민의 신문｣이 출간한 민간단체 총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단체는 1903년

에 설립된 서울YMCA이다. 또한 1913년에 설립된 흥사단, 1919년의 천도교 청년회, 

1920년 설립된 한국불교청년회, 1922년에 설립된 한국YWCA를 한국NGO의 맹아로 칭

하고 있다(시민의 신문사, 1997). 위의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NGO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로, 1987년 이전의 

시민운동과 운동단체의 역사는 맹아기와 준비기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1987년 이전

의 NGO 활동에 대해서 근대적인 국가와 공정한 시장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보완

제’의 성격으로 활동한 것으로 분석하고 1987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다양한 NGO들

이 국가와 시장에 대한 보완제가 아닌 자율적인 제3섹터로서 성격을 가지고 본격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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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자체가 서구로부터 도입된 용어로, NGO 연구의 이론적 자원인

신사회 운동론이 국내로 유입된 1980년대 후반 이후 관련 제도와

법 제정의 과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16). 1980년대 이전

에 설립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영역을 스스로 대변 했다

기보다는 국가 정책의 정당화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동원하는

국민운동단체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특임장관실,

2012:23). 그런데, 이미 이전에 설립된 많은 단체들은 국가와 시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이나 시민권에 대한 옹호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

기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에서 활동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을 분류할 때, 구사회운동의 대표적

영역으로 노동과 농민운동을, 신사회운동으로 대표되는 환경, 평화,

여성운동을 들면서, 역사적 시점 뿐 아니라 운동의 방식에서도 구별

하고 있다. 신사회운동론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1980년대 후

반부터, 한국의 시민운동은 신사회운동론에 기반한 운동의 이슈 개

발과, 운동의 담지자로서 시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이른바 ‘새로운’

사회운동의 과제로 설정하였다.

봉건제와 식민지적 상황에서 근대적 시민사회의 논의가 이루어지

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맹아기’를 담당했던 자원결

사체(association)로서의 사회운동조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17).

특히 1927년에 조직된 ‘신간회’와 ‘근우회’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

의 계열, 즉 이념적 차이를 통합적으로 극복한 조직체로 광범위한

민활동을 시작했다고 본다(특임장관실, 2012:18).    

16) 기존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민단체가 국가와 시장 영역과 구별되는 제3섹터로서 공식적

인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 계기로 1989년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의 출범을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단체연합(1987), 환경운동연합(1993), 참여연대(1994) 등이 창

립되면서 이들이 대표적인 한국NGO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시민단체가 양적으로 

확대된 것은 19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제도적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이 보장되는 뒷받침

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4년에 사회단체 등록이 ‘신고제’로 전환되고, 1999년에는 ‘비영

리단체지원법’이 제정 발의되어 2000년에 시행되기 시작했다.  

17)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에 의해 발생한 ‘도시’라는 사회, 문화적 조직화 현상과 더불어 

나타난 문명화의 한 과정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 대한 관념은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고대 그리스 사상에 나타난 것으로, 다양한 재능과 취향과 이해관심을 가진 시민(자유민)

의 활동영역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발생되었다. 이후 시민사회의 개념은 근대화 이행기에 

봉건적 체제에 대항하는 시민의식으로 발전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

(association)가 사회운동의 중요한 중심적 주체로 존재하며 개개인들의 자율성을 유지하

려고 노력해온 것이 시민사회 형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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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이 참여하는 운동조직이었다. 아쉽게도 두 단체 모두 3년 만

에 활동이 중단되었으나, 좌·우익을 통합한 단체로 노동인권과 여성

해방, 사회 변혁적 가치를 내걸고 활동했던 두 단체는 한국의 사회

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로 남아있다. 흥미로운 것은, 두 단체가 창

립되는 과정에 한국YWCA와 한국YMCA가 동일하게 창립을 주도

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18). 이것은 한국YWCA와 YMCA가 초

기 역사에서부터 이념적 차이를 통합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가능

했던 조직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YWCA와 한국YMCA는 기독교와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며 종교적 특성을 넘어 시민사회를 포괄하면서 한국 시민

사회의 역사를 지켜 온 양대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기독여성운동은 여성운동의 초기 역사 뿐 아

니라 지속적으로 여성운동가를 배출한 산파로서도 역할을 해왔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NGO의 역사 기술이나, 여성운동사, 사회운동 연

구에서 기독여성운동은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특히 사

회학 연구자들에게는 새롭게 등장한 사회운동 조직이나 운동의 성

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집합적 정체성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던 YWCA나 YMCA등은 학문적 연구 대상으

로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기존의 여성운동 연구에서도 여성운

동에 대한 역사적 정리, 혹은 여성운동사 정리는 연구자들의 관심

주제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운동 주제별 연구나 단기간에 발현된

운동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한국YWCA와 같이

역사가 오래된 여성운동단체를 연구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활동한 한국YWCA는 한국여성기독운동 조직

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 작업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집중

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한국YWCA는 90년의 역사를 정리

18) 신간회와 근우회의 설립과정에 관한 YMCA와 YWCA의 기록은 ｢한국YMCA운동사｣
(2003)와 ｢한국YWCA 80년사｣(2006)에 기록되어 있다. 근우회의 창립괴 활동에 관한 

내용은 이어질 한국YWCA 초기 역사 부분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19) 박용옥(1984)의 글에서 초기 여성운동에서 기독여성운동의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반제, 구국 여성운동의 지도세력이 처음에는 서울의 양반부인이었으나, 점차 기독교계의 

여성지식층으로 바뀌어 갔으며, 이들 후자의 지도적 지위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지원 여

성운동에서 더욱 확고하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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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준의 1차적인 작업을 주로 해왔다. 한국YWCA 반백년사

(1976)와 한국YWCA 80년사 (2006)가 그 것이다. 이 자료들은 심

층적 역사 연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과 의미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YWCA 자체적으로 "1920년대 한일

기독교 역사상황과 기독교 사회운동 - 한일기독교 관계사의 주제를

중심으로", "일본 YWCA의 한일 기독교 관계사적 의미- 한국

YWCA의 초기 설립과정을 중심으로"라는 초기 역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역사연구에 대해 의미를 재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전자는 기독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

했고, 후자는 설립과정에서 조선YWCA의 주체성에 대해 새로운 관

점을 제시해 주었다. 초기 역사연구에 대한 의미 부여와 더불어 다

양한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성을 부각시켜준 연구였다. 그런데 이 논

문은 YWCA 초기 역사에 한정된 부분만을 연구한 것이다.

그런데 여성운동의 역사는 개화기의 여성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

다. 봉건적 억압 속에 고통 받던 여성들이 해방의 의식에 눈을 뜨면

서 여성의 인권과 교육을 위해 많은 여성단체가 조직되었고20), 이

뿌리는 미군정기 여성운동으로 이어졌다(이승희,1990),21) 이러한 맥

락은 1980년대 ‘새로운’ 여성운동(이승희, 1994. 강남식, 2004)의 배

경으로 주목을 받는 ‘여성중간집단’ 구성과도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

어 있다22)(박인혜, 2009).

페미니즘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더불어 여성학이 도입되고, 사

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70년대 이후다. 민주화의 물결과 함께

20) 한국YWCA의 창설자인 김필례가 쓴 "과거 10년간의 한국여성의 발전"에 의하면 1922

년 당시 정부에 기록된 여성단체가 58개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한국YWCA 반

백년사, p8) 초기 여성단체 활동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이효재, 정충량 "여성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논총 제14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969) 참고.

21) 이승희(1990)는 ｢한국여성운동사｣에서 미군정기 여성운동은 1920년대 말 한국 반제반

봉건 여성운동의 맥을 이었으며, 특히 ‘근우회’운동 등의 여성운동의 역사선상에 있었다

고 밝히고 있다. 

22) ‘여성중간집단’은 1970년대 시작된 크리스챤아카데미의 ‘대화모임’에서 합의된 개념으

로, 여성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여성해방이라는 고유의 과제+민주시민으로서의 압력단체

+민중의 참다운 소리 전달자(신인령, 1975)"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으며, 박인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카데미 주관의 ‘여성사회교육’이 이루어졌고, 이 교육을 통해 훈련

받은 ‘여성중간집단’이 1980년대 새로운 여성운동의 담론과 주체를 형성했다고 분석하고 

있다(박인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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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여성학이 조명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

다23). 이에 따라 국내 여성학 역사에 관한 논문은 다양하다고 보기

힘들다. 첫 번째 이유는 여성학이 도입된 역사가 비교적 짧고, 두

번째는 여성운동이나 여성학에 대한 연구가 뚜렷한 성과들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성운동이나 여성학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성학은 여성운동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데, 여성과 관련한 단체나 운동 등은 이미 1900년대

초기부터 진행되어왔던 반면, 여성학이라고 하는 페미니즘 이론이

국내에 들어와 학문적 연구가 된 것은 70년대부터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학에 대한 역사, 여성운동에 대한 역사연구가 다양하지 않은 상

황이다. 또 시기별로 운동의 차이를 구별하고 운동 혹은 연구 1세대

와 2세대와 3세대 등을 나누는 기준도 애매하다. 특히 여성운동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점도 많다. 오김숙이(2010)가 한국여성운동과

차이문제 에서 "한국 여성운동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떠돌기 시작

한 '여성운동의 위기'담론은 보수로의 회귀가 한창인 현재에 이르러

서는 '페미니즘의 죽음'으로까지 거론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운동의 분화와 여성학의 도입으로 ‘신사회운동’을 여성운동의

새로운 출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성운동은 초기 역사의 뿌

리를 이어서 확대와 재생산을 거듭한 운동이라 평가될 수 있다. 100

여년을 이어온 한국의 여성운동의 역사에 비해 한국여성운동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여성운동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개화기에서부터 일제시대 말기까지

에 집중되어 있다(정요섭, 1971. 박용옥, 1975,1984,1987. 이효재, 정

충량, 1969. 이현희, 1980. 오한숙희, 1987. 남화숙, 1989). 주로 1960

년대와 1970년대에 이루어진 초기 여성사 연구는 여성운동을 민족

주의운동과 사회주의권의 운동, 기독교여성운동의 세 영역으로 여성

23) 여성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속하게 높아지는 것에 비해 사회적으로 여성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여성으로 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들 가운데 스

스로 여성주의자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사례도 많이 발견된다. 이들은 여성주의 

의식이 사상적으로 내재화되기 전에 서구로부터 들어온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 대한 반감으로 페미니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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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분류하고, 1945년 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미군정기

(1950년대)로부터 사회운동분화기 이전까지(1970년대)를 다룬 것으

로 이승희(1990)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24). 반면, 1980년대 초반부

터 이른바 ‘새로운’ 여성운동에 관한 연구는 여성운동진영의 담론의

생성과정과 제도변화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다양한 연구의 성과를

제공하였다. 진보적 여성운동의 특성에 관한 분석(강남식, 2004. 윤

정숙, 2004. 남인순, 1998. 장미경, 2006)과 여성운동진영과 국가와의

관계를 제도화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김현정, 2000. 서미라, 2002.

신상숙, 2004)를 포함, 여성운동조직의 사례를 분석한 논문(이소연,

2000. 김경희, 2011. 박인혜, 2011)등이 대표적인 연구들로, ‘진보적’

여성운동의 성과들을 고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여성운동사 연구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국 여성운동사 연구는 100년에 걸쳐 존재해 온 한국여성운동을

설명하는 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초기 여성운동사 연구

의 대부분은 봉건적 시대상황과 일제시대라는 공통적인 배경과 초

창기 시작된 여성운동조직의 구성과 활동내용을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다. 여성운동사에 관한 연구라기보다는 여성단체활동의 나열에 그

쳤다(이승희, 1990)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방직후의 현대사에서의

여성운동과 관련된 연구 또한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1980년대 이후

다양하게 나온 연구물들은 여성운동이 급격하게 성장했음을 보여준

다. 민주화 이후 분화된 사회운영 진영에서 여성운동은 어느 분야보

다 많은 운동의 성과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로 학계의 관심과 더불

어 현장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이론과 접목시키는 실증적인

연구의 결과물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여성운동연구는 ‘여연’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진보적

여성운동에 한정되어 있으며, 활동분석을 위주로 한 일반 사회운동

연구에 더 가깝다.

여성운동사 연구는 각 시대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여성운동이 가

24) 19세기 말부터 70년대까지의 여성운동사를 기술한 최민지(1979)의 연구가 있으나 간략

한 통사의 연구이므로 전 영역을 깊이 고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문경란(1989), 이승

희(1988)등의 석사학위 논문과 이효재의 ｢한국의 여성운동｣(1989)이 해방 이후의 역사

를 포함하는 연구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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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위치와 독자성을 밝히는 것이다. 여성운동사 연구가 미미한 이유

는 여성운동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롯된

다.25) 즉, 여성운동과 결합이 된 민족주의와 기독교의 맥락에서 여

성운동의 독자적인 프레임을 구별하여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군정기라는 한정된 시기를 다뤘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여성운동의 전통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떤 내용

과 과정으로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한 이승희(1990)의 논문은 한국의

여성운동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여성운동을 "반제 반봉건적 여성해방이념에 기반한 운동과 반봉건의

과제만 설정한 운동의 두 조류로 나누고, 이러한 흐름이 계급해방,

민족해방, 여성해방을 동시에 추구한 여성운동과 계급지배의 유지,

미국에의 종속, 여성의 정치적, 법적 권리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여

권운동으로 나누어졌다"는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미군정기 여성운동

이 "여성권익투쟁, 정치투쟁, 비합법 투쟁 등 다양한 투쟁으로 여성

운동의 정점"을 이루었으나, "민족통일국가수립운동이 미군정과 단

정수립세력에 패배하면서 노동자, 농민, 청년운동과 함께 여성운동

이 괴멸되어 그 이후 남한에서 여성운동은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기술한다. 이는 연구자가 방법론으로 제시하듯이 여성운

동사 연구를 계급모순과 여성억압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기 때문

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48년 남한 단정수립 이후 좌익계의 여

성운동은 단절되었고, 공창폐지(1948)등 좌·우익의 여성운동이 연대

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런데 1953년 이후 신민법 제정과정에서

시작된 가족법 개정운동에 한국YWCA를 비롯한 61개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앞장서 활

동했던 교회여성연합 등 근대 이후 조직을 유지해 온 기독교여성운

동이 존재하고 있다(이효재, 1998). 여성운동사 연구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연구의 한계로 보인다.

두 번째로, 기존 여성운동의 연구가 대부분 진보적 여성운동을 하

25) 이승희(1990)는 한국근대여성운동에 관한 연구를 평가하면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사의 

성격과 의미 등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운동을 여

성단체 결성으로 볼 것인지, 여성해방이념의 제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성해방이념을 

제시한 여성조직활동만을 이해할 것인지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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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단위로 분석한 것에 비해 개별 여성운동조직의 활동과 역사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초기 역사 연구로 근우회에 대한 연구가 있

는데, 좌우익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창립의 특수성과 기독교운동과의

관련성, 근우회 강령을 중심으로 한 활동의 이념분석 등이 주로 이

루어졌다(신영숙, 1979. 박용옥, 1987. 한규무, 1991). 그러나 근우회

의 활동기간이 짧아 여성운동조직의 내적 구조와 조직의 발전과정

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YWCA의 초기 역사를 연구한 천화

숙(2005)은 한국여성기독교사회운동사 에서 1938년까지의 활동을

분석하였는데, YWCA의 정체성을 기독교운동, 여성운동, 민족운동

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후 1980년대까지 활동한 여성조직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새롭게 등장한 여성운동에 관련된

연구도 드물게 나타났다. 문소정(2009)이 ‘평화여성회’를 분석한 논

문에 이어 김경희(2011)는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을 중심으로 진보적

대중여성운동의 연속성의 요인을 사회운동의 집합적 정체성에서 찾

는 연구를 수행했다. 김경희는 기존의 한국여성운동에 관한 연구가

정치적 기회구조나 조직의 발전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현재와 미래

의 과제를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여성민우회 운동

의 집합적 정체성의 핵심을 진보성과 대중성에 있다고 분석했다(김

경희, 2011). 김경희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운동의 지속성 혹은

연속성을 당연한 운동의 결과로 인식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러

한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관심을 갖는 연구로, 본 연구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기존 사회운동의 연구, 특히 사회운동조직의 연구는 ‘시민단체’ 또

는 ‘NGO’라는 개념으로 분석대상을 설정하고 특정한 ‘활동양상’ 또

는 성과에 관한 기술적(記述的) 분석이 주를 이룬다. 많은 연구자들

이 사회운동조직을 연구하지만 조직정체성의 이론 틀을 적용한 연

구는 거의 찾기 어렵다. 이는 대부분 민주화 이후 등장한 새로운 사

회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회운동조직이 정책형성과정이나 정

치적 상황에서 수행했던 ‘역할’이 주된 연구 대상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운동조직을 분석한 연구들은 구미의

사회운동이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삼았다. 조대엽(1999)은 그간의 연

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운동조직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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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동성을 보여주었다. 그는 사회운동조직을 공동체형과 시장형으

로 구분하는데, 이는 정부와 정치와의 관계에서 사회운동조직을 구

분해서 조직유형의 차이와 정치과정의 변화를 연결시킨 연구로 사

회운동조직의 변화경로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한국시민운동의 등장

과 성장을 설명하고 있으나 도식적 유형화로 사회운동을 단순화했

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자원동원론을 집합행동의 이론과 결합하여 연구한 정철희(2003)는

중위동원의 개념을 도입, 6월 항쟁에서 시민운동의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치구조의 변화와 미시적 동원맥락을 결합함으로

써 서구의 이론을 국내 상황에 적용시킨 연구사례로 볼 수 있다. 사

회운동조직에 관한 김구현(1999)의 연구는 경실련이라는 개별 운동

조직의 성장과 쇠퇴를 생태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사회운동조직의

생성과 쇠퇴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조직 내부의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미희

(2006)는 한국여성운동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진보적 여성

운동의 조직적 특성의 분석을 위해 일반 조직론의 기준인 집권화,

공식화, 전문화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운동조직의

내부 운영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나 시민운동조직, 특히 여성운동조직

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자료로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 많은 연구자들

이 신사회운동론적 접근(정수복, 1993; 조돈문 편저, 1995)과 집합행

위의 의미틀에 입각한 연구(장준오, 1995; 민영, 1997), 그리고 사회

운동의 운동방식에 관한 연구(정혜경, 2001; 홍일표 2004; 조희연

외, 2004))를 통해 사회운동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

다. 사회운동조직에 대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은 앞으로 사회운동

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구조주의적 접근이 갖

는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구의 차원들과 내부의 동학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들을 구성하는 것이 사회운동조직연구에서 중

요한 과제이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성운동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이 이룬 성과와 그

요인을 분석하는데 치중한다. 특히 여연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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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새로운’ 여성운동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전까지 진행되

어 온 여성운동의 초기 역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여성운동사의 연구는 여성운동이 시대별로 단절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여성운동을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 중 초기의 역

사연구는 역사적 배경과 단체 활동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 군정기를 다룬 여성사 연구의 경우, 좌익계열의 여성운동중심의

역사 연구라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역사적 연구의 제한점

들은 여성운동이 차용한 페미니즘을 각 시대마다 단일한 프레임으

로 규정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사회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이 어떤 행

위를 통해 표출되는 것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사회운동의 행위

양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셋째, 일반 사

회운동연구에서 조직과 정체성의 다양한 관계성이나 역사적 변화과

정을 파악하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NGO로 통칭

되는 1980년대 후반 이전에 존재했던 운동조직의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대의 구분

을 넘어 여성운동 역사 전체를 포괄하는 여성운동조직의 정체성 변

화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3. 연구과제와 연구대상

위의 문제제기와 선행 연구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첫째,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여성운동이 한국적 상황에서 형성한 독자적인 정체

성을 분석하고 개념화 하고자 한다. 최근의 여성운동 연구는 여성운

동을 ‘페미니즘에 입각한 여성 해방적 지향의 조직의 성과’로 한정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성운동의 다양한 영역 속에는 "여성 스

스로가 자발적으로 조직화하여 행동하는 현상"(김영정, 1983)과 그

결과를 포함한다는 입장도 여성운동 논의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 이

논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성운동의 개념화 과정에서 이론과 실

천의 문제는 양분되어 왔으며, 결합되어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YWCA운동은 이념적 기반과 실천이 상호 결합된 결과이다. 한

국YWCA는 서구 선교사들로부터 유입된 제1세대 페미니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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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았으나 민족주의와 결합시키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한국YWCA운동은 현장의 실천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유연한 특성을 유지해왔고, 주체적

으로 초기 여성주의를 구성함으로써 여성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YWCA운동이 지속할 수 있었던 정체성의 핵심

에 형성된 기반으로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praxiological

christian feminism)를 개념화하면서, 실증적인 역사의 분석을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로, 한국YWCA운동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

는 조직과 리더십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것이다. 기독교운동조직으로

서 한국YWCA는 교회와 구분되는 자발적 결사체 조직이다. 운동의

목적과 가치가 조직에 배태되면서 참가자들에게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운동조직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 오랜 역사를 지켜

왔다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 환경

의 변화와 내부의 지도력의 교체 과정을 겪으면서도 외부에서 볼

때에 조직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YWCA 조직이 가진

특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조직의 특성은 핵심 리더십에 의해 전파되

거나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YWCA운동을 지속시키는 과

정에서 조직과 리더십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운동조직의 특성

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YWCA 조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이 연구는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운동조직과 조직의 변화

에 주목하는 사회사적 연구 분석에 해당한다. 연구대상인 한국

YWCA 조직은 1922년 창립시부터 해방 이전까지 '조선YWCA'로

명칭을 사용했고, 해방 이후 1999년까지는 ‘대한YWCA연합회’로 이

름을 가졌다. 2000년도에 열린 전국대회에서 ‘대한’을 ‘한국’으로 변

경하여 이후 현재까지 ‘한국YWCA연합회’로 공식 자료에 표기하고

있다. 연구에서 사용되는 공식 명칭은 YWCA를 통칭할 경우에는

‘한국YWCA’로, 연합회를 지칭할 경우에는 ‘한국YWCA연합회’로 하

되, 역사 기록을 인용하거나 출판물의 출처를 기입할 경우와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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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조선YWCA' 또는 '대한

YWCA연합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은 192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YWCA 활동이

며, 활동의 분석도 1922년부터 최근까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

사회사 연구에서 시기구분은 연구의 중요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거시적 맥락의 시기구분과 조직 내부의 변화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미시적 차원의 시기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근 현대사의 역사

구분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회운동의 연

구에서도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는 시기 구분에 있어 중요한 요소

가 되었다. 사회운동에 있어서는 1945년 해방, 1948년 정부 수립,

1972년 유신 정권과 1980년 광주 항쟁, 1987년의 민주화 운동 등이

운동 지형에 중요한 변화를 주는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비해 2012년 특임장관실에서 발행한 시민사회단체 청사진

은 한국의 시민사회의 역사를 근대 시민사회 맹아기(1895-1948), 시

민사회 준비기(1948-1987), 시민사회 출범기(1987-2000), 시민사회

확대기(2000-2012)의 4시기로 구분하고 있다(특임장관실, 2012:17).

이 시기 구분은 시민사회의 출발을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 이

후 제도적 차원에서 시민운동이 영역을 확보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서 한국YWCA는 한국YWCA 80년사 (2006)에서 자

체 내의 역사를 주요한 운동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7단계

로 구분하고 있다.

1) 1922-1945년 애국계몽시대

2) 1946-1962년 재건과 재도약시대

3) 1963-1972년 여성인권보호운동시대

4) 1973-1979년 여성능력실현시대

5) 1980-1985년 자원봉사확산의 시대

6) 1986-1992년 바른 삶 실천시대

7) 1993-2002년 평화구현의 시대

이러한 시기 구분은 활동을 설명하는데 유효한 것이며, 역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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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각 시대별로 드러난 성과들을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

사 구분은 활동(프로그램) 중심으로 구분됨으로써 역사적 맥락과 조

직의 변화를 보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과 조직의 상호

관련성을 기초로 하되, 일제시기부터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에 영

향을 받은 요인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국의 정치, 사회적 변

화와 조직의 변화과정을 기준으로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 조직의 설립과정과 초기 정체성의 형성 (1922-1945)

2) 조직의 재건과 기독교 여성운동 정체성 확립(1946-1972)

3) 시민사회 담론과 지역운동의 분화 (1973-1985)

4) 정체성의 성찰적 재구성과 운동의 제도화 (1986년 이후)

본 연구는 한국YWCA운동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운동의 이념적

기반과 초기 기독교 운동과 리더십의 특성을 2장에서 다루고, 이어

서 각 시기별 활동의 내용을 분석하겠다. 거의 전 시대에 걸친 한국

YWCA의 활동을 분석대상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각 시대별로

정치적 기회구조와 시민사회의 변화 맥락에서 한국YWCA가 구성한

운동의 정체성과 조직, 리더십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조적 분석과 행위수준의 분석을 통합시키고자 노력할 것이

다. 구조적 분석에서는 정치기회구조의 변화, 시민사회의 분화과정,

기독교운동진영의 구조적 변화의 분석이 포함된다. 행위자(agent)

수준의 분석에서는 리더십 관계의 역동적인 측면들, 그리고 당시의

기독교 운동의 주요 인물과 조직들의 행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

고자 한다.

4.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오랜 역사를 가진 운동조직을 연구하는 것은 개별 조직의 사례 분

석을 넘어서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로 수행되어야 한다. 긴 역사 속

에서 존재해 온 사회운동은 참여자 주체의 형성과 조직, 정체성의

형성의 전 과정의 기획이며, 결과 뿐 아니라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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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조직의 변화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운동에서 다양한 개인들의 ‘자발적’ 공동행동이 가능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조직 내적으로 공동의 경험과 신념체계의 공유, 지속가

능성에 대한 확신, 고유한 특성 등의 조직 정체성을 확보했을 때 가

능하다. 사회운동의 역동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가치 체계

인 일련의 신념으로서의 정체성, 신념을 갖추는 일련의 체계로서의

조직, 이념적 자원과 조직체계를 연결하거나 때로는 정체성과 거의

동일시 되는 개념으로서의 리더십의 각각의 특성과 상호작용을 고

려해야 한다.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운동조직에 대한 사

회사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조직과 리더십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사회의 근 현대사를 포괄하

는 한국YWCA의 운동 연구는 조직에 대한 연구이며, 조직의 정체

성에 포함하는 가치(기독교적 정체성, 페미니즘)와 리더십의 특성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조직이론과 정체

성의 개념,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의 리더십 연구의 방향, 그리고 한

국의 초기 여성운동에 영향을 미친 페미니즘의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운동의 정체성과 조직

사회운동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받고, 지속적으로 자신

들의 신념과 주장을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 공감을 받아야 유지되

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회운동조직은 지지자들

뿐 아니라 반대하는 이들에게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또

재구성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Stryker eds., 2000). 그러

므로 사회운동조직에서 정체성을 구성하고 확립하는 것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조직은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고전사회

학의 조직에 대한 이해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구자들

이 조직을 개념화 하고 조직구조의 차원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

를 진행했다. 그러나 기존의 조직 연구가 조직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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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달성한 성과와 '역할‘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운동조직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조직의 내부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조직의 정체성은 조직의 개념화나 유형화

를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조직들의 생성과 변화과

정에 주목할 때 실제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조직이론은 크게 기능주의적 입장과 해석주의적 입장, 비판조직

이론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26), 조직사회학의 연구의 흐름에 대해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체계이론(systems theory)의 발전과정으로 보

는 관점이다(K. Azumi & J. Hage, 1972). 2차 대전 이후 사회과학

계에 유포된 체계(system) 개념을 통해 공식적 행위의 집합체를 조

직이라는 통칭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흐름이 자리잡게 되었다27).

체계이론에 따르면 모든 조직은 외부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내부

의 하위체계(subsystem)와의 관계를 통해 조직이 변화되는 과정을

갖는다.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회운동조직의

특성은 조직을 개방적 체제로 이해하는 상황적합이론(contingency

theory)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상황이론은 모든 조직이 동일

하다는 가정 하에 조직의 능률적 극대화를 추구하는 고전적 조직이

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으로 로렌스(Lawrence)와 로쉬(Lorsch)에 의

해 발전하였다((Lawrence & Lorsch, 1967). 이들에 따르면 효과적

인 조직구조는 환경 등의 상황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상황이론에서는

26) 전통적인 조직이론을 정의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버렐과 모르간이 기

능주의(functionalist) 조직이론이라 명명한 일련의 이론들을 전통적인 조직이론으로 분류

할 수 있다(Burrell & Morgan, 1979). 이 이론 안에는 20세기 초부터 1980년대까지의 

대부분의 조직이론들 - 테일러(F.W.Taylor)의 과학적 관리, 호돈(Hawthorne)실험에서 

파생된 인간관계학파, 체계이론과 상황접합이론(contingency),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y theory), 모집단생태학(population ecology model) 등을 들 수 있다. 이외

에 또 다른 조직이론의 패러다임인 비판조직이론은 주로 맑스와 하버마스 등, 유럽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이론으로, 조직보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베버의 합리성 이론이나 기능주의 조직이론의 환경결정론, 기술결정론에 대해 비

판하면서 기능주의적 조직이론이 자본주의적 조직을 영구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고 비판한다.

27)  당시 서구 사회과학이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고 상호단절된 문제의 해결에 생물학자 베

르타란피(Bertanlanffy, 1956)의 일반체계이론을 도입, 많은 조직이론가들이 체계이론이

라는 공통문법을 통해 각종 조직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Katz & Kahn, 1966, 

Thompson,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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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개방체제로 보며, 조직이 환경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조직

구조를 바꾸어 환경과의 관계를 적합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므

로 조직은 조직이 영향을 받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항시 갖게 된다(김영수, 2000:4).

조직이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핵심적이고 지속적이며 차별적인 특

성을 갖는 것을 조직 정체성이라 할 수 있으며(Albert and Whetten

1985, Whetten and Mackey 2002), 모든 조직은 다른 조직, 집단, 사

람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내,

외부 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정체성에 대한 요구를 가지게 된다

(Albert et al. 2000). 따라서 정체성은 한 조직이 다른 유사한 조직

과 구별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28)(Albert and Whetten 1985,

Ashforth and Mael 1996).

그렇다면 사회운동조직연구에서 조직정체성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

는가? 멜루치는 "행위자들은 자신을 동일성(unity)과 연속성

(continuity)을 지닌 행위자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즉 집합적 정체성

을 구성했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사회적 실재를 해석하고 행동의

비용과 보상에 관한 전략적 판단을 수행할 수 있다"(Melucci, 1989)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체성’ 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담론에

서 널리 대중화되었지만, 사회과학계에서는 여전히 정체성을 학문적

용어로 사용하기를 꺼리고 있고, 기존의 조직사회학이 주로 거시적

인 관점에서 조직구조를 분석하는데 힘을 쏟은 반면, 조직 내부의

동태적 분석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조직에서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회운동의 정체성 연구는 사회운동의 메카니즘을 찾는 과정과 연

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사회운동조직의

작동 메카니즘과 운동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들은

사회운동연구에서 구조와 문화, 구조와 행위, 구조와 의미 사이의

상호관계를 역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이러

28) 정체성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는지 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조직정체성의 형성 또한 자아개념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

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적 구조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e.g. Albert & Whetten, 

1985; Ashforth & Meal, 1989; Dutton & Dukerich,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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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도들로 사회운동연구에서 조직을 단일한 구조로만 분석하는

한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발적 인간행위인 ‘사회운동’

의 참여 기제와 ‘사회운동조직’이라는 독특한 조직의 정체성을 분석

하는 이론적 자원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조직을 분석단위로

할 때 구조적 변화와 개인의 미시 행위적 변화가 일어나는 구체적

인 장면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사회운동 조직의 분석에서 가능한

것이고, 조직정체성의 개념을 분석의 이론적 자원으로 확보할 때 가

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사회운동조직으로서 한국YWCA는 자원의 동원 방식과 거버넌스

의 측면에서 자발적 조직체로의 특성을 갖는다. 한국YWCA의 ‘A’는

Association을 가리키며, 조직적으로는 자발적 결사체 조직으로 규

정된다. 한국YWCA의 A가 말하는 Association은 단체나 협회를 가

리키는 일반적 의미가 아니라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

지는 조직임을 의미한다( YWCA 지도자 지침서 , 2001). 자원조직

체는 일반적으로 ‘자발적 결사체’로 개념화되는데 한국YWCA는 무

급으로 활동하는 전문적 활동가들을 자원활동가로 통칭하면서 ‘자원

활동’의 조직적 기반으로서의 ‘자원조직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결사체의 범주는 모든 결합체를 다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도 존재하나, 실제 개념을 적용할 때에 강조되는 ‘자발

성’에 대한 요건은 1) 국가와는 독자로 존재하는 집단일 것, 2) 조직

의 주생활이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 곧 성원들의 경제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을 것, 3) 참여자들의 다수가 무급여 성원일 것 등이다

(김석준, 1985). 자발결사체의 '자발성‘과 ’결사체‘라는 두가지 특성을

고려한 정의 중 대표적인 그미스와 프리드만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발조직들은 개인이 선택에 의해 참여하는, 비이윤, 비정부

의 사사로운 집단이다. 성원들은 그들이 가족이나 교회에 속하게 되

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결사체에 소속되는 것도 아니고, 군

대의 경우처럼 강제로 소속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노조나 전문 집

단들에 해당되듯이 생계유지를 위해 참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윤 창출 회사에 부속하는 사업 또는 상업 결사체들도, 비록 때때로

자발 조직의 몇몇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엄밀하게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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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 결사체로서 적합하지 않다. 기능과 법률상의 지위에서 자발 결

사체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정당과 정치 클럽들도 제외된다

"(Constance Smith & Anne Freedman, 1972; 이승훈, 2002에서 재

인용).

이러한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 중 스미스와 프리드만의 정의에서

공식 조직은 기존의 절차를 통해서 충원되는 직원들의 존재; 계획된

정기 모임; 성원됨에 대한 자격기준; 그리고 어느 정도 공식화된 노

동 분업과 전문화 등에 의해 규정되어진다(Constance Smith &

Anne Freedman, 1972; 이승훈, 2002에서 재인용).

자발적 결사체 개념은 NGO, NPO 또는 시민운동조직과 겹치는

부분도 있으나 구별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 시민운동의 경

우 광의의 의미로서 자발적 결사체적 조직을 포함하기도 하나, 80년

대 이후 연구되는 사회운동연구에서는 일부의 연구(조대엽, 1999, 이

기호, 1997, 이승훈, 2002)에서 사회운동 내에 존재하는 결사체조직

또는 공동체 조직의 존재를 의미 있게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는

NPO의 개념 속에 다양한 회원구조의 조직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박

상필의 정의에 따르면 "NGO는 비정부, 비정파, 비영리 결사체로서

시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결성되고 자원주의에 입각하여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로 시민들의 자유 의지에 의한 참

여, 둘째, 회원 가입에 배타성이 없어야 함, 셋째, 주로 자원봉사활동

에 의해 사업을 수행, 그리고 공익 추구에 한정함으로써 협의의 결

사체 개념으로 정의했다(박상필, 2001). 자발적 결사체로 존재하는

한국YWCA는 참여자들의 유입이 용이한 개방성과 능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의 장점이 있는 반면, 조직 체계(system)에 의한 관리

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리더십의 특성에 따라 조직의 특성이

변화될 수 있는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2) 운동의 정체성과 리더십

조직에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며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구

성원들에게 동기를 유발시켜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ʻ지도자ʼ 혹
은 ʻ리더ʼ 라고 칭한다. 리더십(leadership)은 ʻ공동의 목표를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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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지도자가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ʼ으로 정

의된다(Chemers, 2002). 리더십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구성원

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이다. 리더십에 대

한 연구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리더의 자질을 비

롯한 개인 특성에 관심을 가졌으나, 점차 조직 구성원의 관계나 조

직구조의 특성에 관심을 갖는 연구로 전환되었다.

리더십은 조직 환경에 가장 중요한 관점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으

나 리더십은 상황별로 다르게 정의된다. 일반으로 리더십은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직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게 하며,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한다(홍성태, 2012). 리더십은 권력의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와 마찬가지로 행위자들의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집합적 단위들―예를 들어 집단, 단일조직, 연합조직, 지역사회, 시민

사회, 국가, 세계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보편적 속성을 갖

는다(홍성태, 2012). 최근에는 리더십에 카리스마, 변혁, 섬김, 소통,

감성 등과 같은 수식어를 붙여 다양한 형태로 유형화되기도 한다.

리더십이 어떤 조직에서나 필요한 조직정체성의 구성요인이고 이

를 발현하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시민운동 영역에서도 조직

을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어떤 운동이든 운동

조직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단수 혹은 복수의 형태로 존재할 때 통

상적으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조직된다. 이 과정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운동조직은 참여자들을 동원하고, 일정한 목적과 신념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공유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한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에서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이나 참여자, 정체성, 문화 등의

여러 측면에서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조직정체성은 조직의 리더십에 의해 조직의 행동에 지침을 주며

행동을 이끄는 핵심 가치와 신념의 창출로 형성된다. 조직의 핵심

리더들은 조직으로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해야 한

다. 왜냐하면 이것이 조직이 문제를 해석하고 위협을 감지하며 전략

을 창출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Foreman and Whetten 2002). 정체성에 대한 신념은

또한 리더들이 서로간에 그리고 외부관계자들, 목표 및 고객들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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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교류하며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자원을 사용

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29).(e.g., Albert and Whetten 1985,

Glynn 2000).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

더십’의 개념은 개인의 자질이나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

단이나 조직의 개인 구성원이 사건을 해석하고, 목표와 전략을 선택

하며, 목표달성을 위해 사람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외부로부터의 지

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Yukl 1998)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운동조직의 리더십은 조직의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때로는

조직의 정체성에 의해 스스로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역동적인 관계

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리더십은 조직과 개인이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이란 용어는 1978년 번즈(James

MacGregor Burns)가 그의 책 "leadership"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변혁적 리더십은 대부분의 경우 거래적 리더십과 서로 대조적 의미

로 사용된다. 번즈와 이후 이 두 가지 용어를 더욱 더 심층 연구하

여 발전시킨 바스(Bernard Bass, 1985)에 의하면 변혁적 리더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30).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는 달리 리더가 어떻게 그들

의 조직과 사회, 그리고 부하들을 변화시키느냐 하는 데에 관

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변혁적 리더는 새로운 가치관이 내재

되어 있는 명료한 사명과 비전을 부하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다. 변혁적 리더의 목적은 현상을 보전하는 것보다는

이를 초월하여 현상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변혁적

리더는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가시적 특성보다는 자기확신과 강

력한 이념적 신념을 보다 특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29) 실제로 학문적 영역에서나(Brown and Starkey 2000, Gronstedt and Thorson 1996, 

Scott and Lane 2000), 실무적 영역에서(Ackerman 2000, Collins and Porras 1996), 

리더십의 최우선적 목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통일된 정체성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제기되어왔다. 

30) 변혁적 리더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바스는 거래적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보상이나 벌을 사용하여 부하들이 자신의 직무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형

태의 리더십으로서 부하의 욕구와 조직의 보상을 근거로 한 교환관계가 성립된다는 가정

을 지지한다"(Bernard Bas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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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하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부여하고 확신감을 불어 넣

어주며 또한 개별적 배려를 하여 줌으로써, 그의 부하들을 변

화시켜 나갈 수 있다"(Bernard Bass, 1985).

다시 말해, 변혁적 리더십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리더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변혁적 리더는 명확한 비전제시, 조직원들의 공

감대 형성,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 신뢰구축 등의 핵심역량

을 갖추어야 한다.

사회변화를 위해 자발적인 역량을 조직해야 하는 사회운동조직에

서 리더십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폐쇄적 조직체계라기 보다는 개

방적 조직체계의 운동조직은 리더십의 유입이 자유로운 편이나, 중

심 리더십의 교체가 용이하지 않은 때도 있다. 또한 자발성을 특징

으로 하므로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고, 이는 리더십의 성장

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사회운동에서 리더십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운동에서 리더십을 연구한 경우가 많지

않다.

사회운동에서 리더십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지나

치게 리더, 즉 지도자에 의존하거나 지도자를 평가하는 환원주의로

가는 경향과 전통적으로 리더와 지지자들을 대칭적인 개념으로 설

정하는 입장에 의해 리더십이 분석 개념으로 설정되기 어려웠다. 반

면, 1970년대에 나타났던 그린피스(Greenpeace)의 ‘지도자 없는 조직

실험’은 한국YWCA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 조직이 지향하는 협업,

팀워크, 민주적 합의체제의 거버넌스과 연결되어 살펴볼 수 있는 사

례이다.

여성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여성리더의 특성에 관한 연구(박통희,

2004; 강혜련, 2005; 김양희·김홍숙, 2000)가 주류를 이루고, 여성운

동의 주체형성을 집단적 리더십의 개념으로 접근하거나(박인혜,

2009), 여성주의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려는 노력(허라금,

2005; 조형, 2005; 장필화, 2003; 윤혜린, 2005; 정대현, 2005)을 볼

수 있다. 여성운동의 리더십 연구의 기초가 되는 여성리더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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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개념은 ‘여성적 리더십’(feminie leadership)과

‘여성주의 리더십’(feminist leadership)이다.

여성적 리더십 개념(feminie leadership)은 Loden(1985)에 의해 처

음으로 주창된 것으로, 여성 리더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관계지향성, 배려, 보살핌 등을 특징으로 한다(강시

현, 2003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여성적 리더십은 남성적 리더십이

일방적인데 비해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인간중심의 리더십으로 평가

되고 있다. 여성 리더가 늘어나면서 ‘여성적 리더십’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다. ‘여성적 리더십’의 선호는 여성리더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여성 리더의 양적 성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

거나 남성리더와 대비되는 여성리더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의미를 가졌다. 이러한 개념의 도입은 기존의 전형적인 남성 중심의

리더십 개념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리더의 역

할을 여성 개인의 성공에 맞추어 설명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운동의

리더십 연구에 차용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여성주의리더십(feminist leadership)은 여성해방적 가치, 즉 여성

주의의 구조적, 역사적 맥락을 기초로,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의식과

목표를 담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허라금은 여성주의 리더십의 핵

심은 ‘변화’에 있다고 설명한다. "여성주의 리더십은 리더가 지향하

는 여성주의적 가치, 목표에 의해 성립하는 리더십이다. 여성리더십

연구에서의 관심은 그녀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성취하고자

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냈는가 또는 그 조직의 높은 지위에 어떻게

올라갔는가에 일차적으로 집중되고 그가 성취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에 반해, 무엇을

위해 발휘되는 리더십인가 보다 중요한 관점에서는 목표의 성취 여

부 그 자체가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리더십의 결과 보다는 여성

주의 의식 아래 여성의 해방적 목표를 향한 변화를 얼마나 열어주

고 있는가가 보다 중요한 관심이 되는 것이다."(허라금, 2005:66)

여성주의 리더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 리더십의 지향적 가치나 페미니즘의 유형에 따

른 여성리더십의 실제적 차이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



- 30 -

대현(2005)과 조형(2005)의 논문은 ‘모성’적 가치를 중심으로 여성주

의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나 실증적 연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허라금이 제시한 것처럼 여성리더십, 이 중

에서도 여성주의적 리더십의 연구는 변화의 가치를 가진 현장의 활

동가들의 경험을 연구할 때 이론적 함의도 도출할 수 있다(허라금,

2005). 그러나 한국의 여성운동의 역사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연구도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여

성리더십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사회운동으로서 여성운동이 가진

정체성의 특성과 변화과정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한국YWCA의 오랜 활동에서 리더십의 다양한 형태와 특성이 조

직의 정체성 형성과 그 영향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

는데,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YWCA의 리더십에 대한 고찰은 시민운동의 조직화 과정에서나 여

성운동 조직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많은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 기반의 운동조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중요한 요

소인 기독교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 사회운동이 기독교적 전통에서 사회 변혁적 관점

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은 기독교 내에 존재하는 세계관과 사회에 대

한 입장에서 비롯된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적 기능을 넘어서 인간

의 삶과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독교의 세계

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설정에 의해 구성

되었다.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가장 잘 정리한 이론가로 리차드 니버

(Richard Niebuhr)를 들 수 있다. 니버는 문화를 "언어, 관습, 이념,

신념, 전통, 사회조직, 전해 받은 공예품, 기술적인 진전, 그리고 가

치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규정한다31)(Niebuhr, 1998:47). 종교의 기

31) 니버는 구체적으로 문화의 개념을 다음의 네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그는 말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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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넘어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문화의 개념에서 기

독교의 문화관은 역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으나 변

화의 세계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와 문화"32)를 통

해 다섯 가지 유형의 기독교문화관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와 문화

의 관계에서 나타난 문제와 방향을 정리하고 있다33).

니버의 유형론의 첫 번째는 "문화에 적대적인 그리스도"이다. 이

유형은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만 인정하고 문화적 주장들에 대해서

는 단호한 거부"를 표명하는 비타협적 태도이다(성석한, 2009:310).

대표적으로 톨스토이(Tolstoy)와 터툴리안(Tertullian)의 신학이 이

유형에 속한다.

"톨스토이에 있어 예수는 언제나 위대한 입법자로서, 그의 계명

은 인간의 진정한 본성과 타락하지 않은 이성의 명령에 부합되

는 것이었다. 톨스토이는 나의 신앙 또는 나의 종교 라는 저

서에서 성서의 이해는 본문에 첨가된 교회의 온갖 주석을 제거

하고, 본문의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하며, 복음서를 충실히 해

브스키(Malinowsk)의 주장을 차용하여"문화의 본질적인 사실은 인간들을 항구적 그룹들

도 조직화하는 것"으로 본다. 즉, 문화는 사회 안에서의 인간 생활에 불가피하게 얽혀 있

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다. 둘째로, 니버는 문화를 ‘인간의 성취’로 본

다.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력해서 이루었다는 사실을 들어 이것을 자연과 구별한

다(Niebuhr, 1998:48). 문화의 선물은 그 받는 사람 편에서나 애쓰는 것이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셋째, 인간의 성취물이란 것은 모두 어떤 목적 또는 

그 목적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즉, 문화란 것은 가치의 세계라 니버는 정의하고 있다. 

(Niebuhr, 1998:49). 말리노프스키는 문화를 "목적을 가진 활동들의 조직된 체계"라 보

고 있다(Malinowski, 1944; 신응철, 214 재인용). 넷째, 모든 문화의 특징은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인간이 구하는 문화의 가치는 하나가 아니며, 사회는 그 

다수의 가능성을 실현하려고 시도한다. 문화는 언제나 평화와 번영, 정의와 기술, 자유와 

공동복리, 진, 선, 미와 기술적 숙련, 실제적 지혜, 거룩함과 생활의 연결을 추구한다. 이

러한 다수의 가치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Niebuhr, 

1998:54).

32) ｢Christ and Culture｣는 1951년에 출판된 니버(Helmut Richard Niebuhr)의 저술로 국

내에서 IVP등의 번역서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958년에 가장 먼저 출판한 김재준 번

역본(2008년 재판 발행)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33) 니버는 인간이 자기 영광을 높이는 모든 문화활동,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거나 사회적인 

것이거나,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나 인류의 일원으로서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다고 보았다((Niebuhr, 1998:240). 이러한 문화의 성격을 기초로 그리

스도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다섯 가지 유형의 기독교 문화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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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는 것이 예수가 제시한 새 계명을 따르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Niebuhr, 1998:77).

두 번째는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즉 ‘일치유형’이다. 이들은 그

리스도를 온전히 문화적 용어로 해석하고 사회적 신념 또는 관습과

그리스도와의 사이에 아무런 긴박감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단적

경향을 보이는 기독교 영지주의(Christian Gnosticism)와 19세기의

문화-프레테스탄티즘(Culture-Protestantism)의 입장이다.

"이들은 문화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그리스도의 사

역과 인격에 가장 일치되는 것이며, 동시에 문화를 통하여 그

리스도를 ‘이해’한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행동, 그리고 그리스도

에 관한 교리 등에서 문명 안에 있는 최선의 것과 일치된다고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여 그것을 그리스도와 조화시킨

다."(Niebuhr, 1998:142)

이러한 위의 두 가지 대립유형은 공통적으로 ‘율법’에 치우치고 있

고((Niebuhr, 1998:144), 이들 중 문화적 기독교인(일치유형)은 극단

으로 ‘자기신뢰’에 기울어지는 ‘휴머니즘적 운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고 비판받는다(신응철, 231).

세 번째 유형은 "문화와 그리스도" 또는 "문화 위의 그리스도"의

‘종합유형’이다. ‘그리스도’와 ‘문화’를 둘 다 긍정함으로써 그리스도

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함께 주가 되신다는 고백이다(Niebuhr,

1998:154).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종합주의자로 불리는 토마스 아퀴

나스(Thomas Aquinas)는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 구분을 인정하

나, 그의 사상 체계에서 철학과 신학, 국가와 교회, 세속윤리와 기독

교 윤리, 자연법과 신법, 그리스도와 문화 등의 사이에 혼동 없는

결합을 성취하였다34)(Niebuhr, 1998:165). 이러한 종합주의적 입장은

34) 토마스는 ‘인간적 선행과 도덕의 길’과 ‘복음에 의한 은혜의 길’을 구분한다. 후자는 인

간적인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

혜는 가정, 국가, 교회 등 사회적 제도에 두루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은혜의 길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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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와 복음을 제도화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35).

"그리스도와 문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일시적인 것과 영

원한 것, 법과 은혜 등을 사상과 실천의 한 체계에 넣어버리려

는 노력은 결국 불가피적으로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고 무한

한 것을 유한화하며 생명적인 것을 물질화하는 경향을 가지게

될 것이라 지적한다((Niebuhr, 1998:182).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

연질서에 대한 위계적 견해 역시 역사적이요 중세기 적임을 적

시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주의는 단편적, 역사적인 것으로

구상되었다고 보는 것이다"(Niebuhr, 1998:183).

네 번째 유형은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즉 ‘역설

유형’이다. 이 입장은 인간은 문화에 속해 있는 자로서 거기에서 벗

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36). 바울과 루터의 이원론적 입장37)이 대표적

으로, 이들은 문화적 제도와 특징들, 모든 인간적 업적은 모두 죄

의 길은 서로 연속적이며, 후자는 전자의 목적적 의도를 실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종

합적으로 사고한다(신응철, 235). 

35) 이들은 일반사회에서의 덕행과 공정한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Niebuhr, 

1998:179). 그러나 이들에게 교회는 ‘머리’로 존재하는 것으로, 국가위에 위치하는 것이

다. 토마스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제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이 제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는 것이다. 

36) 이들은 인간이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설명

한다. 바울은 복음 선포에 문화적 기독교인의 윤리를 첨가시킴으로써 종합론적 입장과 

유사한 입장을 가지나, 종합론자가 문화에서부터 그리스도로 옮겨간다면, 바울은 문화의 

심판자 또는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로부터 기독교적 문화로 나아간다(Niebuhr, 

1998:208). 

37) 이원론(dualism)이란, 두 가지나 또는 그 이상의 대상이 양쪽의 대립적인 관계 속에 놓

여 지는 세계관과 관계의 개념적 구조를 지칭한다. 히브리 사상과 기독교에서 형이상적

인 이원론은 거부되었지만,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적 경향은 기독교 신학에 막대한 영향

을 주어서 결과적으로 기독교 사상은 이원론적 구조를 담게 되었다. 그러한 이원론은 타

자(the other)와 대립적 관계에 놓여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기(self)이해, 그리고 세계

와 대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해를 형성하게 하였

다. 더 나아가서 서구의 철학과 기독교는 남성-여성, 정신(영혼)-육체, 초월적인 것-자연

적인 것과 같은 이원론을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이원론적 구조는 두 축이 우월과 열등

의 구조로 이해되는 위계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며, 특히 남성-여성의 이원론은 남성

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을 자연적인 신적 질서로 이해하게 하였다. 페미니즘이나 여성신

학에서는 이원론적 사고구조가 여성과 남성을 대립적인 관계 속에 놓고, 그것을 지배의 

관계로 이해하게 한 것이라는 근원적인 비판을 한다(강남순, 199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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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포함된 것이나, 동시에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의 공

적에 종속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38)(Niebuhr,

1998:203-204).

"이들의 이원론적 입장은 극단주의나 종합론자들이 말하는 거

룩한 나라와 완전한 사회의 경우보다도 기독교인 스스로에 대

해 좀 더 적합하게 표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을 반

율법주의로 인도하며, 동시에 문화적으로 보수주의에 빠지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Niebuhr, 1998:232).

즉, 이들이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문화적 개혁을 이루어낸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당시의 종교적 제도와 관습의

개혁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해방을 포함한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한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 모델이다. 다섯 번

째 유형의 특징은 ‘그리스도’와 ‘문화’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정통 신

학, 특히 개혁교회의 신학에 근거하여 문화변혁의 비전을 분명히 한

다는 점이며, 니버가 가장 의미를 두는 입장이다39). 예거(D.M.

38) 바울의 두 윤리는 삶의 길의 두 단계를 위한 윤리나 미숙한 기독교인과 성숙한 기독교

인을 위한 두가지 윤리가 아니라 삶 안에 있는 모순되는 경향성에 관한 윤리이다. 하나

는 중생과 영원한 생명의 윤리이며, 다른 하나는 타락의 예방을 위한 윤리다. 이런 의미

에서 니버는 바울을 이원론자로 규정한다((Niebuhr, 1998:209-210). 이와 유사하게 루

터(Martin Luther)도 인간은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시므로 의인이 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Niebuhr, 1998:217). 루터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문제에 대한 루터의 해결책은 행위의 ‘본질’(what)과 ‘방

법’(How)에 대한 이원론이라 평가한다(Niebuhr, 1998:219).  

39) 이 입장의 신학적 신념을 니버는 세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

다는 신념이다. 이원론자들은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반면, 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강조한다. 이 유형의 기독론은 하나님

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에 집중된다. 두 번째 신학적 신념은,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 창조된 선함과 연관이 있으며, 인간의 타락

은 몸으로 사는 인생의 조건으로서의 타락이라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타

락이며,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신체의 타락이거나 형이상학적 타락은 아니다. 문화

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질서라기 보다는 구원이 일어날 타락한 질서이다. 세 번째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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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ger)는 니버가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밝힌 교회의 ‘변혁’에 대해

서 설명하면서, 니버의 주장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니버는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적 임무를 이렇게 요약한다. 1)

복음적 사역으로서 인간의 자기 의지와 "인본주의"라는 사회적

죄의 근원을 성찰하여 인간의 자기모순에 유일한 대안이 무엇

인지 보여주는 것이다. 2) 현존하는 제도들이나 사회적 구조를

더 포괄적인 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또 더 큰 모범에 비추어 고려하도록 하는 상대화 작업이 교회

의 사회적 임무이다. 3) 과거의 지나간 형식들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현실과 기쁘게 연합하는 창조적 사역

이 교회의 임무이다."(Yeager, 1996; 성석환, 2009:323 재인용)

기독교 사회운동의 입장은 문화를 변혁하는 그리스도의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변혁론자가 이원론자와 구별되는 요점은

그들이 이원론자보다도 문화에 대하는 태도가 더 적극적이요, 희망

적이라는 점이다40). 앞의 네가지 유형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네

개의 입장과 변혁론자의 입장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역사로서의 ‘현

존’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배타적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역사란 교회 혹은 기독교 문화

의 발흥과 이교문명의 사멸을 기술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 두

번째로, 문화적 기독교인에게 역사란 자연과 정신의 대결에 관

한 이야기다. 종합론자는 영혼이 하나님과 궁극적인 교제를 율

사관과 관련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인간만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극적

인 상호작용으로서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문화변혁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신

념이다. 현재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변혁하는 것이 더

욱 중요하다(성석환, 2009:311-312).

40) 이들의 입장은 세가지 신학적 신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첫째는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 변혁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는 주요

한 두 주제여서 어느 하나라도 속량개념에 압도되거나 압도하는 일이 없다.  두 번째는 

창조 때의 선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이다. 세 번째로 역사가 근본적으로 

다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건들의 과정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의 극적인 상호

행동에서 생기는 것으므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

장하는 역사관이다(Niebuhr, 199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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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성, 복음 그리고 교회의 치하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역사

이다. 이원론자에게 역사란 신앙과 불신앙이 투쟁하는 시간, 생

명의 약속이 주어진 때와 그것이 완성될 때의 중간기간인 것이

다. 이에 비해 변혁론자들에게 역사란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

위와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기술한 이야기다"(Niebuhr,

1998:244).

그러므로 변혁주의자들은 창조에서 주어진 것을 보존한다거나 최

후의 속량에서 주어질 것을 위한 준비라기보다는 현재의 변화에 대

한 하나님의 가능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재가 곧 역사라는 견해를 가진 변혁주의자들

로서는, 창조와 문화의 세계가 최후로 종말을 고한다는데 대한 기대

보다는 만물을 그에게 끌어올려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더

욱 민감하다(Niebuhr, 1998:245). 이러한 시각에서 니버는 문화의 변

혁을 문화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인식한다(성석환, 2009:323). 그는

국가권력과 교회의 결탁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유한한 정치적 권세가 절대화된다거나, 인간의 소리가 하나님

의 소리처럼 선언될 경우에는 정치에 대한 신앙의 중립적 태도

는 적대적인(antagonism) 것으로 변한다. 정부가 일종의 종교

화된다거나 모든 것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면 신앙은 반드시 민

주주의와 모든 정치 체계에 대해서 도전해야 한다. 그것은 인

류 전체를 포함해서 그 어떤 피조물의 절대성이라도 부인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며, 모든 선함과 권세를 비우고 성육신하

신 한 분만이 절대자라고 고백하기 때문이다."(Niebuhr, 1996)

그리스도를 문화의 변혁자로 해석하는 역사적 흐름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문화의 변혁을 위해 일하신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한

국YWCA가 기독교의 사회 참여를 조직의 목적으로 하는 에큐메니

칼 운동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회의 변혁을

위해 일한다는 신학적 근거와 연결되는 것이다. 니버의 유형론에 대

해 토착신학의 입장에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41), 그 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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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역시 일부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버가 구분한 유형론

은 기독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이론적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기독교적 실천(praxis)

기독교 사회운동은 현장성을 가지는 실천운동이다. 기독교는 세상

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이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이해하는 실행의 수준

에 머물게 될 경우 실천은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구성하지 못하게

된다. 기독교의 사회참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신앙에서 출발

하는 것이며, 기독교 사회운동의 신학은 성육신(Incarnation)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다. 사람의 몸으로 세상으로 직접 오신 예수 그

리스도의 삶과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성육신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사랑의 운동을 펼치

는 것이 기독교 사회운동이다.

WCC 신학은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근거하여 교회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선교개념을 제

시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으로 "타자들을 위한 교회"로 개교회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교회의 사회참여"를 강조했다. 에큐메니

칼 선교는 철저한 복음주의적 각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YWCA

운동도 복음주의적 전통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41) 토착화 신학이란 한국 종교문화를 선험성(주체성)으로 하여 기독교 복음을 해석하는 작

업으로 통칭할 수 있다(이정배, 2007:69). 유동식을 1세대로 하는 토착화 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보존해 온 민족 문화에 대한 적극적 이해를 강조한다. 세계

화에 편승한 문화적 동질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민족주의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지적

한다. 개신교는 복음과 문화, 기독교와 타종교,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분리하는 구도를 유

지해왔다. 타종교, 전통문화 안에서도 하느님의 살아 역사함을 긍정하는 포용적인 입장을 

공식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근대 초기에 조상제사문제는 한국 기독교 교인들에게 신앙

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였다. 가톨릭의 경우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를 강조했고 

조상제사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합법화시킴으로 그것이 선교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했

다. 이러한 개신교의 입장은 ‘신앙유비’, 즉 자연세계와 동양문화 전반을 부정적으로 보

는 원리를 수용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배타성을 생존의 법칙으로 삼는 개신교 신학과 교

회의 입장으로 연결되었다(이정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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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 고백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원리라 아니라 사랑 가운데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

서 올바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보편적이며 추상적

인 개념이나 원리로 오해될 수 있다(장경철, 1995)"

삶의 현장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며 변화를 위해 일하는 의미로서의

실천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실행(practice)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

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프락시스’(praxis)로서의 실

천을 말한다42). 그리스어로 ‘프락시스’는 보통 ‘명상’이나 ‘사상’과 대

조적인 의미로 쓰였던 용어로, 전문직이나 기술직을 수행할 때 하는

행동이나 활동의 패턴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우리가 흔히 쓰는

‘practice’는 특정 이론을 기계적 양식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면 실천

을 강조하는 철학이나 신학자들에 의하면 ‘프락시스’는 이론과 실천

을 하나의 실재(實在)로 일치시키는 것이다(박석희, 1986:103).

아리스토텔레스는 ‘프락시스’를 진리(logos)와 선(善)을 추구하는데

서 나오는 행동으로 설명했다(니코마코스 윤리학 VI, 1139a, 19-20).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천’ 개념은 가다머(Gadarmer)와 매킨타이어

(Maclntyre)등 현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에 의해 인간관계로서의

실천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실천’(praxis)은 사회적으로 확립된 일관되고 복잡한 협동적인

인간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협동적 인간활동을 통해 그

활동에 내재된 선이 그 활동 형태에 적합하고 그 활동형태를

부분적으로 규정하는 탁월성의 기준들, 즉 미덕을 성휘하려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그 결과 미덕과 인간의 목적들 그리고 그

에 내재된 가치들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체계적으로

확장된다"(Maclntyre, 1981:187, 김비환, 2002:15 재인용).

42) ‘프락시스’는 단순히 실천이라고 번역하기 어렵다. 이론과 대비되는 실천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통합적 개념으로 쓰이기 때문에, 실천이라는 단어로 규정했을 경우 한정적 의

미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할 경우 한글로 ‘프락시스’를 그대로 표

기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의미 상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서는 ‘프락시스’를 실천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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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의자들이 실천과 내재적 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인간행

동에 주의를 기울인 반면, 현대철학자들에게 실천(praxis)은 사회,

경제, 체제의 변화를 향한 사회, 정치 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이 되었

고, 이후 마르크주의와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통해 현대 정치 신학과

해방신학의 중심 개념이 되었다.

‘프락시스’는 이론과 실천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이론

과 실천의 끊임없는 상호혼합을 추구한다. 즉 ‘프락시스’는 이론과

실천의 이원론에 대한 반대인 것이다. 서구신학은 ‘교리’(이론)를 추

구했고 따라서 역동적인 삶과 역사의 현장에서 점점 멀어져 기존질

서(status quo)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와 달리 프락시스는 이론과 개

념과 교리 중심의 추상적이고 이원론적인 해석학에 대항하는 새로

운 해석학, 인식론이다.

기독교에서 ‘프락시스’를 중요하게 사용한 그룹은 남미신학자들이

었다. 남미신학자들에게는 진리 그 자체가 실천적이며 그것이 ‘프락

시스’였다. 이들에게 ‘프락시스’는 ‘생각하는 실천’이라는 뜻이다. 즉

이론과 분리된 실천이 아니라 이론과 병행하는 실천을 의미한다. 그

것은 기존의 추상적인 서구신학의 ‘교리’(doctrine)에 대항하는 개념

이었다. 그러므로 ‘프락시스’는 구체적인 현실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서서 해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프락시스’의 참여는 신앙을 비

판적으로 고민할 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이다.

남미신학은 서구의 전통신학과 다른 인식론에서 출발했다. 남미신

학의 인식론적 대전제는 "진리는 실천을 통해 인식된다"는 말로 요

약될 수 있다. 이론의 추상과 논증보다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

어지는 ‘프락시스’가 더 중요하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

는 것’(예레미야 22:15-16)이라는 성서에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것(진리, 이론, 신학)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에 달려있다.

구띠에레즈는 ‘프락시스’ 개념이 기독교 자체 내에 있는 것이며,

신앙을 자기의 생활 속에서 책임있게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신앙인에게 성서의 이해와 실천은 순수한 지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

이 아니라 바른 실천(Orthopraxis)이 요구되는 것이다. ‘프락시스’가



- 40 -

‘제1행동’(first act)이고 신학은 ‘제2의 행동’(second act)이며, 제1행

동은 역사적 ‘프락시스’이고 제2행동은 제1행동으로부터 발생한 결

과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Gutierrez, 1982:65-67).

올란트 코스타스(Orland E. Costas)는 선교학을 "praxiological

phenominum"이라고 규정하였다(Costas, 1990). 그는 선교라는 ‘프락

시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바로 선교학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미

신학자들만 프락시스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신학자인 칼 바

르트(Karl Barth)도 ‘프락시스’를 강조했다. 그는 당시 유럽이 허무

주의에 빠진 이유가 사랑의 실천이 결핍된 관념주의에 있다고 보았

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성결한 삶과 실천을 강조했다.

또한 기독교 현실주의의 대표적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는 그의 정치신학에서 신앙과 사회 책임의 관계를 강조했

고, 특히 사랑의 실천과 사회 정의의 실현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상

호 관련의 문제를 지적했다. 즉, 사랑과 정의는 이원론적으로 분석

되어서는 안되고, 양자의 관계는 변증법적으로 관계지워져야 한다는

것이다43)(위거찬, 1999).

기독교의 제1계명인 사랑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

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의미한다. 실천(praxis)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신앙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실천은 항상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의 변형, 즉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국YWCA는 목적문에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명시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현장

에서 실천하는 것이 한국YWCA의 존재의 이유이다. 한국YWCA운

동을 통해 나타난 기독교적 ‘실천’은 역사 속에서 이론과 실천이 끊

임없이 상호작용과 상호혼합을 하는 ‘프락시스’, 즉 이론-실천 이원

론을 넘어서 실천-이론-실천-이론의 해석학적 순환을 강조하는 ‘생

각하는 실천’으로서의 ‘프락시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43) 위거찬은 라인홀드 니버 연구를 통해 니버 정치사상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정의의 변증

법을 설명하면서 사랑과 정의가 양자간의 상호 관련을 맺지 않을 경우 사랑은 초월적인 

정신주의, 무책임한 감상주의, 자기 만족적인 도덕주의로 타락하여 버리고, 결과적으로 

전제적 지배에 맡겨져 버리는 기능을 할 수 밖에 없고, 같은 맥락에서 정의는 사랑에 의

해 부단히 정화되고 고매한 이상이 부여되지 않고서는 일종의 세련된 자기 추구의 형식

으로 타락하여 버린다고 설명한다(위거찬, 199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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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독교 여성주의

기존의 한국여성사는 근대화과정에서 여성의 의식과 생활이 변화

되는 시점에 발생한 운동이라는 특수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

다. 김영정은 한국의 여성운동의 특성이 서구와 같이 대 남성 투쟁

이 중심이 아니라 반제 구국적인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라 보면서 "

한국의 여성운동처럼 민족과 시대적 배경에 밀착된 경우도 없을 것

이다. 한국 여성들은 권리 신장을 위한 투쟁에 앞서 민족을 구하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김영정, 1983)으

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운동사의 연구는 한국여성

들이 어떻게 개화하여 자각을 이루어 갔으며, ‘근대화’의 물결 속에

서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민족해방에 기여하고 참여했는지를 주

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YWCA운동의 여성운동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서구로부터 유입된 여성주의(feminism)의 영향, 기

독교와 여성주의와의 관련성, 그리고 민족주의와 여성주의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여성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에 서구의 여성운동의 이론이 소개되고 여성학이 학교에

개설되면서부터이다. 서구의 페미니즘 역사가 초기의 1세대에서 단

절되어 2세대의 페미니즘(the Second-Wave Feminism), 즉 인종,

계급, 성, 다양한 이데올로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룬 변혁적 페

미니즘의 발생을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초기 페미니즘

의 역사가 단절된 것으로 보거나, 초기 기독교 여성운동의 이념적

지향을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으로 단순하게 평가하는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

서구 페미니즘은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세계에서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권운동(women's right)으로

시작되었다. 서구에서의 초기 페미니즘은 기독교적 전통 안에 있는

이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강남순은 초기 여성운동의 출발점이 된 인

간평등사상은 기독교적 근거를 분명히 지니고 있었다고 제시하면서,

"초기 페미니즘이 창조론을 통해서 예시된 바, 기독교의 존재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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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성에 대한 이해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의 주장을 정당화시키

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으며, 따라서 기독교적 페미니즘의 출현은 다

양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44)(강남순, 1998:247).

강선미는 1920년대의 자유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이전에

존재했던 기독교 민족주의적 여성주의의 존재를 제시하면서 이를

‘초기 여성주의’라 명명하였다(강선미, 2003). 이 ‘초기 여성주의’는

강남순의 ‘기독교적 페미니즘’과 연결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민족

주의와 페미니즘의 양자 개념 모두 서구로부터 들어온 개념이다. 민

족주의 담론은 계몽주의가 만들어 낸 자율적 인간 주체가 지니는

보편적 권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결합과정

에서 여성들은 국민국가의 건설이나 민족 정체성의 확보에 대한 역

할을 받아들이게 된다(정현백, 2001:24).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운동

은 민족주의와 결합하면서 제한된 개혁만을 받아들이는 운동으로

발전하거나, 사회주의 운동의 노선을 선택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

난다. 이 두 입장 모두 한계를 가지는 것이나, 민족주의적 담론이

일반 대중에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대중운동의 노선은 전자의 선택

을 할 수 밖에 없다. 민족주의에 대한 페미니즘 노선의 비판적 입장

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민족주의 운동은 초기 페미

니즘과 결합하여 여성의 개화와 계몽에 기여하였으며, 여성들의 공

적 활동 영역의 확보와 대중적 조직운동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45).

서구에서도 페미니즘이 이론적으로 확립된 것을 1960년대 이후로

44) 서구 여권운동(women's Right's Movement)의 핵심적 역할을 한 미국의 여권운동은 

1848년 뉴욕 주 세네카 폴즈(Seneca Falls, New York)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독립선언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여성독립선언서｣는 "모든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

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과 같은 인간의 절대적인 권

리를 부여받았다"라고 밝힘으로써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여권운동가들에 의한 사회, 가정, 교회에 대한 비판은 보수주의 성직자들로 하여금 여권

운동가들을 과격하고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즉 보수주의 성

직자들은 여권운동가들을 가정의 위기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며, 위험한 반기독

교 급진주의자로 비판하면서 여성평등의 추구는 비성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

다. 

45) 페미니즘과 민족주의의 결합은 특유의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으므로 종교적 민족주의

는 중, 하층 여성 사이에서 주된 지지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 보수적인 성향에도 불구하

고 이 운동은 여성들에게 공적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Basu, 

1997:14; 정현백, 2001: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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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한국에 전파된 초기 페미니즘은 대부분 한국에 파견된 여선

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서구의 여권운동 중심의 여성주의 의식으로

볼 수 있다46). 구한말부터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초기 여성주의는 19

세기 미국의 ‘모성적 여성주의’에 기반 한 여선교사들의 여성주의

의식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것이 갖는 독자성이 납득될 때에만 비로

소 한국 여성사에서 그 위치를 정립할 수 있다고 본다(강선미,

2002:36). 이들이 가진 여성의식은 전쟁을 거치면서 발생된 ‘공화주

의적 모성’ 개념이다. ‘공화주의적 모성’이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참정권운동, 절제운동을 벌였던 여성주의자들의 이

념을 기술하는 용어로(강선미, 2003), 미국 혁명을 거치면서 가정에

서 어머니가 자식을 공화국에 적합한 덕성스러운 시민으로 육성함

으로써 정치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에 입각해서 공화국의 안정을 위

해 혁명 직후 여성들에게 부과된 과업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

었다47)(박현숙, 2001).

이들은 남북전쟁을 통해 공적 영역 내에서 여성의 일을 확보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여성 봉사활동과 여성고등교육의

경험을 가짐으로써 빅토리아적 공사개념과 여성성에서 벗어나서 새

로운 여성시민의식을 생성하게 되었다(강선미, 2003). 이러한 공화주

의적 여성 운동은 여성 교육 기관의 양성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과

적으로 여학생들에게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박현숙, 2001).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기 여

권운동가들의 대부분은 자유주의-복음주의적 개신교도들이었으며,

종교적 교리에 깊은 영향을 받은 이들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소수의 급진적 운동가를 제외하고 이들은 산업사회인 그 당시 사회

46) 당시 조선에 파견되었던 여선교사들은 1880년대 미국에서 극적 상승세로 돌아섰던 해

외 선교사업에 대한 관심과 미국 정부의 문화적 제국주의 정책이 맞물리던 시기에, 신학

적으로 볼 때는 당시 미국 도시 아녀자들의 복음주의 신앙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의식을 중시하는 사회적 복음이 확산되던 시기에, 미국의 시민이자 기독인의 정체성

을 갖는 여성으로서 조선에 왔던 여성들이다(강선미, 2002). 

47) 가정성(domesticity)에 기초한 이 이념은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특히 

여성과 어린이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여성, 자매, 어머니로서의 공적 역할을 규정

할 것을 호소하였다. 미국 기독교 절제운동의 경우, 여성은 가정성의 울타리를 넘어 전통

적인 자기 인식을 실험하고 추구했으며, 완전한 정치 참여를 위한 포괄적인 요구를 주장

하게 되었다(에반스, 199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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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니고 있는 결혼과 모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 기반 하에서 ‘평

등’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남편과 부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는데에 헌신하고자 하는 "크리스천 개혁자"(Christian

reformers)라고 불렀으며, 성서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으면서,

더욱 평등주의적인 새로운 가정과 교회를 창출하기를 희망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법과 하나님의 법에 의거하

여 여성평등을 주장했고, 이러한 평등을 위한 자신들의 투쟁을

‘거룩한 동기’(sacred cause)를 지닌 것으로 간주했다"(강남순,

1998).

1910년대 한국여성들의 자각은 기독교 사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당시 한국에 파견된 여성들이 여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19세기

에 미국사회에서 성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을 통해 초기의 기독교 여

성운동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보고 있다48)(윤정란, 2003). 선교사

들에 의해 받아들였던 여성운동의 논리가 가정과 교회 내에서 여성

의 역할에 대한 기독교의 가부장적 성격과는 차이가 있으며 여성문

제와 민족문제를 동시에 자각하는 과정에서 ‘근대적 현모양처론’이

핵심으로 자리 잡았게 되었다49).

개화기 한국사회에 유입된 여성주의 의식은 이러한 미국의 1세대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구문명과 함께 들어

온 기독교는 한국의 자의식 있는 여성들에게 가부장주의적 의미보

다는 해방적/평등주의적 의미를 지닌 종교로 이해되었다고 볼 수 있

48) 미국은 일제시기 조선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로, 해방 이전까지 내한한 선

교사 중 미국 선교사의 비율은 평균 65.9%에 달한다(김승태, 박혜진, 1994). 

49) 기독교 여성 교육의 대표적 기관인 이화학당은 선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이며 교육

을 통해 기독교의 품성인 절제와 희생, 봉사의 윤리를 내면화 한 여성을 육성하려 하였

다. 이들은 근대교육을 통해 지도자로 살 것을 요청받았는데, 이는 여성의 자질로 제시된 

희생과 봉사의 형태를 취하는 동시에, 가정 밖에서의 활동을 권장하는 복합적인 것이었

다(김지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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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0)(강남순, 1998:64).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조직된 종교로서 뿌리 내리기 전까지 비

교적 여성들은 유교적 제한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

던 것이다. 그러나 유교적 가부장주의는 한국의 교회안에서 여

전히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한국의 여성들이 느꼈던 초

기의 해방적 요소들이 한국 기독교에서 심층적인 영역까지 확

대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당시 서구의 여성들이 느끼고 있었

던 기독교 전통의 가부장주의적 구조에다, 유교적 가부장주의

가 합쳐져서 한국의 기독교는 점차로 독특한 가부장주의적 종

교로 굳어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종교와 사회의 상호연관성

을 보여주는 것이며, 한국사회의 가부장주의적 구조가 기독교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51)(강남순,

1998:64)

50) 이에 대해 강남순은 종교의 이데올로기적/억압적 기능과 유토피아적/해방적 기능이 다

른 사회적 정황에서 각기 다르게 작용하였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51) 초기의 여성운동이 기독교에 의해 주도되었고, 기독교 내에서 페미니즘이 유입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교회와 사회에서, 심지어는 사회운동 내에서도 여전히 여성문제가 주변화되

는 원인에 대해 강남순은 다음의 네 가지 방식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첫째

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여성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것’(trivialization)이다. 한국

에서 오랫동안 ‘선통일 후여권’이라는 공식이 사회운동 자체에서도 수용되고 있어서 사실 

성차별주의의 심각성이 인지되지 못해왔다. 여성문제를 중요한 것으로 보기 거부하는 두 

번째 방식은 ‘영적 문제로 만드는 것’(spiritualization)인데, 이 방식은 종교 안에서 쉽게 

보게 된다. ‘여성과 남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영적으로 평등하다’는 주장을 강

조함으로써 사실상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야기되는 성차별의 폐해를 보지 않으려는 방식

이 된다. 이러한 ‘감추어진 성차별주의’(hidden sexism)은 표면화된 성차별주의보다 더 

위험하다. 세 번째 방식은 여성문제를 특수한 것으로 만드는 것(particularization)이다. 

성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때에 그것은 중세적인 것이라든지, 어느 특정한 교회나 교단의 

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의 문제가 ‘지금 여기’가 아닌 특정한 

시대나 정황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의 방식은 여성문제를 인간 보

편의 문제로 만드는 방식(universalization)인데, 이 방식은 성차별주의나 가부장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 없이 여성해방은 인간해방이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구체적 성차별의 문

제에 대한 인식을 가로막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입장이다. ‘여성문제를 인간의 문제

로’(women's issues as human issues!)의 여성운동 모토와 보편화의 방식은 표면적으

로는 유사하게 보이나 전자는 성차별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

두의 비인간화를 야기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반성차별주의 운동의 확

산화를 의도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그러한 성차별주의적 억압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결

여된 주장이다."(강남순, 1998: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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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교사들에 의해 유입된 초기 여성주의는 기존의 유교적 문화권

에서 사적 영역으로 가두었던 모성을 공적 영역으로 확대하게 함으

로써 기독교 여성 사회운동이 발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했다. 미

국 근대여성운동을 연구한 역사학자 사라 에반스(Sara Evans)는 "

반동적인 집단 정체감"을 발전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있

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로 피압박 집단이 이류 시민 또는 열등 시민이라는 기존

개념에 맞설 수 있도록 독자적인 가치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사

회적 공간, 둘째로 피동성의 양태를 깰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

모델, 억압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셋째로 기존

의 문화 정의와 맞설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자아 의식의 발

현, 마지막으로 새로운 해석이 퍼져 나가면서 반동적인 의식이

사회운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소통 조직이나 우애 조직 등이

그 전제조건이다"(Sara Evans, 1979. 러너, 1998: 34 재인용).

개화기의 여성들은 여성해방과 근대화, 그리고 민족의 독립이라는

3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기독교여성운동은 이러한 중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여성교육권’을 설정하였다. 초기

여성주의자들의 여성교육 운동은 현대 페미니즘 교육론에 근거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다(박혜경, 2013). 해방 투쟁을 전면에 내세우

기 보다는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하거나 개화를 위해 남성들의 동반

자로 여성을 인식하기도 했고(이숙진, 2006; 박혜경 2013 재인용),

선교사들에 의해 유입된 모성적 여성주의는 현모양처의 기존 교육

관과 목표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중심적 사고와 국가로 확대

된 가부장적 모성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52).

52)최정무는 식민지 독립 이후 근대적 국가 형성의 과정에서도 여성의 현실이 변하지 않았

음을 밝히고 있다. "새로운 독립된 민족국가의 건설을 통해 부권이 회복되면서, 식민지 

후기의 제3세계에서는 식민지 이전의 가부장적 제도와 식민지를 통해 들어온 근대적 제

도가 결합하고, 이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 가부장제가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식민지 후기의 제3세계에서는 근대적 국가 경영의 경험이 없는 엘리트들이 불

가피하게 식민지 종주국이 식민지 통치를 통해 구축한 법, 관료, 군대, 교육 등의 근대적 

제반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탈 식민의 기획은 실패한다. 동시에 식민지 통치에 

대한 반감은 ‘민족 문화 찾기’라는 명목 아래 식민지 이전 가부장제의 봉건적 유제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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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화학당에 파견되어 있던 대부분의 여선교사들은 "감리교 해

외 여선교사회" 소속의 여성들이었다. 강선미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은 기독교 가정이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는 기본 단위라는 점을 끊

임없이 여학생들에게 역설했다(강선미, 2003:135). 이들은 보다 나은

어머니를 양성하기 위한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이러한 사

상적 바탕위에서 이화학당의 여선교사들은 조선의 여학생들에게 이

상적인 여성의 삶은 가정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 가르쳤

다53)(이혜정, 2006:26).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주도한 한국 개화기의 여성교

육권에 대한 강조는 페미니즘 교육의 태동으로 볼 수 있으며(박혜

경, 2013), 기독교 여성운동을 통한 조직 활동은 한국사회민주화를

위한 여성개화의 선구적 조직으로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효

재는 여선교사들의 지도 아래 조직 활동 훈련을 받고 그들의 지도

자적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것, YWCA나 기독교절제회와 같은 여

성단체를 스스로 조직하고 국제적 여성들과의 유대를 통해 유능한

여성지도자층이 교회여성들 속에서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을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여성운동의 기여로 평가하고 있다(이효재, 1996:15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분리해서 설명

하는 기존의 여성주의 논의 이전에 한국사회에는 이미 민족주의와

결합한 기독교 여성주의가 존재하고 있었다54). 기독교 여성주의는

기독교의 실천적 담론을 포함하는 것이고, 특히 가부장제와 식민지

시 강화시키는 경향으로 드러난다"(최정무, 1999:9). 

53) 메리 스크랜튼 부인은 "우리의 목표는 조선의 소녀들로 하여금 우리 외국사람들의 생

활, 의복, 환경에 맞도록 변화시키는데 있지 않다. 우리는 조선인을 보다 나은 조선인으

로 만드는데 만족한다. 우리는 조선적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원하며, 나아가서 그

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온전한 조선이 되기를 원한다(The Gospel in All Lands, 

1888:373, 재인용 p107). 조선 정부의 요구에 대응하여 ‘문화전도사’로서의 입장을 표방

하였던 당시 선교사들의 텍스트에서 주목을 끄는 ‘온전한 국가로서의 조선’과 ‘보다 나은 

조선여성’은 미국의 ‘모성적 공화국’과 ‘공화국의 어머니’인 여성시민 개념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54) ‘기독교 여성주의’는 한국의 기독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수용한 여성주의의 존재를 밝히

고자 하는 것이다. 서구의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연관된 ‘Christian Feminism’의 논쟁으

로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여성들이 남녀 평등 사상을 한국의 여

성운동에 도입한 기초는 기독교가 가진 본질적인 평등의 가치를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

고, 한국YWCA의 운동에 반영된 여성주의 의식은 기독교 가치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본 

연구에는 이것을 ‘기독교 여성주의’의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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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이중의 억압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상황에서 종속적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갖도록 하였다.

여성들은 구체적 삶의 문맥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약자’로서 배제되

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다른 타자와의 연관성, 연대,

책임, 보살핌’을 발휘하게 되며, 상호 관계속에서 연대 공동체가 가

능하다(Benhabib, 2008). 상호 배려와 책임감, 보살핌이 여성들만의

책임과 역할이 아니라 사회적 보편성을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사회 질서에서 돌봄의 영역은 사적(private)이며 여성의 전

유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돌봄은 정의보다 오히려 더 넓은 특이

다"(Held, 1995:131)라는 주장과 같이, 인간 삶은 돌봄의 필요 속에

놓여 있고, 한국의 근 현대사에서 돌봄의 영역은 삶의 현장에서 인

간 삶 전체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보살핌의 역할을 요구하였

다.

한국YWCA가 90년동안 여성의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관심을 유

지해온 것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가족의 해체와 저임금 구조로 여성 노동이 재편되는 구조적

문제의 이면에 존재한 약자들을 사랑하는 실천, 즉 돌봄의 정의를

실현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6) 분석틀

한국YWCA운동은 정체성, 조직, 리더십의 3영역의 변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운동조직의 정체성은 조직의 설립 기반으로서의 이념적

자원과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라는 외적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 초

기에 형성된 한국YWCA운동의 정체성은 근대화(modernism)와 기

독교적 가치(christianity)와 여성주의적 가치(feminism)를 포함하고

있다. 정체성과 조직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상호 관련을 맺으며 변

화되어 왔다. 중층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로서의 한국

YWCA 조직은 외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개방적'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한국YWCA 조직의 시스템

은 시기별 운동 목표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었고, 이러한 조직

의 특성은 정체성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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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틀

도 하다.

운동조직의 리더십 요소는 정체성과 조직을 잇는 연결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정체성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요소로도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YWCA 역사를 이어 온 중심적 리더십의 특성은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로 유입된 복음주의적 기독성에 근거하

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 참여가 가능했던 것은 민족주의와 결합된

기독교 여성주의와 에큐메니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YWCA운동을 연구하는 분석틀은 역사적 맥락에서 정체성이

변화되는 과정에 조직과 리더십이 어떤 상호 작용을 하는지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위 분석틀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한국YWCA운동의 정체성은

기독교적 이념과 여성주의적 이념이 기반이 되며, 정체성과 조직,

리더십이 상호 작용을 하는 가운데 각 시대별로 변화되는 정체성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 한국YWCA운동이 드러나는 형태를 설명하는

개념이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Praxiological Christian Feminism)

로,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는 한국YWCA운동이 이룬 구체적인

역사적 결과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새롭게 설정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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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념이다. 기독교에서의 ‘실천’(praxis)은 단순히 이론의 반대 개

념으로의 실천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의 상호작용으로서의 ‘프락시

스’, 즉 이론-실천 이원론을 넘어서 실천-이론-실천-이론의 해석학

적 순환을 강조하는 ‘생각하는 실천’으로서의 ‘프락시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기초로 할 때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에서 ‘실

천적’은 'practical'이 아니라 'praxiological'으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는 새로운 이념적 지향

을 나타내기 보다는 여성주의가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구분되

는 기존의 분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와 여성주의가 현장성과 결합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한 결과

들의 맥락을 설명하는 분석적 개념으로 설정한 ‘실천적 기독교 여성

주의’를 중심으로 사회사적 연구 방법을 통해 한국YWCA운동의 변

화의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5. 연구방법

(1) 문헌조사

이 연구는 192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YWCA의 활동을 역사적 구

성물로 분석한다. 각 시기별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시민사회 맥

락의 변화에 대응하는 YWCA 정체성의 각 측면들 - 여성/기독/지

역/세계 - 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

분석하는 사회사적 연구로 진행한다. 기독교운동과 관련되어 많은

책들이 발간되었으나 대부분 전기나 자서전, 그리고 단체별 역사서

가 많다. 이러한 자료들의 경우 저자나 단체의 입장에서 내용을 구

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이 시기를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

다. 이러한 제한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활동을

드러낼 수 있는 광범위한 내부 및 외부의 자료, 보고서 등을 광범위

하게 수집하였다. 조직의 역사적 변화 과정은 일차적으로 공식적으

로 출간된 두 권의 역사책( 한국Y 반백년사 , 한국YWCA 8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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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 간행된 한국YWCA 75년사 초안을 기초로 하였다. 세계

YWCA와 관련된 역사는 세계YWCA에서 창설초기부터 1994년까지

전 세계 YWCA의 활동사를 엮은 "Journey of Faith, The History

of The World YWCA 1945 - 1994" (Carole Seymour, 1994,

London : Allison & Busby)를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활동의 분석을 위해서 1922년부터 보관되어 있는 공식회

의 자료와 구조표, 회의록을 활용하였다. 회원총회인 전국대회의 보

고서(1회∼38회)를 통해 조직의 변화과정에서 회원들의 참여방식과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매년 채택된 중점운동과 프로그램 정책관

련 각종 협의자료와 보고서, 그리고 회원YWCA의 역사서와 회의록

을 주된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각 시대별 주요한 사건과 특

히 여성운동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는 다른 여성단체의 관련 자료

등 다양한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운동조직의 연구는 조직의 동학(organizational dynamics)에

의한 분석이 요구되므로(McCarthy and Zald, 1977. Tilly, 1978) 단

일 조직의 사례로만 시기별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즉, 기본

적으로 한국YWCA라는 조직의 ‘단일사례연구’를 수행하지만, 비교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제기된다. 특히 1970-1980년대의 운동 분화가

드러나는 기간에는 외부의 영향에 의한 역동성이 함께 분석되어야

하므로 당시의 기독교운동단체, 즉 세계성을 가지면서 권위주의 정

권하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 온 한국YMCA, 크리스챤아카데미,

NCC와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기독교 운동의 진영이 분열되고 확

장되는 시점에서 이 조직들 중 어떤 운동은 진보적 성격으로, 어떤

조직은 보수적 성격으로 변화되는지 보면서, 특히 각각의 국제조직

의 특성이 정체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 설정된 기간 동안 각 단체가 활동했던 공식, 비공식 활동기록 -

회의록, 자료집 등 포함 - 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독교서회의 기독

교사상 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발간한 연감 등도 많

은 정보들을 담고 있다. 또한 각 조직들이 연결된 세계조직들의 특

성과 관계망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의 각 세계조직과 한국

조직의 관련 자료들, 이슈의 유입 및 리더십 교류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조직 차원에서 내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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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보관되었던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고, 서로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과 그에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 계보학적인 차원에서 주목하였다.

(2) 심층면접

사회운동의 전반적인 상황이겠지만, 기독여성운동의 역사를 조명

할 수 있는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축적되거나 분류되어 있지 않다.

단편적인 역사자료나 사업 보고서만으로 당시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자서전이나 기

록을 비교적 덜 남기는 경향이 있다. 전기나 회고록은 기록자의 주

관적 서술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나 현상

들의 드러나지 않는 맥락을 추적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9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YWCA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한 리더

십 연구서 또는 인물에 대한 기록은 1950년대부터 고문총무로 활동

했던 박에스더 선생에 관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 그 외 김현자, 정

희경 등의 회고록이 개별 기록으로 남아있다. 한국YWCA 역사에서

실무지도력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나 2010년 세상을 떠난 박순양의

경우 생전에 관련된 활동 기록을 남기지 못해 큰 아쉬움으로 남는

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1세대 지도력들이 점차 사라지는 현 시점에

서 이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일은 운동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무

엇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인터넷이 활발한 소통의 매체로 등장하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까

지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매체는 ‘사람’ 이었다. 강의를 통해 메시지

가 전달되었고, 리더십이 가진 상징성이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강원용, 오재식, 강문규, 박에스더 등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끌어 온 지도자들은 리더가 조직 그 자체로 상징화되는 운동의

시대를 열어갔다. 운동의 담론과 프레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들

의 상징성은 어떤 영향보다 큰 위치를 차지했다. 운동의 역사를 분

석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영향이 이후 세대에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제이다. 인터뷰는 이들이 활동한 역사적

국면에 대한 고찰을 가능하게 하고 연구의 내용을 풍성하게 채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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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기도 하다. 현재를 에큐메니칼 운동의 세대 교체기라는 시

대적 상황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도 이 연구가 이 시점에 필요

한 까닭이다. 이 연구를 통해 에큐메니컬 운동의 리더십의 계보를

정리하는 것은 부수적인 연구 결과가 될 것이다. 인터뷰는 2011년부

터 2013년까지 약 2년간 진행되었다. 김현자, 김영정, 정희경 등 80

세 이상의 한국YWCA 명예연합위원의 인터뷰는 활동가들의 교육을

겸하여 영상 녹화로 이루어졌다55).

55) 2007년에 사망한 故 황주석(전 부천YMCA 총무), 2010년의 故 박순양(전 한국YWCA

연합회 총무), 그리고 2013년 1월에 사망한 故 오재식(전 월드비전 회장)의 인터뷰 기록

을 남기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논문 작성 중 사망한 故 박영숙(전 한국

YWCA총무, 전 여성재단 이사장)의 경우도 내부에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당시에 

추진된 활동에 대한 배경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1960-70

년대 당시의 활동을 보면 지금과 같이 단체의 조직과 활동이 명확히 구분되기 보다는 긴

밀한 연대로 조직 간 활동의 경계를 넘나드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들이 활동한 기록

은 주로 활동한 한 단체에만 남아 있거나, 이러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체별로 더 적극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공유하는 작업이 사회운동사 연구에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필자는 생존한 명예연합위원(70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한국YWCA를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명예직을 부여받은 위원을 가리킨다.)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2011년부터 명예연합위원 인터뷰를 직접 시행했고, 이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

YWCA연합회 실무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젊은 활동가들이 선배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

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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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주요경력 면접일자

김현자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14대 국회의원
2011. 2

김영정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초대 정무장관
2011. 3

정희경
한국YWCA연합회 명예연합위원

전 청강문화재단 이사장
2011. 4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전) 한국YWCA연합회 부장
2012. 11

강교자 전) 한국YWCA 사무총장, 회장 2012. 11

홍인숙 QueensYWCA 고문총무, 전)서울YWCA간사 2011. 2

김 형 전) 서울YWCA 총무, 회장 2012. 11

하선규 전) 부산YWCA 사무총장, 현 부산Y부회장 2012. 11

최만자
전) 한국YWCA 연합회 실행위원, 연세대

YWCA 회원, 대학생 담당 간사
2013. 1

전현숙 서울YWCA 사무총장, 전) 이대YWCA 회원 2013. 2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2013. 3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2013. 3

안재웅 한국YMCA연맹 이사장, 전) KSCF 총무 2013. 3

이신행 전) 연세대 교수,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2013. 2

남부원 한국YMCA연맹 사무총장 2013. 3

<표 2> 면접대상자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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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YWCA운동의 자산과 기반

1. 에큐메니칼 운동

(1) 에큐메니칼 운동의 개념과 특징

에큐메니칼 운동의 개념을 담은 에큐메니즘(ecumenism)이란 용어

는 헬라어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유래하였다. 이 단어의 어근

은 ‘오이케오’(oikeo-거주하다)이고, 명사형은 ‘오이코스’(oikos-집)이

다. 오이쿠메네는 현재 수동분사로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land)을

의미한다. 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the inhabited earth)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오이쿠메네는 그리스 세계

를 의미한다.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제국을 의미한다. ‘오이쿠메

네’(oikoumene)는 세상, 세계, 즉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의미하였다.

"1900년, 뉴욕에서 모인 에큐메니칼 선교대회(Ecumenical

Missionary Conference)는 전교회 혹은 모든 교파들을 포함했기 때

문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전 지구’를 망라했다는 뜻에서 에큐

메니칼이었다."(이형기, 1994:260)

‘에큐메니칼’(ecumenical)이라는 말은 신약성서에 15번 사용된 그

리스어 ‘오이쿠메네’(oikoumene)에서 유래한 말로 ‘사람이 살고 있는

온 누리’를 뜻한다56). 이 개념은 지역과 교파, 더 나아가 국가를 넘

56) 신약성서에는 오이쿠메네라는 말이 15회 사용되었는데, 그 가운데 8회는 누가복음과 사

도행전에 나타난다. 신약성경의 오이쿠메네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 로마제국 그 자체를 뜻한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

(oikoumene)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눅 2:1), "…천하(oikoumene)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기독교인들)이 여기도 이르매"(행 17:6). 둘째,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통치 밑

에 있게 될 새롭게 된 우주로서 전우주(the entire universe)를 뜻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oikoumene)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히 2:5). 

셋째, 나머지 열 두 구절은 가장 넓은 의미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the inhabited 

earth)을 가리킨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the whole 

oikoumene)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oikoumene)을 보이며"(눅 4:5), "사람들이 세상

(oikoumene)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

들리겠음이라"(눅 21:26),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

하(oikoumene)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행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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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사람이 살고 있는 온 누리를 사고의 지평으로 삼는 것이므로

태생적으로 포용적이고 탈(脫)경계적이라 할 수 있다. 박재순도 에

큐메니칼의 의미는 세상, 사회를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에큐메니칼이란 말은 인간 또는 피조물이 사는 세상(지구, 우

주; 에쿠메네)이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바탕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해방을 통해 평화의 일치에 이르려는

정신과 활동을 나타낸다. 에큐메니칼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과 생명체가 화해하고 해방되어,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실

현하는 것을 나타낸다."(박재순, 2005:94)

정리하면 에큐메니칼이란 말은 인간 또는 피조물이 사는 세상(지

구, 우주; 에쿠메네)이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바탕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해방을 통해 평화의 일치에 이르려는 정신

과 활동을 나타낸다. 에큐메네란 말이 ‘사람들이 사는 온 세상과 그

사람들의 일치’를 뜻한다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리고 본질적으로

‘에큐메니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는 교회와 인류의 일치를

추구했고 하나 되는 화해와 해방의 복음을 온 세상에 실현하려 했

다(박재순, 2005:96). 에큐메니칼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과 생

명체가 화해하고 해방되어,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실현하는 것을 나

타낸다57).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oikoumene)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행 17:31), "…온 아시아와 천하(oikoumene)가 위하는 그(큰 여신 아데미)의 위

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행 19:27),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 천하

(oikoumene)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행 24:5),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oikoumene)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롬 10:18),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oikoumene)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히 

1:6),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the whole oikoumene)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계 3:10),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the whole oikoumene)를 꾀는 자라…"(계 12:9), "저희는 귀신의 영(devil spirits)

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the whole oikoumene)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

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계 16:14). 이상 신약성경에서 발견되

는 오이쿠메네(oikoumene)의 용례들은 모두 교회와 무관한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학적인 의미도 별로 내포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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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큐메니칼이 기독교의 한 분야 또는 ‘진보적’ 그룹의 이념적 지향

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1846년에 복음주의연맹(Evangelical

Alliance)을 탄생시키는 데에 기여한 단지히(Dean Kniewel of

Danzig)는 본래 ‘세계복음주의 에큐메니칼 협의회’(Evangelical

Oecumenical Universal Council)를 기획했었고, 복음주의연맹의 인

사들 가운데에는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이

들도 있었다. 프랑스 개혁교회의 대표인 아돌프 모노(Adolphe

Monod) 목사는 영국(British) 형제들의 "진실로 에큐메니칼한 정신

"(esprit vraiment oecumenique)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했다. 모노

는 여기에서 에큐메니칼 태도 혹은 국가와 교파를 초월하는 바 그

리스도교회의 세계적 일치에 대한 의식을 뜻하고 있다58)(이형기,

1994:261).

그러나 한국 교회가 에큐메니칼과 에반젤리칼, 즉 에큐메니즘과

복음주의를 구분하고 정치적 이념 논쟁으로까지 가져간 것은 에큐

메니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러한 에큐메니칼 정신과 문화와 운동을 불

러일으키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에큐메니칼’ 대 ‘에반젤리칼’ 이

라는 잘못된 도식부터 극복해야 한다. 이 잘못된 이분법은 한

반도의 냉전과 분단 상황이 낳은 불행한 산물이다. 오히려 복

음주의적 신앙에 근거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 그리고 인종적·사

57) 신약성서와 원시기독교에서 신앙과 복음의 사건은 "하나 됨 속에서 자유와 해방에 이르

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서구에서 제국의 종교가 되고 기독교세계를 형성하면

서 "일치"와 "해방"이 분리되었다. 제국의 통일 속에서 교회의 통일도 이루어졌으나 제국

과 교회의 통일에는 자유와 해방이 빠졌다. 중세유럽에서 정치사회적으로는 교회와 세상

이 통합되었으나 신앙과 정신에서는 교회(聖)와 세상(俗)이 분리되었다.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을 강조했으나 세상 안에서 믿음의 삶을 실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성과 속의 일치를 

지향했다(박재순, 2005:96).

58) 적십자사의 창설자요, YMCA의 선구자요, 복음주의연맹의 제네바 지부 총무인 앙리 뒤

낭(Henri Dunant)은 국제 YMCA 차원에 관한 서한에서 YMCA는 에큐메니칼해야 한다

고 언급하였다. 뒤낭이 사용한 에큐메니칼(ecumenical)은 "여러 교파 출신의 기독교인들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연합

하여 함께 사랑 가운데서 일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며, 반면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자의 교파적 견해와 교파적 확신을 관용과 사랑으로 변호할 수 있는 자유와 권한을 보

지해야 할 것이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는 

일치를 발견할 수 있다(이형기,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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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성적 평등의 정신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탄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장윤재, 2013:1).

에큐메니칼 운동은 복음주의적 신학 기반에 바탕을 두는 것이며,

에큐메니칼 운동과 구별되어야 할 것은 복음주의가 아니라 근본주

의라 할 수 있다. 세계복음주의의 거장 존 스토트 목사는 기독교 근

본주의와 복음주의를 구분하는 10가지의 분명한 잣대를 자신의 저

서 ‘복음주의의 기본진리(Evangelic Truth) 를 통해 밝혔고, 그 내

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근본주의는 반지성주의 경향을 보인다. 복음주의는

인간의 지성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중요하게 여긴다. 두

번째, 근본주의는 문자주의에 치우친다. 복음주의는 성경의 비

유, 시적 표현 등을 인정하고 문학적 방식을 따라 해석한다. 세

번째, 근본주의는 성경의 영감(inspiration)을 기계적으로 받아

들인다. 복음주의는 하나님이 저자들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했

다고 본다. 네 번째, 근본주의는 성경 본문을 자신을 위해 쓰인

것처럼 직접 적용하려 든다. 복음주의는 성경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다섯 번째,

근본주의는 교회연합(에큐메니칼) 운동을 거부한다. 복음주의는

WCC(세계교회협의회)의 자유주의적인 방침은 비판하지만 성

경적인 것은 지지하는 분별력을 발휘한다. 여섯 번째, 근본주의

는 자신들과 맞지 않는 어떤 집단과의 교제도 거부한다. 복음

주의는 교리적 순결을 지키면서 관용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일

곱 번째, 근본주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무비판적으로 답습

하거나 배척한다. 복음주의는 세상을 본받지 않되 세상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도 헌신한다.

여덟 번째, 근본주의는 사회적 차별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복음주의는 인종적·사회적·성적 평등을 실천한다. 아홉 번째,

근본주의는 교회의 소명을 단순히 복음 선포라고 주장한다. 복

음주의는 전도를 우선하되 사회적 책임도 외면하지 않는다. 열

번째, 근본주의는 종말에 대해 지나치게 교조적이고 세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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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주의는 종말을 믿고 기다리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불가

지론을 편다." (국민일보, 2011, 8월1일자)

위의 내용과 같이 복음주의는 성서적 맥락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적 평등 실천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기독교

의 임무로 설정하고 있다. 즉, 변혁적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점

에서 근본주의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본래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권적 차원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된 운동은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운동은 제반 기독

교운동 가운데서 성장했고 오히려 교회와의 관계는 주변적으로 위

치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지도자들이 에큐메니

칼 운동의 뜻에 공감하며 교회일치의 본질적 사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점차 교회가 중심이 되는 운동으로 변해갔다.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해방 후 NCC 재건 당시 ‘기독교협의회’로 구성되어 여

러 기독교단체들이 교회와 함께 회원으로 참여했었다. 이것이 70년

대 와서 ‘교회들의 협의회’(Council of Churches)로 바뀌었다(박상증,

1992:43-48)

세계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세기에 자본

주의적 유럽 국가들의 전 세계적 팽창과 함께 기독교의 세계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선교사들이 선교현장에

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국제선교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이 결과로 교파들의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와 복음의 사회적 실현을 추구하는 ‘삶과 봉사’(life and work)

가 세계 선교의 흐름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학적 논의

가 구성되었다(박재순, 2005:97).

에큐메니칼 신학은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를 기점으로 하

나님의 선교 개념에 근거하여 교회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선교개

념을 제시했다. 하나님의 선교에 걸맞게 개교회의 구조를 변형시킬

것을 강조했고 ‘타자들을 위한 교회’를 말하고 ‘교회의 사회참여’를

더욱 강조하였다59). 1948년에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창립된 후

59) 교회사가인 라투렛(Kennth Dcott Latourette)은 그의 방대한 저서, ｢기독교 확장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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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WCC 제1차 총회는 "교회의 일치운동과 새로운 세계정의를 위

한 투쟁을 함께 수행하려는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결의를 보여주었

다." 1968년 웁살라 총회에서 절정에 이른 하나님의 선교 전통은

1969년에 동터 오른 해방신학과 결합되어 더욱 강화되었고 구조악

이 강조되었다(박재순, 2005:97).

WCC의 선교개념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등장한 복음주의자들의 세

계대회들은 초기에는 ‘교회와 세상의 대립’을 강조했다. 그런데 1974

년 로잔대회를 기점으로 그리고 1989년 마닐라 선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선교 신학을 대폭 수용하여, 교회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게

된다. 복음주의자들이 WCC의 신학노선에 가까워진 것이다(박재순,

2005:98).

1975년 나이로비 WCC 총회는 복음주의적 요소들을 수용함과 동

시에 하나님의 선교신학과 해방신학을 더욱 강조하면서 ‘정의롭고

참여적이며 지탱 가능한 사회’(JPSS: A Just Participatory

Sustainable Society)를 제시하였다. 1983년 뱅쿠버 총회에서는

JPSS가 JPIC(Justice, Peace, Integration of Creation)로 바뀌었고

1990년 JPIC서울대회 이후 ‘창조질서의 보전’(Integrity of Creation)

이 강조되었다. 그 후 ‘생명의 신학’(Theology of Life)에 관심을 집

중했다. 또한 1990년대에 이르러 타종교와의 대화와 협력에 관심을

권) 가운데 3권을 19세기에 할애하면서, 이 19세기를 ‘위대한 세기’(the Great Century)

라고 했는데, 이 19세기는 18세기의 복음주의적 각성운동과 선교활동의 전통을 이어받

은 시기였다. 라우즈(Ruth Rouse)는 복음적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첫째,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인 친교와 행동, 둘째, 선교단체를 구성시키는 선교적 각성, 

셋째, 사회개혁을 향한 노력이 생겼다고 했다. 이는 18세기와 19세기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이 셋 가운데 두 번째에 관해서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웨슬리감리교협회

(Wesley Methodist Society : 영, 1817-1818), 평신도 해외선교 위원단

(Congregational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 미, 1812), 감리교

선교회(Methodist Episcopal Missoinary Society : 미, 1819), 장로교 총회 해외선교부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 미, 1837), 바젤선교회(Basel Mission, 1815), 베를린선교회(Berlin Mission : 1824), 

덴마크선교회(Danish Missionary Society, 1828), 스웨덴선교회(Swedish Missionary 

Society, 1835), 노르웨이선교회(Norwegian Missionary Society, 1824), 봄베이선교협

의회(1825), 제1차 북인도선교협의회(1855), 제1차 일본선교협의회(1870), 복음주의연맹

(1846), 뉴욕선교협의회(1854), 런던선교협의회(1854), 리버풀선교협의회(1869), 뉴욕에

큐메니칼선교협의회(1900) 등의 선교단체들과 1844년의 YMCA, SCM에 이어 1895년에 

출발한 WSCF, 1891년에 첫 총회를 가진 SCM 산하의 SVM 등 에큐메니칼 학생운동들

은 모두 19세기 복음적 각성운동의 소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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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장소 연도 주제

제1차
암스텔담

(네덜란드)
1948년

인간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계획

Man's Disorder and God's Design

제2차
에반스톤

(미국)
1954년

그리스도 - 세상의 소망

Christ - the Hope of the World

<표 3> WCC 총회 주제

쏟고 있다. 장윤재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 세계의 위기에 대한 교

회의 공동대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계란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요한복음 3:16) 세계다. 영어로 ‘the world’가 아니라

온 우주만물을 뜻하는 ‘cosmos’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듯이(롬 5:20),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불의가 가득한

곳에 교회일치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곤 했다. 군사독재시절

한국의 70-80년대의 교회가 그랬고, 인종차별정책(apartheid)으

로 고통 받던 남아프리카의 교회들이 그랬으며, 독일교회가 바

르멘 선언으로 히틀러의 폭정에 대항할 때도 그랬다. 사실 교

회일치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교회 내적인 요구에서라기보다 위

기에 접한 세상으로부터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게 더 정

직한 성찰이다."(장윤재, 2013:3)

그러므로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의 일치, 교회의 사회와 역사 참

여, 인류, 생명, 우주만물의 일치와 변화를 지향하고 실현하는 사회

운동이다. WCC 총회에 나타난 주제를 살펴보면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회 운동이 아니라 국제연대에 기반 한 사회운동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체로서 WCC 총회는 전 세계

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기독교의 적극적

인 대응을 신학적, 실천적으로 논의하는 현장이었다. 총회에서 결의

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한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2 -

제3차
뉴델리

(인도)
1961년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빛

Jesus Christ - the Light of the

World

제4차
웁살라

(스웨덴)
1968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Behold, I Make All Things New

제5차
나이로비

(케냐)
1975년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하게 하시고 하

나 되게 하신다

Jesus Christ Frees and Unites

제6차
뱅쿠버

(캐나다)
1983년

예수 그리스도 - 세상의 생명

Jesus Christ - the Life of the

World

제7차
캔버라

(호주)
1991년

오소서 성령이여, 만물을 새롭게 하소

서.

Come, Holy Spirit - Renew the

Whole Creation

제8차
하라레

(짐바브웨)
1998년

하나님께 돌아가서 소망 중에 기뻐하

자

Turn to God - Rejoice in Hope

제9차

포 르 토

알레그레

(브라질)

2006년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

키소서

God, in Your Grace, Transform the

World

제1차 총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너져버린 세계의 재건을 위

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였다. 1차 총회 참가자들은 "세계교회협의

회는 피난민들의 물질적, 영적 복지를 위해 일하는 데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둔다. 그리고 정착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나라들의 회원국

교회들에게 자유로운 이민정책을 위하여 여론에 영향을 줄 것과 그

들 나라에 도착한 사람들을 환영하며 돌보아 줄 것을 호소하는" 결

의문을 채택했고, 각 교회가 각국의 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임희국, 2008:264-267).

제4차 총회 전후의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 속에서 베트

남전쟁(1965), 중동의 6일 전쟁(1967) 체코의 민주화운동과 소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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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학살(1968) 등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협이 극심하게 나타나

던 때였다. 당시 총회의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총회 4개월 전에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총회 참석자들은 인

종차별 문제와 세계평화, 정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임

희국, 2008:270-272).

이러한 고민은 제5차, 6차 총회로 이어져 제6차 총회에 모인 참가

자들은 정의를 위한 투쟁과 평화를 위한 투쟁이 서로 분리되지 않

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투쟁에 교회가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발표된 평화와

정의를 위한 성명서는 교회로 하여금 핵무기의 개발, 생산, 사용이

인류에 대한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선포하도록 했다(임희국,

2008:274-276)

이러한 흐름은 세계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정의∙평화∙창조질서

의 보전’(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JPIC로 약칭함)

으로 나아가게 했다. 먼저는 세계교회협의회 회원교회∙교단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고, 점차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 밖의 다른 에큐메

니칼 기관들도 참여하였다. 정의와 평화는 언제나 에큐메니칼 운동

의 중요한 주제였다. 그런데 창조질서의 보전은 새로 채택된 주제였

다. JPIC 운동은 작은 규모의 지역과 나라의 범주에서 시작되도록

했고, 처음부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지는 않았다. JPIC운동이

시작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선교적 차원으로서 사회참여에 관심을 갖

게 되었고, 1990년에는 서울에서 JPIC 세계대회를 개최하였다.

동서 냉전시대 이후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WCC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낡은 패러다임으로는 새로운 환경, 새

로운 요구, 새로운 관심에 적응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 제9차 총

회에서 ‘세상을 향한 예언자적 역할의 회복’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제도의 틀 속에 있는 에큐메니즘’이 아니라 ‘운동’, 곧 ‘사람중심의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풀뿌리 에큐메니칼 운동’을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했다(임희국, 2008:281-283). 또한 교회는 ‘타자

를 위한 교회’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성과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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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적 흐름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은 YWCA, YMCA의 사회운동과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청년들의 신앙 운동이 사회운동인 에큐메

니칼 운동으로 발전되었다. 1855년에 세계기독교청년연합회(YMCA)

가 결성되었고, 1894년에 세계기독교여성청년연합회(YWCA)가 결성

되었다. 1910년에 근대적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으로 보는 에든버

러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가 열린다. 이 대회

에 14명의 피선교 지역의 대표가 예외로 초청되었는데, 이 14명 중

에는 조선의 윤치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그 이전에 이미 1907

년에 세계학생기독교연맹의 세계대회에 참석하고 있었으며, 또 같은

해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세계주일학교대회에 참석하여 그 실

행위원이 되는 등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을 처음부터 호흡하며 참여

하고 있었다(강문규, 1992:70-72). 한국에서는 1918년 3월 26일 서울

YMCA회관에서 오늘의 한국 NCC의 조직적 시발이 된 ‘조선예수교

장감연합협의회’가 창립총회를 갖는다.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운동이 아니라,

사회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NCC라는 말이 한국기독교교회협

의회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 교회협의회가 된 것은 1970년이고, 그

이전의 기독교연합회와는 완연히 성격이 다르다. 그 이전에도 NCC

라는 말을 썼지만 그것은 National Christian Council이었다. 오늘의

Natioanl Council of Churches가 아니었다(민경배, 1992).

강문규도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을 교회운동이 아니라,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한 사회운동으로 보고 있다.

"오늘의 한국 NCC, 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의 시작을 엄밀히 말한다면 1970

년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조직적 뿌리는 교회

협의회가 아니라 1924년에 발족한 ‘기독교협의회’(Korean

National Christian Council)였기 때문이다"(강문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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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1924년에 창립되었다. 본래 NCCK는 ‘한국기독교협의회

(The Korean National Christian Council)’로 시작되었으나, 1970년

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The 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로 전환되었다. 조직의 명칭이 말해 주듯이, NCC는 원래

교단교회들만의 단체가 아니라 기독교 기관과 기구들이 망라된 연

합기관이었다. ‘교회협의회’로 전환된 후 교회교단들의 주도성이 강

화되었으나 교단들과 기관들의 연합체로서의 성격은 유지되었다. 한

국YWCA는 NCC 설립 초기부터 한국 YMCA와 함께 중요한 기구

로 참여했으며, 교회협의회 이후에는 가입단체 중 하나로 관계를 유

지하고 있다.

초기의 NCC는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신학적 논의를 한국 기독

교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각종 선교기금을 접수하는

창구였다(강문규, 1992). 해방 이후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사회에 가

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집단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 출범 직후인

1949년에 한국최초의 방송으로 기독교방송인 CBS가 정부승인을 받

은 것도 해외의 지원과 함께 국내의 기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49년에 승인을 받은 CBS는 1954년에 출범합니다. 1950년에

방송장비가 미국에서 오다가 전쟁이 나자 일본으로 회항하는

역사적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민간 방송이 출범한다

는 것은 획기적인 것입니다. 굉장한 발상이죠. 종각 옆에 있었

던 종로서적도 1907년에 기독교 단체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었

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 유명했는데, 이런 역사

를 볼 때 기독교 역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사의 의미를 넘

어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김영주 총무 인터뷰 자료 중)

1950년부터 NCC는 이미 그 산하에 한국 기독교세계봉사회

(Church World Service)를 조직하여 막대한 구호기금들을 소화하고

있었다. 1951년 10월 CWS의 제2회 총회에서 구호수혜자가 28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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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한다는 보고에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NCC 자체도 60년

대 초의 외환 수혜액이 이미 수십만 달러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NCC는 총회 때 재정보고를 달러 계정과 한화 계정으로 별도 보고

를 받았다60).

정체성의 혼란을 겪던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사회운동으로서

정체성을 다시 갖게 된 계기는 4.19혁명이라 할 수 있다. 4.19혁명으

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이 체제를 지지해 오던 기독교는 세력

이 위축된다(강인철, 1994). 이와 같은 상황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체

제에 의존하고 서구교회의 선교지원금 등에 안주하던 기독교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1962년에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을 우선과제로 세우고 이를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서둘렀다. 이때에 ‘기독교가 정치에 깊이 관여

한 해방 후 최초의 사건’인 범 기독교 적 한일협정 반대운동이 일어

났다(강문규 1992). 이 운동은 그 후 지식인, 언론계, 학생들과의 연

대 속에서 "대일 굴욕외교 반대 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는데까지

이르렀으나, 1964년 6월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다음 해인 1965년 6월

22일에 한일협정은 조인된다. 이 때 시작된 기독교인의 연대 투쟁은

1969년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3선 개헌 반대로 이어졌다.

1960년대 이루어진 한국의 개발정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

를 촉진시키는 가운데 노동운동, 인권운동의 과제를 낳았다.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선교’를 시작했고, 이는

1970년대의 여성노동운동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한일협정,

월남 파병, 경제개발 계획에 의한 산업화 사회의 전개 등 정치, 사

회적 변동 속에서 ‘기독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며 활동을 전

개했다(강문규, 2002). 1973년 4월 22일, 남산 야외음악당에서의 부

60) 당시 NCC의 실행위원이었던 강원용 목사는 ｢혁신을 요하는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
에서 "한국 NCC가 한국교회에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용종교’의 역할을 한 것밖에 없다. NCC 안에 정경국이 있고 CCIA(기독교국제문제위

원회)가 있다. 이 두 기관이 해온 일은 이승만 정권의 구호에 충실히 호응해 온 사업 외

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는 NCC 총무가 아시아 반공연맹의 이사로 

3∙15 선거의 지도위원으로까지 충실히 일해 왔다. 하루바삐 NCC를 위시한 모든 연합기

관들이 과감히 자기 혁신을 일으키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강문규, 

199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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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절 연합예배 후 박형규 목사 중심의 유신반대 시위가 있었다. 관

련자들은 반체제 책동으로 입건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틀

뒤에 이들은 석방된다. 한국 NCC는 곧 조사위원을 구성, 정부에 항

의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 NCC를 중심으로 하는 에큐메니칼 진영

과 유신정부의 정면 대결은 계속된다(박상증, 1992). 이후 NCC 중심

의 기독교의 민주화 투쟁, 인권 투쟁을 뒷받침해 준 신학적인 토대

는 ‘1973년 한국 기독교인의 선언’이었다. 이 선언은 유신 독재정권

에 대한 선전포고인 동시에 민주화 투쟁을 위한 기독교적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 후 시국은 경직 일로로 치솟아 긴급조치가 연달아

발동되고 이에 반대하는 교회의 민주인사들의 구속사태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NCC는 인권선교로 옮겨가게 되면서 1974년에 이르러

NCC 기구 안에 인권위원회를 조직하고 사무국을 설치한다. NCC

인권위원회는 1970년대 한국사회의 인권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었

다.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미국 감

리교 여선교회의 지원이 있었다. 미국의 여성들에 의해 한국의 인권

운동이 촉발된 것은 기독여성운동의 역사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감리교 여선교회는 세력이 아주 강하고, 활동이 활발했

습니다. NCC 인권운동은 미국 감리교 여성들이 지원한 것입니

다.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재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

황에서 해외에서 유일하게 인권위원회를 지원했던 단체입니다.

내가 인권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NCC의 재정이 부족하면

NCC 총무님이 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김영주 총무 인터뷰 자료 중)

당시 인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배경에는 미국의 기독교운동이

인권과 해외원조를 주요 이슈로 설정한 것의 영향이기도 했다. NCC

는 WCC와 미국 교회를 통해 인권 문제를 국내 운동의 이슈로 유입

하기도 했고, 한국의 인권문제를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시켰다61).

61) NCC가 인권문제를 국제화 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친미의 논리로 탄압을 했다. "NCC

가 인권문제를 다루니까 NCC에 대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논리로 비판을 하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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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3월 1일 명동 대성당에서 3∙1 독립운동 57주년을 기념하

는 신∙구교 합동기도회가 개최되어 7천여 명의 교인들이 모였다.

여기서 선포된 ‘민주구국선언’은 "이 나라는 일인 독재 밑에서 인권

은 유린되고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첫째는 국시인 민주주의의 회복, 둘째는 경제입국 구상의 근본적 재

검토, 셋째로 민족통일이 우리의 지상과제임을 주장하면서 박 정권

의 퇴진을 요구했다(강문규, 1992).

이 행사는 ‘정부전복선동사건’으로 입건되어 함석헌, 윤보선, 서남

동, 안병무, 문익환 등 18명이 구속 기소된다. 세계교회와 외국 언론

들은 점점 한국교회에 관심이 커져 갔으며 특히 WCC, WSCF,

CCA 등의 에큐메니칼 단체들이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

다62).

NCC 중심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정치적 탄압

을 받았고 정권퇴진운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입

장을 표방하게 된다. 한국YWCA와 YMCA는 NCC에 가입된 주요

단체이지만 1960년대 이후 에큐메니칼 운동이 정치적인 투쟁의 중

심에 서게 되면서 탈정치적 입장을 견지해 온 한국YWCA는 에큐메

니칼 운동의 주류적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

YWCA는 WSCF에 직접 가입한 단체로서, 대학YWCA는 WSCF를

통한 세계학생 에큐메니칼 운동의 조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

고, KSCF와 YMCA의 지도력과 교류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

사에 긴밀히 참여하게 되었다.

작했다. 김종필을 중심으로 반미를 내세우며 NCC에 대해 비판의 여론을 형성했다. NCC 

앞에서 친미 사대주의 물러가라는 데모도 있었다"(김영주 총무 인터뷰 자료 중). 인권위

원회의 활동이 국내 정치적 지형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62) 해외의 에큐메니칼 교회와의 강한 연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데는 WCC 근무의 박상

증, CCA 근무의 오재식, 미국 NCC의 손명걸 등 해방 후의 50년대 에큐메니칼 운동기

구에서 일하면서 한국교회 투쟁을 세계에 알리고 연대를 호소한 이들의 공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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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리더십

한국사회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도입되고 정착되는데 영향을 미친

리더십은 크게 두 영역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세계

적 에큐메니칼 운동의 조류를 한국에 소개하고 국내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구를 탄생시킨 한국YWCA와 한국YMCA의 초기 지도자

들이다.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계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때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은

윤치호와 김활란이었다.

이들은 근대화시기에 세계기구의 회의에 참가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사조에 눈을 떴고, 국제기구에서 활약함으로써 한국의

YWCA와 YMCA도 태동할 수 있었다.

한국의 YWCA와 YMCA는 일제 하 민족 해방이라는 과제를 안

고 창립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단체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

로 하는 사회운동체로서 유사한 조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W’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 정체성 때문에 YWCA는 YMCA와 구별

되는 사회적 역할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Y의 운동은 초

기 창설자 리더십이 세계적 에큐메니칼 운동의 영향을 받고 국내의

국제기구 창설과 운영이라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했고, 이후에 기독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두 조직은 지속적으로 상호간 영향을 주게 된

다.

한국 학생단체의 효시인 협성회와 한국YMCA의 중심적 지도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으나, 윤치호와 서재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택부, 1971). 이 중 윤치호는 밴더

빌트 신학교 재학 중 YMCA활동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에모리 대

학 시절에 그리핀(Griffin)에서 열린 YMCA 주 연합대회에 에모리

대학 YMCA 대표의 한사람으로 참가하게 된다(한국YMCA운동사,

1985).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윤치호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서구에서의 초창기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한 세계학생기독교연맹(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과 세계 YMCA운동의 창설자인 존 모트(John

R. Mott) 박사와 일찍부터 깊고 긴밀한 접촉을 가져 오면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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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NCC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강문규, 1992:70-72). 이

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YMCA는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의 영향으

로 사회운동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

WSCF, 세계 YMCA, IMC 그리고 WCC의 창설자였던 초인적인

평신도 지도자 존 모트의 비망록에 의하면 한국의 윤치호를 거듭

언급하면서 그의 에큐메니칼 지도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일찍이 에모리 대학에서 체계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첫 신학자였다.

191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모인 ‘세계선교사대회’(WMC)는

1921년 국제선교협의회(IMC)로 이어졌고, 국제선교협의회(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nference)의 초대회장은 존 모트(John

R. Mott)가 선출되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교회들은 교회협

의회(NCC)를 조직해서 참여했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예수교연합공의

회는 1924년에 IMC의 회원이 되었다.

"윤치호씨가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신학교를 졸업

하는데 그가 재학 중이던 에모리대학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관한 오리엔테이션과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윤치호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고 존 알 모트(J.R. Mott)와도 교류가 많았습니

다. 어느 정도냐 하면 존 알 모트(J.R. Mott)는 그 당시 기독교

운동의 거성이었는데 그의 메모에 윤치호씨 이야기가 많이 나

옵니다. 윤치호씨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배재학당에 YMCA를 만든 것이고 이때가 1898년입니

다. 그렇게 해서 한국도 학생YMCA와 시청년회를 병행하게 되

고 초대 학생YMCA 간사가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때 학생

YMCA의 하령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강문규, 인터뷰 자

료 중)

1930년대 해외의 신학적 조류에 접하면서 한국 기독교에서도 크게

진보와 보수의 양대 세력이 형성되었다. 1934년 이후 보수 신학과

진보주의 신학이 갈등과 투쟁의 기간을 갖게 되었다(이만열, 1991)

특히 윤치호는 에든버러 대회에서 크게 논쟁을 불러일으킨 종래의

교회간의 도식, 즉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를 모교회(The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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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피 선교 지역의 교회를 어린교회(The Younger Church)로

규정하고 이들의 선교 관계를 종속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선교

현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형태의 문화적 갈등, 혹은 비기독교 타종교

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선교 지역에서의 서구 문화제국주의적 요인

그리고 선교사들의 일방적인 권위주의적 선교태도를 크게 비판하였

다.63) 윤치호는 또 에든버러 대회가 설정한 여덟 개의 분과 위원회

중의 ‘모든 비기독교세계에 대한 복음’ 위원회에서 선교사들의 선교

비 사용은 반드시 현지의 교회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그곳 교회와 교인들과의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교회의 확장

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중요하게 여긴 ‘하나님의 선교’에

충실한 평신도 에큐메니칼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YMCA운

동사 , 1985).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시작한 또 한 사람은 김활란이다. 1922

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WSCF 세계대회에 한국의 기독학생운동

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그리고 1928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선

교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다. 그 후 국제선교연맹(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의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김준영은 김활란을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도자로 높이 평가하였다.

"감리교 지도자 중 세계교회연합운동사에 빛나는 인물로 김활

란(전 이화여자대학 총장) 박사를 빼 놓을 수 없다. 김활란 박

사는 예루살렘 국제선교회에 참석하여 한국 여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해서 전도와 농촌문제 그리고 인종문제에

대해 소신에 찬 의견을 주장함으로 크게 관심을 끌었다. 그 후

김활란 박사는 국제 선교회의 부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 1961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세계교회협의회와 국제선교협의회가 통합할

때까지 역임하였고, 특히 그녀의 전도에 대한 열정은 다른 교

회지도자들의 추종을 허락지 않았다"(김준영, 1992:114).

63) 강문규, "한국 NCC와 에큐메니칼 운동｣, 박상증 편저,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대한기독교서회, 1992), p.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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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에서 열린 국제선교연맹에는 한국에서 YMCA 총무 신흥

우, 농촌부 간사 홍병선, YWCA 대표로 김활란이 참가했다64). 이들

청년회 일행은 가는 도중 덴마크에 들렸고, 이곳에서 농민학교와 신

용조합을 알게 되었다. 대회 참가 후 김활란은 보고서를 통해 기독

교의 사회적 사명에 개인구원과 함께 사회구원이 있음을 밝히고 있

다65). 한국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은 김활란의 논문이 한국의 부흥

을 위한 농촌 교육 이었다. 김활란이 두 번째 유학길에 오른 배경은

YWCA의 농촌 운동 전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고, 지도력과 재정의 부족으로 어려워진 YWCA의 농촌운동을 확장

하기 위해 박사과정에 진학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이혜정,

2004:101-103). 김활란은 신흥우 등과 더불어 사회복음주의의 실현

에 눈을 돌렸고, 권위적이고 보수적이었던 선교사 세력과 갈등이 형

성되었다(김지화, 2005).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선교사가 중심이 되어 창립된 한국YMCA와

달리 한국YWCA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한 기독여성들

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러한 역사에 대해 민경배는 한국YWCA가

64) 당시 51개국 선교단체에서 231명이 참가한 예루살렘 선교대회는 각국의 교회협의회

(National Chritian Council: NCC) 대표자들로 모임이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 ‘예루살

렘-1928’은 에큐메니칼 운동사에 있어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을 이룬 대회로 사회복음주

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이념을 YWCA에 접목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한국

YWCA 80년사｣, 2010).

65) 김활란이 귀국 후 YMCA가 발간한 ｢청년(靑年｣(1928년 11월호)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기독교의 사명은 각자의 개성을 원만히 발휘하기 위해 예수의 인격의 함양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도 필요하다. …예수의 이상인 천국(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은 개인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의미함이다.…

과거 우리 교인이나 교회는 우리 생활의 전부를 개인이나 단체로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

을 생활의 일부로 살아온 일이 있다. 곧 심하게 말하면 혹자는 종교란 모든 실생활과의 

관계를 떠나 자기 혼자 무슨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나 일요일에 예배당에 가는 것으로

만 알았다. 그러나 예루살렘 대회에서 산업문제, 농촌문제, 인종문제 등을 가지고 토의한 

것은 내용은 고사하고 그 사실로만 보아도 신경향이라 하겠다. 산업문제와 인종문제에 

포함된 모든 비인도적인 사실과 인종 간에 일어나는 충돌과 의리에 배치되는 행동을 국

제선교연맹에 조사부를 두어 연구하게 하고 세계기독교인 중에 여론을 일으키며 관련된 

당국에 경고하기로 했다. …이로 보건대 기독교회도 장차 세계적 문제를 불간섭주의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맹렬하게 나서서 권장할 것은 권장하고 반항할 것은 반항할 것이니 

즉, 기독교를 개인에 있어서, 단체에 있어서 사회화하고 실재화 한다는 것이다."(｢청년｢
靑年｣1928년 제 8권 제8호:4-5, ｢한국YWCA 80년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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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한 교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임을 지적한다.

"감리교의 김활란, 장로교의 김필례와 같은 이들이 민족구원 차

원의 기독교 여성 사회 선교가 추진된 것은 3∙1운동 이후

1922년부터의 일이나, YMCA와 달리 이 YWCA는 처음부터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 추진되고 조직되어 선교하였다는 자주

역사의 고귀한 명예를 남겼다. 이 YWCA가 결국 감리교계 운

동으로 굳혀진 것이라는 판단은 속단이다. 그곳에서는 최이권,

김현자 등이 계속 주도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 운동들이 교

파의 협의기관 형식이 아닌 독자적 기독교 운동의 모형이었다

는 사실은 한국에서의 기독교연합운동이 반드시 교파협력 차원

에서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민경배,

1992:64).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기독교와 선교사의 위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이었다. 기독교와

선교사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통로가 됨으로써 일본에 저항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었지만, 선교의 수행을 위해서 현실적 지배 세력인

일본 제국주의에 타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활란을 비롯한 기독교 여성 지도자들에게 선교사는 어머

니와 같은 존재였고, 이들과 맺은 공동체는 가족 이상의 관계였다.

‘모가장’으로 표현되기도 했던 여선교사들은 친밀한 유대감과 모성

적 권위를 존중하는 엄격한 위계질서, 자기 부정의 기독교적 도덕

성, 그리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 분명한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의한 행

동을 할 줄 아는 합리성을 지닌 여성공동체의 형성을 추구했다(강선

미, 2002). 특히 개화기 여성들이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

도록 교육적 지원을 한 선교사들의 역할은 친밀한 모성관계와 모성

적 여성주의를 공유한 이들의 특수한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다66). 즉, 김활란에게 선교사는 탈식민지를 위해 일

66) 김활란을 포함한 다수의 기독교계 출신의 지도자들은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다. 당시의 

민간 사립학교는 학비가 비싸서 상류층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이었다. 딸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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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함께 항거해야 할 제국주의적 영향이면서도 동시에 끈끈한 자

매애로 연결된 관계이기도 했다.

초기 외국의 교육을 받았던 인물 중 김활란은 특히 국제적 역량을

발휘한 리더십으로 평가된다. 그는 일생동안 기독교, 여성, 교육 등

과 관련해서 56차례의 국제회의에 참가했다67). 이 기록은 한국

YWCA와 유관된 것만으로, 그가 이화대학 총장으로서 또는 여학사

협회 등 다른 활동으로 유엔총회 등을 참석한 기록을 제외한 것이

다. 이러한 활동들을 기반으로 그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세계YWCA협의회에서 조선YWCA를 독립적으로 가입하도

록 신청하고 ‘개척회원국(Pioneer category)’으로 승인을 얻은 것은

한국YWCA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

그러나 독립국 지위로 어렵게 가입을 했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

구하고 일제의 탄압을 극복하지 못하고 YWCA의 지속적 활동을 위

해서 일본기구에의 가맹을 결정한 것도 김활란이 주축이 된 것이기

때문에 YWCA의 ‘자주적’ 역사를 지키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68). 김활란을 비롯한 한국YWCA 초기 리더십에 대한 논의와

미션계 여학교로 보냈던 조선의 부모들은 재난이 닥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특히 농가의 소녀들과 성인 여성들의 경우 대안은 거의 없었다. 부

잣집에 노예나 첩 혹은 기생으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머리 깎고 중이 되든지’ 자살을 생

각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당시 기독교는 가난한 여성들에게 절박한 사회적, 경제

적 환경 속에서 최후의 수단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쉬웠다(강선미, 2002). 

이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선교사들과 모녀에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생활했고, 졸업 

후 학교의 교사로 채용되면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다.

67) 김활란은 1923년 5월 세계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의(워싱턴)를 비롯, 일제시기에 선교

와 국제 관련의 다수 회의에 참가했고, 1936년 9월 YWCA 극동지역회의(세일론)에 참가

하고 이후 한국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 대표 자격으로 1946년 2월, 미국 애틀랜틱시티

에서 3년마다 열리는 미국Y 전국대회에 참석, 10월에는 역사적인 중국 항주 세계여자기

독교청년회의에 참석했다. 1954년 5월 미국감리교부인대회(밀워키), 7월 국제기독교선교

위원회회의(뉴욕), 1955년 7월 국제기독교선교회 합동이사회(런던)와 세계기독교연합회

(서서타보), 1956년 7월, 세계기독교연합회(런던) 등 수많은 국제회의에 한국을 대표하여 

참가해서 국제적인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68) 김활란의 친일 행각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개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친일적 행

각을 벌인 남성들과 구별되는 당시 여성 지도자들의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김지화의 

지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김활란이나 박인덕에게 일제 협력은 전향의 결과라

기 보다는 변화하는 사회 지형에 대한 다면적인 저항과 협상의 과정으로 보았다. 이들은 

서구의 제국주의와 서구 여성과의 연대 사이에서 갈등하고, 가부장적 남성 지식인 사회

로부터 주변화 된 위치에 있었고, 재조선 일본 여성의 식민주의적 조선 개혁 운동과 제

휴하면서 이들은 자신의 주장을 개입시키고, 사회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여성 교육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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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치하에서의 조직적 대응에 관한 내용은 3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영향은 한국의 기독교사회운동의 리더십을 국

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에 있다. 아시아권에서 열린

1961년 열린 WCC 제3차 총회에는 김활란(이대총장), 강원용(경동

교회 목사, 크리스챤 아카데미 원장), 길진경(NCC 총무), 김길창

(NCC 의장), 박상증, 오재식(청년대표)등이 참석했다. WCC 총회에

서 강원용 목사는 교회와 사회위원회의 위원이 됐고 박상증은 청년

위원회의 위원이 됐다(박상증, 1992). 강원용은 초창기부터 EACC

실무팀에 가담하여 활약하다가 1973년에는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그는 또 WCC의 중앙위원으로 1968-1983년까지

활동했다(강문규, 1992). 이들은 국제기구의 실무자로 일하거나 국제

기구를 통해 선교후원을 받는 등 국제적 네크워크를 통해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본YWCA의 영향을 받은 김필례와 중국YWCA에서

활동했던 유각경 등 창설자 3인은 모두 국제 네크워크를 통해 직접

적으로 YWCA의 훈련을 받았다. 이들의 활동 경험은 김활란의 에

큐메니칼 정신의 도입과 결합되어 국제적인 맥락에 직접 연결된 기

독여성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민족운동

(1) 민족주의의 개념과 민족운동의 특성

근대 민족주의의 이념은 루소의 민족주의의 사상적 근간, 첫째, 민

족개별성(Nationality) 개념에 기초를 둔 민족자결주의, 둘째, 일반의

지 개념에 기초한 인민주권(人民主權)이라 할 수 있다. 루소에게 국

가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공동체이다(김기훈, 2012).

카(E. H. Carr)에 의하면 민족주의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1단

계는 프랑스 대혁명 이전으로 근대 민족주의의 형성기이며, 2단계는

상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지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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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혁명부터 독일 통일의 시기로 민족주의가 민족국가를 형

성시킨 단계이다. 이 전 단계에서 군주가 민족주의의 주체였다면 2

단계는 부르주와 계급이 민족의 담당주체가 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제1차 대전이후부터 1939년까지로, 민족주의가 국가와 민족을 사회

화시킨 시기로 구분한다(E. H. Carr, 1978). 3단계에서 고용과 복지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이러한 복지 확충에 의해 국민의

충성심이 확보된다(김동춘, 2007).

한스 킨(Hans Kihn)은 민족주의는 하나의 정신상태로 의식적인

행동을 통하여 프랑스 혁명 이후 인류에게 공통적인 것이 되었다고

보았다. 민족주의의 출현으로 일반 대중은 자신들을 국가와 동일시

했고, 문명을 민족적 문명으로 그들의 생활 및 생존을 민족의 운명

과 동일시함으로 민족주의는 일반 대중의 충동과 태도를 지배했으

며, 동시에 국가의 권위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백낙청, 1981). 이

와 함께 그는 서유럽형과 비서유럽형의 민족주의를 나누어 설명하

는데, 시민이 형성되지 못한 비서유럽형은 이러한 민족주의가 자생

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다. 이민족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쟁취하려는 운동으로 나타났지만

우선 지식인들이 민족의 전통과 독자성을 내세우는 문화운동의 형

태를 취하게 된다69)(김기훈, 2012).

19세기 후반의 민족주의는 소수 민족의 해방과 독립의 이념으로

수용되었다. 후발국, 제3세계에서의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근대 세계

체제의 불균등발전,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과 피식민지 종족에 대한

억압의 산물이다. 이 경우 민족주의는 좌절된 근대화에 대한 반작용

이자 외세와의 투쟁을 통해 국민국가를 건설하고, 당당한 주권자로

서 인정받으려는 열망의 반영이기도 하다70)(김동춘, 2007).

69) 이러한 비유럽형은 유럽형 민족주의가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 법치주의, 합리주의 

등을 중심개념으로 ‘안에 있어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과 달리 ‘밖으로부터의 독립’에 

치중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원력을 강조하는 권위적인 닫힌 사회를 이룩하

게 되었다고 보았다(차기벽, 1983. 김기훈, 2012에서 재인용).

70) 김동춘은 식민지 지역, 후발국에서 민족주의의 구호가 시민적 내용보다는 종족주의, 공

동체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회만들기’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경우의 사회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라기보다는 다분히 이타주의, 

반개인주의적 공동체주의 등의 내용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김동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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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민족주의는 많은 경우 시민사회의 발달을 가능케 하는 전

제조건의 창출, 또는 민주주의적 자율성 획득을 향한 집합적 노력이

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박명규, 1998:77). 킨은 민족주의가 민주주

의의 기본조건의 하나인 ‘공포로부터의 보호’를 가능케 함으로써 민

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설명하였다(Keane, 1994:172. 박명규,

1998:78 재인용).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는 근대적 민족국가 형성을 이루기 위한 이념

적 요소로 작용했고, 민족 공동체의 정치적 통일과 독립을 추구하는

운동적 요소를 포함한다. 한국의 민족운동은 이러한 민족주의의 이

념을 기반으로 민족해방과 독립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독립된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목표를 갖게 되었다.

유럽 근대사에서 민족국가는 여성에게 법적인 권리를 거부하거나

민족공동체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을 통해서 성차별적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정현백, 2001:10). 그러나 제3세계 민족주의는 여

성해방을 위한 투쟁과 통합되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기독교와 결합된 한국의 민족주의는 유교적 전통을 개혁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면서 민족운동에 선각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인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근대적 국가 형성과정에서 가부장적 질

서는 폐지되지 않았다. 가부장적 국가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승희, 1993)에서 제기된 문제와 같이 여성해방은 자본주의 체제 고

유의 문제가 결합된 복합적 구조를 갖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민족

국가 형성 과정에서 여성이 지속적으로 국가 수립에 참여하는 구조

를 유지해왔고,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정책에 의한 ‘여성동원’이 대

규모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71). 그러나 민족주의가 초기 여성

71) 정현백은 민족주의를 떠받치는 국민국가가 여성을 차별화하는 기제로 작동했다고 보는 

관점에서 앤타이어스(Anthaias(2000))의 논의를 중심으로 여성이 국민국가와 결합하는 

과정을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로, 여성은 민족집단이나 구성원의 생물학적 재생

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국민국가와 여성과의 결합의 이면에 놓인 

논리는 서구 국가들에서의 이민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방식에서 잘 드러난다. 둘째로, 여

성은 국가 내에서 민족적, 인종적 경계선의 재생산자가 된다. 여기에서 여성의 몸은 자신

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의 상징이 된다. 셋째로, 여성은 자신이 속한 민족 집단의 이념적 

재생산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전통문화의 담지자가 된다. 넷째로, 여성은 인종적 · 민족

적 차이의 기표가 된다. 민족해방 투쟁에서 위험에 빠진 조국은 ‘사랑받는 여성’으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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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결합된 형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여성운동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해왔다. 민족주의가 가진 부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현존하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투쟁의 이념으로 존재했

기 때문에 제3세계 여성운동은 민족운동과 협력하거나 연대하는 형

태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산물이다. 민족주의의 주창

자는 주로 제국주의가 가져온 부정의와 사회해체의 위협, 주권의 박

탈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식인들이며 주요 담지자는 제국

주의 경체 침략에 의해 계층 차별 질서가 고착되고 처참한 상황으

로 내몰린 식민지의 평균적인 민중이다. 이 경우 ‘민족’은 제국주의

상품의 침투와 생존의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존

기반의 구축, 즉 자체의 시장과 방어적인 교환망, 정의롭고 이타적

인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운동의 형태로 존재한다(김동춘, 2007).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민족운동도 애국계몽운동, 물산장려운동,

농촌운동, 여성교육과 절제운동의 형태를 갖게 되고 전국적 참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2) 기독교 민족운동

한국의 민족운동의 역사는 외세에 대한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

다72). 민족운동은 일본제국주의에 맞서는 민족독립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특히 3·1운동은 근대화 시기의 민족운동이 본격적으로

출발한 기점이라 할 수 있다73).

유되고, 여성은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에서 잃은 어머니’라는 독특한 민족의 상징물이 된

다. 다섯째로, 여성은 민족해방 투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Anthias & Yuval-Davis, 2000. 정현백, 2001:22에서 재인용).  

72) 한국의 민족주의 발생시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나 1878년 병자수호조약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근대화 시점을 기준으로 볼 수 있으나, 병자수호조약은 서구적 근대

에 대한 계기로 간주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이때부터 형성된 한국민족주의의 민족감정자

체가 현대까지 그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천관우, 1976).

73) 외세의 침략의 대응으로 위정척사운동과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 등이 3·1운동 이전에 

나타났다. 강만길은 외세에 저항하기만 하면 모두 민족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를 개

혁하려는 생각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위정척사론은 민족주의로 보기 어렵다고 주

장한다(강만길, 1993). 이에 비해 한말 의병운동은 독립군 무장투쟁의 기초로서, 애국계

몽운동은 3·1운동의 직접적인 원동력을 제공해 준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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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이전의 민족운동은 개화파에 의해 주도된 개화기 민족운

동과 항일무장독립운동, 애국계몽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중 애국계몽운동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전후로 민족자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대한자강회와 신민회 등이 주도가 되어 국권회

복을 위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애국계몽운동의 내용에는 신교

육구국운동, 언론계몽운동, 실업구국운동, 국채보상운동, 신문화ㆍ신

문학 운동, 국학운동, 민족종교운동, 해외 독립군 기지 창건운동 등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대부분 중단되었다.

일제가 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기독교였다(김승태, 2013:38). 서구의 선교사들을 탄압할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기독교계 학교를

탄압하기 위해 1915년 3월에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했고, 1915년 8

월에 조선총독부령 제83호로 ‘포교규칙’을 공포했다74).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는 민족주의적 정신과 결합하면서 기독인의

정신으로 일제에 대한 항거를 계속하였다75). 민경배에 의하면 3·1운

동이 일어났을 때 총독부가 ‘소요진상’이라는 글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 ‘조선의 장래에 대하여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

로 구분하고 있다(민경배, 1981).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YMCA의

창립은 민족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03년에 창설된 황성

YMCA는 독립협회의 정신을 이어받는 청년단체로서 운동의 정체성

을 내세웠다( 한국YMCA운동사· I , 2008).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

74) ‘사립학교규칙’은 기독교계 학교에서 성경과목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

고, 수업용어도 일본어로 하게 함으로써 선교사들을 교사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개정

된 것이다. 포교규칙은 일본 본국에서도 제정에 실패했던 법률로, 포교에 관해서 일본 총

독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75) 영국 ｢데일리 메일｣기자였던 멕켄지(F.McKenzie)의 ｢한국인의 자유투쟁｣서문에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인들은 한국 민족성이 의외로 견고한 데 

놀랐다. 그들은 한국인들의 얼굴에 보이는 무표정의 이면에서 그들로서 확고한 각오가 

선 하나의 정신을 발견했다. 결국 일본은 한국민족을 동화하는 데서가 아니라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부활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일본인들은 위험을 느끼게 되었다. 교회를 자

기네 통치하에 집어넣고자 무진 애를 써 봤으나 허사였다. 교회 관계 서적들을 압수하거

나 읽기를 금지하고 자기네들 것으로 대치했다.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자, 

북부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일대 박해를 광범위하게 전개했다"(김승태, 

2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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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운동의 구심점을 찾던 개화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인이 되었고, 초창기 회원도 주로 교회 밖의 젊은이들이었다. 특

히 흥화학교, 배재학당, 한성사범학교 등의 학생들로, 청년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또한 이상재, 홍재기, 김정식 등 감옥에서

출옥한 독립협회 간부들과 1903년 석방된 학생운동가 신흥우 등이

감리교회에 입교하면서 YMCA에 가입했다76).

독립적 기독교 조직체로 존재하면서 국제적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

던 한국YMCA는 일제 식민치하에서 민족운동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10년 일어난 105인 사건에 윤치호

가 주모자로 몰려 6년형이 선고되었고, YMCA를 일제에 복속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등 지속적으로 많은 탄압을 받게 되었다77).

한국인 초대 총무인 이상재에 이어 윤치호가 연합회와 서울YMCA

의 총무를 겸하게 되면서 초기와 달리 온건 노선으로 선회하게 되

었다78). 그러나 YMCA를 비롯한 기독교 민족운동은 3·1운동이 전국

적으로 일어나도록 한 배경이 될 수 있었다. 3·1 독립선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 중

YMCA 관계자가 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3·1 민족운동 이후 1920년까지는 항일 독립운동의 부르주와 운동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대별되고 있었다. 1927년 2월에 결성된 신

간회는 양 진영의 운동이 합쳐서 연대한 민족연합단체이다. 1927년

76) 이들의 참여로 YMCA는 당시 전국적으로 개화인물을 총망라한 단체가 되었다고 보고 

하고 있다. 질레트 총무의 보고에서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가장 유력한 기독교 식자들

이다. 그들은 가장 야심적인 애국자이며 그들이 YMCA에서 보여주고 있는 관심과 성의

는 장차 YMCA가 크게 발전하고 이 사업을 크게 일어나게 할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한국YMCA운동사·I｣, 2008). 

77) 한국YMCA의 초대총무인 질레트는 105인 사건이 날조되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린 

혐의로 한국에서 추방당하게 되었다. 한국YMCA는 창립시부터 개화기 청년들의 구심점

으로 출발하면서 영향력을 키웠으나 YMCA 세계연맹에 단독으로 가입하지 못했다. 105

인 사전 후에는 일본YMCA에 예속되었다. 그러나 1922년 일본에서 열린 한일YMCA대

표자 회의에서 한국YMCA의 독립과 학생YMCA의 독립이 결정되었고, YWCA와 함께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에 가입하게 되었다.

78) 윤치호는 석방을 축하하는 환영회에서 "경거망동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한

다. 조선을 구제할 자는 오직 힘이니 힘은 청년들이 도덕적으로 지식적으로 수양함에서 

나오고 그러한 뒤에도 교육과 산업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

러한 답사는 당시 청중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이때부터 YMCA의 진로가 상당히 온건한 

노선으로 전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한국YMCA운동사·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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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창립된 신간회는 일본제국주의 통치하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반일사회운동 단체였다. 신간회는 청년, 여성, 형평, 노동, 농민, 사상

운동 등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전개되었다. 초대 회장으로 YMCA

의 이상재가 선출되었고, YMCA의 지도자들이 지역에서 참여했다.

당시 부르조아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자치운동이었고, 이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은 비타협적 항일운동을 주

장하고 있었다. 이들이 연합한 신간회는 합법적 조직 운동을 통해

식민지교육의 철폐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주장했고,

1929년 광주학생운동 이후에는 회원수가 10만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한국YWCA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근우회 창

립과정도 이와 유사해서 기독교 여성운동이 한국의 민족운동의 흐

름과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79). 그러나 신간회는 지속적인 일

제의 탄압과 내부의 분열로 1931년 해체되었다. 신간회 활동은 기독

교와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연합하여 활동한 민족운동

의 역사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초창기 한국YMCA의 중심사업은 첫째, 조직적인 교육사업으로,

보통과, 일어특별과, 영어특별과, 직업과, 체육과 등의 학제를 만들어

학교식 교육을 직접 시행했다. 둘째로, 강연회와 토론회를 통한 사

회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도산 안창호의 강연 등은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모든 사회단체가 해산되고 언론집회의 자유가 봉쇄

되었을 당시 상황에서 일반 대중에게 민족적 정신을 고취하도록 한

것이었다. 셋째로, 3.1 운동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한 농촌사업이다.

이는 봉건적 사회체제에서 농촌의 경제자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

제라는 인식이 있었고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활동이 가능했던 것이다80).

한말과 일제시기 민족운동에서 기독교 민족운동은 YMCA를 필두

79) 여성운동과 관련된 내용은 본문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생략했다. 

80) 농촌사업을 추진하면서 YMCA는 1924년 신흥우를 미국에 파송하였고, 당시 YMCA 국

제위원회 총무 마트 등과 회담을 한 결과 북미에서 전문간사 파송과 배치를 합의하게 된

다. 이 협약에 의해 1925년 5월에는 쌀에 대한 전문가와 농촌교육 전문가가 파송되었고, 

농촌사업의 경비도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덴마크 농촌사업 연구를 위해 신흥우, 홍병선

이 1927년에 덴마크에 파견, 1년간 연구한 후 돌아와 농촌사업을 주도했다(｢한국YMCA

운동사·I｣, 2008). 이러한 국제적 네크워크가 한국YMCA 초기 민족운동을 진행할 수 있

었던 가장 큰 배경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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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독교 단체들이 합법적인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대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었다.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의 역사에서 YMCA가 중심

에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민족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중심으

로 핵심 사상과 운동의 주요 주제가 초창기에 확립되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YWCA 창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

으로, YWCA의 창설에 앞서 이루어진 한국의 기독교민족운동의 기

반이 여성운동과 결합되면서 한국 YWCA가 창립됨으로써 민족운동

과 기독교 여성운동이 초창기부터 민족운동으로써 흐름을 같이 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초창기 여

성운동은 기독교 기반의 근대적이고 평등한 인간관에 기초하여 기

독교가 중심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다. 당시 민족해방의 열망은 초창

기 여성운동이 민족주의적 이념에 기반 한 운동의 과제를 설정하도

록 하였고, 그 결과로 초창기 여성운동은 애국적 독립운동과 민족자

강의 애국계몽운동, 물산장려와 절제운동, 농촌운동으로 이어졌다.

3. 기독학생운동

(1) 초기 한국기독학생운동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학원선교의 시발점은 1896년 배재학당에서 기독학생

들이 중심이 된 협성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협성회는 WSCF의 창설

자인 모트(John R. Mott)와의 교류를 통해 에큐메니칼 정신을 가진

선각자 윤치호가 중심이 된 모임이었다. 이후 1901년 9월에는 기독

학생들로만 조직된 ‘기독학생회’가 조직되어 본격적인 학생기독운동

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YMCA라는 명칭으로 계속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활동은 3·1독립운동 등 민족운동과 계몽운동이었다(한국YMCA

운동사·I, 2008).

1901년 협성회의 후신으로 배재학당에 학생YMCA가 조직되면서

시작된 YMCA학생운동은 일제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학생운동이

었다. YMCA학생운동은 3·1운동을 전후해 학생단 독립운동과 조선

학생대회 창립의 산파역을 담당하며 한국 민족운동사상에 나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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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를 마련하였다. 기독교계 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학생YMCA

는 1910년대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거의 유일한 학생운동 조직이었

는데, 3·1운동 이후 지도력 다수가 검거 투옥되거나 해외로 망명하

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그 같은 역경 속에서도 1920년대 전

반 YMCA학생운동은 3·1운동을 거치며 고양된 민족의식을 바탕으

로, 기존의 종교운동 영역을 넘어 신문화의 계몽자로서 폭넓은 활동

을 전개하였다(장규식, 2007)

학생YWCA가 조직된 것은 YWCA가 창설되던 1922년 11월, 이화

학생기독청년회가 처음이다. 학생YWCA는 1922년 제1회 하령회에

11개 학교, 1923년 제2회 13개 학교, 1926년에는 15개 학교로 확대

되었다. 이화에서는 고등부와 전문부가 합동으로 학생YWCA 활동

을 하다가 1926년부터 이화여전 YWCA와 이화여고보 YWCA로 분

리되었다. 1927년부터 YWCA와 YMCA는 매년 합동으로 하령회를

가졌다. 이때부터 YWCA와 YMCA는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연합활

동을 시작했다. 서울 우이동에서 ‘전진하자’는 주제로 열린 제 1회

남녀 기독학생 하령회를 필두로 1928년에는 ‘보아라’, 1930년 금강산

하령회에 이어 1931년의 주제는 ‘굳굳이 서자’를 내걸었다. 하령회는

해마다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국사, 경제, 심리학, 사회학, 농업에 대

한 강연과 지도자적 자질과 민족정신, 독립사상을 함양하며 학생들

이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의지를 키워주었다( 한국YWCA반백

년사 , 1976). 이러한 모임에서 젊은 학생들은 당대 저명한 개화인사

와 애국적 지도자들을 만나 새로운 사조와 지식을 흡수할 수 있었

으며 독립을 성취하려는 애국정신을 길렀다. 1920년대 후반 YWCA

와 YMCA의 학생운동은 농촌사업에 착수하고, 연합활동을 한층 강

화하면서 실제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운동을 모색하였

다. 이 활동은 YWCA와 YMCA의 농촌사업으로 이어졌다. YWCA

와 YMCA의 연합하령회는 회를 거듭하며 학생들의 주도성을 강화

했는데, 1930년 제4회 연합하령회에서 발족한 조선남녀학생기독교청

년회연맹은 그 결실이었다(장규식, 2007). 학생YWCA 하령회는

1938년 일본경찰의 방해를 받아 중단될 때까지 해마다 계속되었다.

조선총독부의 탄압이 시작되면서 선교계를 위시한 교회 계통의 사

립학교들은 신사참배 거부로 평양 숭실전문․중등학교가 폐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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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대구 계성과 신명, 평북 재령의 명신학교, 선천의 신성, 서울

의 보성, 정신, 경신학교와 전남 광주 수피아여학교 등이 문을 닫은

후(김양선, 1970) 학생YWCA도 활동을 중단했다.

일제하 YWCA와 YMCA의 학생운동은 민족주의 노선의 합법적인

조직운동이었다. 학생YWCA운동은 동맹휴학이나 비밀결사를 중심

으로 전개된 일반 학생운동과 달리 문화운동·.물산장려운동·절제운

동·농촌운동 등 당시의 개량주의적 민족운동과 궤를 같이하며 전개

되었다. 때문에 1925년 조선사회과학연구회의 창립을 계기로 본격화

된 사회주의 학생운동과는 그 길을 달리 할 수밖에 없었다(장규식,

2007).

또한 학생YWCA운동은 세계학생기독교연맹(WSCF)에 가입하여

세계적인 에큐메니칼 운동과 한국의 기독교운동을 연결하고 기독교

사회운동의 지도자를 배출시킨 운동이기도 하였다. YWCA학생운동

은 YMCA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흐름을 같

이 했으나, YWCA가 가지고 있는 W의 정체성, 즉 여성운동의 정체

성으로 역할을 서로 분리하면서 협력관계를 지켜갔다.

(2) 해방 이후 기독학생운동의 흐름과 영향

1945년 해방을 맞아 기독학생운동을 재건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

푼 기독학생들은 각 대학과 고등학교 단위로 자생적인 기독학생회

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1945년 10월 서울에서 자생적인 기독학생회

들 사이에 연합활동을 위한 모임이 있었던 것을 비롯해서 이듬해에

는 대구, 전주, 광주, 순천, 목포, 부산, 대전 등 곳곳에서 연합모임

구성을 위한 접촉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안재웅, 1998).

해방 후 민족통일을 요구했던 학생사회가 1946년 신탁통치를 놓고

좌우로 대립하면서 이른바 ‘국대안 문제’(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 문

제)로 한층 심화된 갈등을 겪는다81). 이러한 일반사회의 정치적, 사

상적 혼란의 주 무대는 학원이었다. 이때 기독학생들은 ‘학원을 그

81) 이점에 관하여 박상증 목사는 당시 서울대 학생들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념적인 면

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을 때이며, ‘국대안 반대’라는 것에는 미군정 

반대와 제국주의 반대가 깔려 있었다고 말한다(박상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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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화 하자!’는 목표로 기독학생회를 조직하고 학원내의 신앙계

승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학원 내의 기독학생 운동은 어디까지

나 교파를 초월한 하나의 연합적인 크리스천 운동이어야 한다는 신

념에 차 있었다. 이러한 신념은 각지의 대학들과 많은 고등학교 안

에 기독학생 모임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게 하였다. 교회 안에

서도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 학생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스스

로를 ‘기독학생회’라고 불렀다(조병호, 2005).

1950년대 이후 좌우 이념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학원 안에

서도 좌우익 분열논쟁이 심화되면서 사회 일각에서 소신이 없는 학

생사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다. 학생들은 힘을 결집할 필요

성으로 기독학생회들의 연합 협의체를 요구하게 되었다. 당시 기독

학생회는 서울대가 중심이었고, 특성은 ‘부흥적이며 신앙간증적인’

것이었다. YMCA는 연세대가 중심이었고, YWCA는 이화여대가 중

심이었다. 이와 함께 경동교회에 속한 기독학생회 등의 세 계열이

있었다82).

혼란한 시국 속에서 1948년 4월 25일, YWCA와 YMCA, 그리고

한국기독학생회 공동 프로그램으로 대학과 고교 기독교학생회 대표

들이 전국연합회를 결성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강당에 모였다. 그러

나 연합체 결성 직전에 서울대 기독학생회는 "통일체를 갖기 위해서

는 우선 모든 기독학생회가 대한 YMCA연맹이나 대한 YWCA연합

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한국YMCA,

1985:161)는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연세와 이화 기독학생회는 "기독

학생운동의 자율성 보장하에 YM/YWCA 연합회 학생부 위원들을

지도위원회에 포함시킨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서울대 기독학생회

는 타협에 불응한 채 소위 ‘신학적 이유’를 내세워 연합체 결성에서

이탈하고 말았다83). 따라서 서울대 기독학생회를 제외한 전국 18개

82) 캠퍼스를 중심으로 활동한 기독학생회와는 별도로 ‘경동교회 기독학생회’가 당시 또 하

나의 영향력을 가진 학생회로 기록되고 있다. 이들은 "8.15 해방 이후의 사상적 혼란 속

에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으려는 학생들이 성서의 역사적 비판과 세계 교회 신

학에의 참여를 주장하며 새로운 신학 방법론과 교회의 비판을 들고 나온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당시 교회의 부목사인 강원용에 의해 지도 되었다. 이들은 그들이 

속한 학교의 기독학생회와 연결하여 기독학생이 연합하는 데 촉매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YMCA운동사·II｣, 2008:51).

83) ‘서울대학 기독학생회’는 해방 직후 기독학생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학생회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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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54개 중고교 기독학생들이 한국기독학생 전국연합회(KSCM)

을 결성하여 학생 기독교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학교마다 개별로 존

재하던 기독학생회는 연합된 독자적인 학생기독단체로 정착하게 되

었다( 한국YMCA운동사 , 1985:217). 이로써 학생기독교 단체는

YMCA와 YWCA, KSCM이 되었다. 이때부터 이들의 기구통합 문

제와 프로그램 협력관계가 중요과제로 떠올랐고 이후 기독교학생운

동의 구심점을 찾으려는 공동노력이 계속되었다84).

1959년 한국 신학대학에서 열린 세 단체 임원협의회에 이어 1961

년(3월 24-27일) 인하공대에서 전국 학생임원 춘기대회가 열렸다.

이때는 4.19혁명이 지난 후여서 "기독교의 정신무장"을 주제로 학생

운동의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월간 한국YWCA , 1961년 4,5

월호:40). 이 협의회에는 10개 대학 YWCA, 27개 대학 YMCA, 10개

대학 기독학생회와 일본 SCM(기독교학생회)에서 지도자와 학생 6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YW/YMCA는 군사 쿠데타 이후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학으로 교명이 바뀐 후 엘리트 교육의 중심이 된 서울대에는 좌,

우익의 이념 대립이 심화되었고, 이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던 중간 노선의 학생들이 그리

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Christian Identity)을 중시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임’이라는 이름

으로 매주 모임을 가졌고, 이 모임의 주요 멤버로는 안병무, 장하구, 한철하, 오기영 등, 

이후 한국교계의 주요 인물로 활동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이들은 기성교회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활동은 부흥회, 철야기도회 등을 서울대 강당에

서 개최, 보수적 기독교 모임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교회 갱신’에 관심을 가졌으

나, 사회적 비전에 대해서는 당시 다른 학교의 기독학생회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았고, 

KSCM 결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YMCA와 같은 세속화되고 비성서적인" 단체와는 함께 

활동하지 않겠다고 선언, 퇴장하였다. 이후 서울대학 기독학생회는 중심 멤버들이 대학을 

떠난 후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한국YMCA운동사·II, 2008:49-50).  

84) 이 시기 기독학생운동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인 이른바 난지도 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기독학생운동이 소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1953년 

6월 10일 장로교가 ‘기장’과 ‘예장’으로 갈라서게 되고, 기장과 예장의 양 세력은 두 번

에 걸쳐 기독청년들을 놓고 대결한다. 첫 번째는 1953년 부산의 금정산 KSCF 총회 때

이다. 이때 예장계에서는 "기독학생운동이 강원용이라는 신신학파 인물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면서 회장선거에서 자기계열 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키려는 계획을 세운

다. 두 번째는 1955년 8월 11일 서울 난지도 KSCF 총회 때이다. 서울 근교의 난지도에 

전국 각지역 130여명의 기독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개회예배를 마친 후 정기총회를 개최

하기 위하여 회원등록 보고를 하려는 순간, 황성수 변호사 계열의 ‘기독학생신앙동지회’ 

학생들이 퇴장한다. 결국 양 진영이 별도로 총회를 개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민경

배 교수는 이때의 분열에 대해 1953년 기장의 성립 이후 예장계의 황성수파와 기장계의 

KSCF파가 결국 영도권 문제로 분열하고 말았던 것이라고 지적한다(조병호, 2007). 이후 

기독학생운동은 진보적 그룹과 보수적 그룹으로 분리되어 활동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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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와 함께 집회금지령에 의해 전통적인 하령회는 개최하

지 않았다( 한국YMCA운동사 , 1985:263).

1960년대는 극심한 정치적 변화로 학생운동에도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다. 미군정과 자유당 집권 하에서 한국 기독교계와 기독교 학

생운동은 기독교 기반의 정권과 본질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일어난 4·19 혁명은 한국 기독교계에 일대 반성과 회개

를 촉구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안재웅, 1998).

4·19혁명의 주동이었던 학생운동은 ‘신생활운동’ ‘국민계몽운동’ ‘학

내민주화운동’ 등 비정치적인 개선운동에 몰두하던 시기였으나, 60

년대 후반부터 5·16 혁명에 이르는 시기동안 학생운동은 급진화 되

기 시작했다(조희연, 1989).

기독학생도 1964년 ‘일본기독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5.16 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국민적 합의 없이 한일국교정상화를 추진했다. 이같

은 상황 속에서 대학 YWCA와 YMCA 및 KSCM 등 진보기독학생

들은 한국학생기독교운동협의회의 이름으로 1964년 2월 12일 ‘일본

기독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공식입장

을 천명하였다. 한일회담 및 한일협정 비준반대 투쟁은 일본의 재침

략에 대한 위기의식이 사회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에게도

광범위한 호응을 받았다. 김용복 교수에 따르면 이 공개서한은 민족

적인 과제에 대해 진보기독학생이 공식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한 출

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한 기독교 내의 최초의

발언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진보기독학생들은 이때부터 역사와 사회

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조병호, 2005). 이어

1965년 2월에 서울지역 대학에 위수령과 휴교조치가 발동되었고, 이

과정에서 학생운동 핵심세력들은 이념적으로 심화되었고, 사회운동

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조희연, 1989).

기독학생운동은 격변기를 경험하면서 하나의 세력으로 결집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통합은 1968년에 결의되고, 1969년부

터 통합조직인 KSCF체제로 움직이게 된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

자 정권은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다양한 제도적 절차를

구축하게 된다85). 국내외적으로 학생 및 청년층의 세력이 부패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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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층과 억압적인 기존질서에 도전해 학생운동을 새롭게 전개하기

위해 기독교 계통의 남녀 학생단체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 속에,

대학YWCA, YMCA 그리고 한국기독학생회(KSCM) 등의 3개 단체

는 통합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3단체의 통합 준비 실무자는 오재식

(YMCA), 이종경(YWCA), 박형규(KSCM)이었다. 한국YMCA전국연

맹과 한국YWCA연합회 모두 찬반론의 논쟁이 있었고, 한국YMCA

도 내부에 반대 입장이 있었으나86) 기독학생운동의 통합이 필요하

다는 입장으로 최종 정리되어 통합에 참여하게 되었다87). 반면 한국

YWCA의 경우 찬반론의 입장들 속에서 YWCA가 여성을 위한 독

자적 특수사명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연합회는 실행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1968년 10월 5일자로 대학Y의 독자성에 관한 지지성명

을 발표하였다(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회 회의록철 ,

1968.6-12).

이 결과에 따라 YWCA를 제외한 KSCM과 학생YMCA간의 통합

에 대한 의견이 모아져서 1968년 2월 각 진보기독학생운동 단체와

기독자교수협의회 그리고 KNCC 관계자들이 한국기독학생총연맹

(Korean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KSCF) 의 탄생을 위한 작

업을 시작했고, 1969년 11월 23일에 한국기독학생회와 YMCA가 통

85) 1968년의 ‘학원안정법’ 제정시도와 향토예비군 창설, 1968년 4월 대학군사훈련교육 실

시 방침이 발표되고, 1968년의 통일명당 사건 등 좌익사건들이 연이어 발표된다(조희연, 

1989).

86) 당시 통합논의에서 YMCA의 이신행 간사는 대학YMCA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끝까지 의견을 주장했다 그는 통합된 KSCF에는 안가기로 했다. "Y는 이상재 때부터 내

려오는 학생들 움직임이 대들보의 역할인데다가 여기 YMCA에서 학생들 돌볼 사람이 전

국을 통틀어 없었으니까... 어쨌든, 서울Y 대학생 그룹을 맡아야 하기도 했고, 대학생Y 

연맹이나 학생사회개발단과 특별한 관계가 안타까웠지만... 오선생이 나한테 세 번 가자

고 했습니다. 새 단체로 세 번째 못 간다고 하니까 물론 섭섭하셨겠죠. 내가 연맹에서 학

생Y를 통해 올라온 유일한 간사였고, 고등학교 때부터 Y를 운동장으로 알았던 사람이고, 

구한말부터 시작된 조직 학생운동의 흐름을 지켜본다는 의식 비슷하게 남아있었던 것 같

습니다." 당시 이신행은 통합으로 인해 YMCA의 학생 지도력의 영향이 감소될 것을 우

려했고, 이후 한국YMCA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이루어져서 1990년대 초

반에 한국YMCA는 대학YMCA 재건을 시작했다.

87) 당시 한국YMCA연맹의 지도위원급에서 통합에 동의를 한 것은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학사단’이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내부에서 평가하고 있다. 학사단

운동은 오재식이 예일대학 유학시절 조직운동조직가인 알랜스키로부터 학습한 사회운동 

방식으로,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청년 프로그램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의 필요성이 설득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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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대회를 열어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KSCF)로 출발했다. 당시 초

대 이사장은 박대선, 부이사장에 정희경이 선출되었고, 초대 사무총

장에 오재식이 선임되었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서 조직구조만이 아

니라 프로그램의 통합이 필요함에 따라 두 단체의 기구통합을 논하

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KSCM의 박형규 총무와 YMCA의 오재

식이 주축이 되어 프로그램 통합을 이끌었다. 당시 KSCF 간사인

안재웅은 한국교회 도시산업문제협의회의 조승혁 총무와 함께 당시

세계기독교운동들에서 실시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의 학생사회

개발단, 이른바 ‘학사단’ 프로그램(Social Development Service

Corps)을 통합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였다. 학사단은 1969년 1월 24일

부터 2월 1일까지 개최된 동계대학을 기점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학

사단 운동은 진보기독학생들이 현실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88).

학사단 운동은 1969년을 1차년도로 하여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

다. 당시 학사단 운동의 기본전략과 방향은 1)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2) 자선사업에서 사회개혁으로 3) 개체운동에서 사회운동으로라는 3

개의 명제로 압축 표현되었다(안재웅, 1985). 학사단 운동의 큰 의미

는 기독학생운동이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사단 운동을 통해 기독학생운동은 교회 중심의 복음

주의적 운동에서 벗어나 한국사회의 문제에 직면하고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실천의 내용까지 결합시킨 운동이었다89).

88) 한겨레 신문이 2013년 3월에 연재기사로 실은 <길을 찾아서-오재식 편>에 학사단 활

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학생사회개발단"(학사단)은 교회를 중심으로 모금

활동을 벌여 가톨릭 서울대교구와 영락교회, 경동교회 등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 노력 끝에 철거민 세입자들은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으로 집단 이주할 수 있었다. 

너무나 가난해 살아갈 의지조차 없던 사람들이 학사단과 여러 단체의 도움을 받아 안정

적인 생활 근거지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빈민투쟁을 계속하는 동안 지역 주민의 의식도 

향상되었음은 물론이다. 학사단은 처음엔 방학 때 주로 활동을 했지만 점차 할 일이 많

아지자 휴학을 하고 전념하는 단원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8명씩 조를 이루어 그중 한두

명이 현장에서 살고, 다른 단원들은 주말이나 방과 후 시간에 돌아가며 현장으로 찾아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71년에는 전국적으로 20~30개 팀이 학사단의 이름으

로 활동하던 방식에서 점차 소수정예화해 노동운동에 접근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80년

대 학생운동권의 필수과정으로 자리 잡은 이른바 위장취업이 이즈음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한겨레 신문｣ 2013년 3월 6일자)

89) 학사단과 도시선교로 대표되는 기독학생과 청년들의 노동현장 지원활동은 노동계급의 

주체적 역량이 취약한 가운데 기독교 지식인들에 의존했던 운동으로 한계점이 지적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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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학생운동이 진보적인 노선을 걷게 한 또 하나의 계기는 1970

년의 전태일 분신사건이다. 당시 오재식은 대중 강의를 시작하려던

순간에 전태일 분신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에 그는 "방금 동대문에

서 활동하는 학사단 학생이 제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평화시장에

서 일하던 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업주에

게 호소를 했는데, 끄떡도 안 하니까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이를 주

장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극히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에 ‘현장은 무엇인가’를 얘기하러 왔지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

다. 이것이 바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후 곧바로 영안실

로 조문을 갔다. 이들이 전태일 열사의 첫 조문객 이었다90)(이영란,

2012). 이 사건은 기독학생운동이 노동운동과 연계되는 중요한 계기

가 되었다. 전태일 분신 사건은 진보기독학생의 민주화운동에서 중

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이 사건은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이 ‘민중

운동’으로 거듭나게 된 계기였다(조희연, 1989). 이 사건을 계기로

진보기독학생들은 소외계층 및 빈민계층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으며,

노동현장에 취업 형식으로 뛰어들어 노동자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

서 노동자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노동운동을 시작하였다(조병호,

2007). 둘째, 이때부터 정치적 불의에 대한 항거의 수단으로 대자보

와 지하신문 발행, 집회, 가두시위 등이 사용되기 시작한다(조병호,

2007).

위수령과 유신 이후의 침체된 상황을 극복한 계기는 1973년 남산

부활절 사건과 서울 문리대 10.2 데모였다. 현역목사가 내란예비 음

모로 구속되고 다수의 교회학생이 구속된 사건들은 당시 교회에 커

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대거 운동에 참여하면

서 1973년 후반 기독교의 민주화, 인권운동이 태동되었으며, 10.2 데

도 하였다. 당시 기독교의 지원과 관련된 노동운동의 구체적 자료는 ｢1970년대 노동현

장과 증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한계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당시 합법적으로 노동운동을 지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지원이었기 

때문에 의미를 둘 수 있다.     

90) 오재식 등은 영안실이 가까운 영락교회에 전태일 열사의 장례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후 11월 25일에 연동교회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추

모예배가 열렸는데 이날 추모예배에는 그야말로 인파가 구름같이 모여들었다(이영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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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이후 KSCF는 ‘구속기독학생대책위’를 구성함으로써 구속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구호지원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교회를

운동과정에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였다(안재웅, 1985).

1973년 각 교회 대학생회 단위의 기도회와 시위에 병행하여

KSCF는 이슈를 점차 확산시켜 ‘항일구국투쟁’을 주창하고 나섰다.

아울러 매춘관광과 한일경제유착의 실태를 폭로하는 자료들을 잇달

아 발간하는 한편, 1974년 3·1절을 겨냥하여 기독교 세력, 여성 단체

등을 규합하여 대규모 일본상품불매, 소각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처

럼 고조되는 유신반대의 물결을 막기 위해 정부는 긴급조치 1, 4호

를 통해, 학생 114명을 포함 교수, 목사, 재야 정치인 등 총 200여

명을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련:Democratic Youth and

Student League)’사건으로 구속하고 사형, 무기 등의 중형을 부과하

였다(안재웅, 1985).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인해 진보기독학생들은 활동을 거의 중

단하게 되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KSCF 지도세력 전원이 검거되

어 마비상태에 이른 후, 1975년 ‘긴급조치 9호’ 및 대학가에 ‘학도호

국단’이 설치되는 가운데 학교에서 제적된 대다수의 기독학생운동

지도부는 기독학생운동의 ‘교회화’, 즉 교회대학부로의 역량 이전을

추진한다(조병호, 2007). 이 시기에 기장 총회는 1975년 8월 28일 기

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를 재건한 후, 각 교단의 청년들과 접

촉하여 공식적으로 KNCC의 청년위원회를 통해 교단간의 청년협의

회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이 결과로 1976년에 진보기독학생운동의

민주화운동을 이어나갈 한국기독청년협의회(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EYC)가 탄생했다91).

91) 1976년 1월 EYC의 창립을 계기로 교회를 통한 기독청년의 민주화운동의 대두에는 다

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첫째, EYC의 창립과 그 운동역량의 성장

은 1970년대 초반부터 KSCF를 중심으로 급성장한 진보기독학생운동의 지도력이 민청학

련 사건 등 정치적 억압으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장을 상실하자, KSCF가 행한 교회화 정

책 추진과 맞물려서 나타난 결과이다. 둘째, 기독교 사회참여 운동의 전체적 고조 속에서 

급속히 성장 강화된 각 교회 청년회는 일반학생운동이 중지될 수밖에 없는 방학과 휴교

기간에 학생운동의 공백을 훌륭히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유신과 긴급조치 9호 

등으로 학내에서의 공개 활동이 제약당함으로써 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진보기독학생운동

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때부터 각 교회를 기본적 단위로 한 교회 학생들의 민주

화운동이 현저한 성장을 보였다(조병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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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8월 11일 일어난 YH 사건은 1970년대 진보기독학생진영

이 민주화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당시 YH 여성

노조의 지부장으로 활동했던 최순영에 따르면 도시산업선교회

(Urban Industrial Mission)의 여성노동자 의식화 교육은 YH사건을

일으킨 핵심적인 배경이 되었다. YH 사건은 1970년대 초반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부터 진보 기독학생운동이 꾸준히 추구해 온 민중운

동이 결합된 결과였다.

1980년대는 학생운동의 내부 논쟁이 심화되고, 학생운동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1970년대에 시작된 학생운동의 ‘정치

투쟁론’과 ‘현장론’에 이어진 것이다. ‘정치투쟁론’은 "탄압이 극대화

된 시점에서 학생운동마저 침묵하면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바, 직

접적인 정치투쟁으로 타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학생운동의 과

제로 본 것이고, 반면 ‘현장론’은 주로 야학운동에 참여하던 그룹들

로 "학생운동이 시위만을 강조하다보니 학생대중으로부터 고립되므

로 현장에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 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궁극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조희연,

1984). 이러한 논쟁은 기독학생운동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었

다. 1980년대에 이르자 기독학생운동은 운동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내부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정체성 논쟁에 본격적으로 휩싸

이게 된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이후 서울제일교회 대학부 등은

언더그룹을 형성하여 학생운동에 깊이 개입하였다. 이후 1980년 5

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기독학생 내에서 ‘현장’의 개념을 놓

고 이른바 ‘IT(identity) 논쟁’이 생겨나게 되었다. 남부원 한국

YMCA사무총장은 "기독학생 진영은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인으로

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룹과 사회운동조직을 중심으로 현실에 직

접 참여해야 한다는 그룹으로 분리되었다"고 말한다. 이때 나타난

그룹이 IT그룹(기독인 정체성 중심의 신보수주의 그룹)이다. 이들은

대학에서 당시의 기독교 사상이 대중들을 의식화, 조직화시켜내는데

중점을 두고, 기독교 인물에 대한 연구와 성서신학을 학습하는 데

주력한다(조병호, 2007).

반면, 70년대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이념과 조직,

투쟁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비IT그룹은 기독학생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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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중의 변혁운동에 합류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들은 학생운

동의 핵심세력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선의 분리 속에서 학생운동이 정치적 세력화가 되자 탈

정치적 노선을 견지해 온 한국YWCA는 이념적 편향성을 강하게 내

세운 캠퍼스 YWCA의 활동을 잠정적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여

대 등 서울지역의 캠퍼스 YWCA의 활동을 중단시키게 되었고, 이

후 학생YWCA활동은 급격히 약화되었다92)( 대학YWCA정책협의회

보고서 , 1995).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해방 이후 기독학생운동의 역사는 기독교

사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운

동, 민주화 운동의 계기가 되는 큰 사건에는 기독학생운동의 영향이

있었다. 통합은 하지 않았지만 1970년대 후반까지 대학YWCA는

KSCF와 신학적 논의를 같이 하며 기독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기독학생운동이 캠퍼스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집회와 교육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곳이 학교와 종교기구였고, 합법적인 공간의 제공은 사회문

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뿐 아니라

기독학생조직의 대중적 활동 방식, 즉 하령회나 성서마당 등의 강연

회, 소그룹 활동 등으로 지도력을 훈련시키기 용이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기독학생운동을 통해 훈련된 지도력은 이후 시민사회운

동으로 다수가 흡수되었고, 특히 한국YMCA는 이들의 영향으로

1980년대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93)

92) 1980년대에는 캠퍼스 YWCA활동을 의도적으로 역화시킴에 따라 캠퍼스의 숫자는 줄어

들었으나, 취미 클럽 중심의 활동은 증가해서 총 회원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1987년 서

울YWCA 소속 캠퍼스 클럽은 이대YWCA와 숭의여전의 두 개만 존재했고, 이대YWCA는 

한국YWCA의 학생YWCA의 상징적 존재로 적극적으로 활동이 지원되고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활동의 정체성이 모호하여 소수의 회원만이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한국YWCA는1990년대 이후 한국YWCA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신을 이어가야 

할 필요성이 내부에서 대두되면서 대학YWCA 재건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1995)와 캠

퍼스 조직화 노력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대학YWCA정책협의회 보고서｣, 1995).

93) 1973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YMCA 총무(사무총장)로 재직한 강문규는 기독학생운동의 

리더십을 YMCA로 유입시킨 인물이다. 그는 WSCF에서 활동한 후 한국YMCA총무로 부

임, 서광선, 현영학, 김용복, 서남동 교수 등을 주축으로 하는 ‘목적과 사업 연구회’를 발

족, 한국YMCA 목적문을 새로 만들었다. 이들은 1955년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린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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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운동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협력자로 한국YMCA의 영

향을 초기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다. 초창기 에큐메니칼 운동을 함께

받아들였던 리더십의 영향은 계몽운동과 농촌운동의 같은 운동의

흐름을 갖게 했고, 이후 기독학생운동의 연대는 1970년대 초반까지

YWCA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4. 기독교 여성운동

(1) 초기 기독교 전파의 특징과 기독교 사회운동의 등장

한국의 기독교의 전래는 1832년 충남 보령군에 영국의 로드 애머

스트호가 들어와 조선과 통상할 때 네덜란드 선교사 칼 구출라프

(Karl Gutzlaff)가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배포하는 데에서 비

롯되었다는 기록과 조선의 외곽지대인 만주와 일본에서 조선인에

대한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화100년사 , :36-37). 그

러나 본격적인 선교활동은 1884년 9월 의료선교사 알렌(H. N.

Allen), 1885년 4월에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아펜젤러(H. G.

Appenzeller)의 입국으로 시작되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1885년은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해였다. 개혁의 실패로 젊은 개

화당 인사들이 축출되었고 사회적 혼란이 가속화되었던 시점에 기

독교 선교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수용한 동기에 대해서 민경배는 "생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민경배,

1981). 외세의 약탈과 권력의 억압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보

호하고 재산을 보존하면서 나라를 구할 힘을 새로운 종교적 복음에

서 찾을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YMCA대회에서 각 나라의 목적문에 삽입하도록 권고된 ‘캄팔라 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

하면서 그 이전에 온건하고 체육 활동 중심의 YMCA를 사회운동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은 목적문에는 ‘민중의 복지향상’이라는 단어를 삽입했는데 이 단어의 삽

입을 놓고 당시 YMCA에서는 논쟁이 있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기독학생운동 출신의 

리더십이 한국YMCA의 지역운동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현재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지

역YMCA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95 -

당시 한국 여성의 삶은 외세의 침략과 봉건주의적 억압 속에서 고

난의 연속이었고, 이들에게 남녀가 평등하고 신분의 차별이 없는 공

동체의 신앙인 기독교 복음은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나타났다. 배

재학당에 이어 첫 여성 선교사인 스크랜톤(Scranton) 부인에 의해

이화학당이 시작되었고, 이화학당에서 시작한 주일학교는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55명의 여성들이 출석하게 되었다(장병욱, 1979). 한국여

성들의 적극성을 본 선교사들은 전도사업에 주력했고 전도사업에

부인들을 고용하여 지방순회를 담당하게 했다. 당시의 보고를 보면

그들 중 한 부인은 6개월간 140회의 집회를 가졌으며 50가구를 방

문하여 전도했다. 또 한 부인은 8개월 동안 3천명의 부인들을 상대

로 전도하여 주일학교를 조직하며 입교시켰다. 따라서 그 한 해 동

안 여신도의 수는 4배로 증가할 수 있었다.(이효재,1985)94) 한국개신

교의 입교인 숫자는 매년 급증하였고, 장로교와 감리교 양교파의 교

인 수는 1909년 말 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한국 개신교의 전래는 서구기독교의 팽창역사에 따라 이루

어졌다. 한국 기독교회는 미국의 교파형 교회가 전래되었고, 특히

19세기말 미국을 휩쓴 대각성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 결과

경건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되었다. 이러

한 신앙은 1907년 대부흥회를 거치면서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

렸고, 일제하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신앙양태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

다.

1884년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된 이래 한국의 기독교는 정치,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기독

교 전래과정은 서구의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 선교사들

의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기복과 내세를 약속하는 보수적인 교리였

다. 이러한 보수적 신앙의 특성은 이 땅 위의 세계문제에 대처하는

태도가 다분히 심리적인(영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사회적인 관

심보다는 종교적인 관심이 훨씬 큰 신념체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

94) 제13회 감리교 선교부 연례총회(1897년)에서 여선교사들은 부인상대의 전도업적이 선
교활동의 어느 분야에서보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신도들의 신앙
적 체험과 반응에 관해 놀라운 이야기들을 보고하였다.(｢The Krean Repositry, Vol. 4｣, 
1987. 이효재 198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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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입신의 동기가 구국이나 개화의 방편 등과

같은 사회적인 요소보다 순수한 종교적 요소가 더 중요시 되었다(노

치준, 1993). 선교사들은 사회정의의 실현보다는 ‘무조건적인 사랑’

을, 악에 대한 저항보다는 인내와 ‘현존하는 권력’에 대한 복종을, 사

회 구조적인 폭압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적인 죄악에 대한 회개를

설교했다(김승태, 2013:37). 이와 같은 선교사들의 입장은 일제하에

약자로 있었던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

나, 일제의 편에서 강자의 논리를 약자에게 순응하도록 설득하고 강

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김승태, 2013:37).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

교부 총무 브라운은 이러한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

면서 "악이 어디에 어떤 것의 비호 아래 존재하든 악을 대적하는 선

교사들의 의무"라 말하고 있다95).

이러한 초기 기독교 선교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초기 기독

교 지도자들은 민족주의와 결합된 신앙으로 지속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 참여를 시도하였고, 기독교의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남성과 동등한 자

격을 갖지 못했던 종래의 의식구조에 의해 억압받던 여성들에게 17

세기 이래 전파되기 시작한 여성해방의 사상과 동학혁명, 그리고 선

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기독교의 전래는 큰 변화의 계기로 작동했다.

특히 한국 개화기 여성의 제1세대가 거의 대부분 기독교 교육을 받

은 이들96)이므로 기독교가 한국 여성들의 의식과 생활의 변화에 직

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1운동 때에는

남성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김마리아, 황애덕 등 기독여성들이 적극

참여했고, 선각적 여성뿐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열망한 여성들이

전국에서 1만 명, 서울에서만 1천여 명 등 적극 참여하였고, 이 중

95) 1909년 한국을 방문한 미국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총무 브라운이 그의 저서에서 설명한 

한국교회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정치운동으로부터 

교회를 단호하게 떼어놓으려 하였다. 모든 강단에서 ‘현존하는 권력’에 복종할 것을 설교

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정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정치운동에서 활동

했다는 혐의를 받은 몇몇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고, 어떤 경우에

는 출교당했다... 이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그리스도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 대답했다."(A.J.Brown, 1919. 김승태, 2013에서 재인용).  

96) 하란사, 박에스터, 황메레 등 개화기 1세대 여성지도자들은 거의 기독교 교육을 받거나 
전도부인들이었다(이효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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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기소된 여성이 587명에 이르렀다.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제국

주의적 침탈과 팽창주의, 식민주의의 앞잡이로서 토착세력에 의해

배척받았으나, 한국에서만은 자강, 자립을 생각한 민족개량주의자,

실력양성주의자들인 엘리트들과 봉건 왕조 및 토호들의 착취에 시

달리던 서민들의 피난처로서 함께 수용되었다(이효재, 1985). 한국의

기독여성들은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해방 직후에도 한국애국부인회,

독립촉성중앙부인단, 독립촉성애국부인회 등 여성운동의 주류로 활

동을 이어갔다(이승희, 1988. 주선애, 1985).

그러나 초기의 민족주의적 운동을 주도한 기독교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접목되어 1930년대 말부터는 타협적, 순응적 태도로 변질되

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최민지, 1985), 해방 정국에서는 친미보

수반공체제의 형성과정에 기여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강인철, 1994). 반면에 1970년대부터 정반대의 양상이 보여지는

데, 최장집(1985)의 분석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교회가 정치적 반대운

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다른 반체제세력에게 일종의 피난처

구실을 하였다. 또한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의 시민사

회 논의가 본격화되었을 때 ‘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사회운동 형태

의 실험을 주도한 중요 세력을 배출하였다(강인철, 1994).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에서 기독교의 관련성

이 어느 한 영역에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국의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보수주의적인 근본주의 신학을 중심으

로 한국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강인철, 1994) 선교사들

에 의해 전파된 복음중심적인 기독교 문화가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

사회운동과 결합하고, 지속적인 사회운동의 중요한 거점으로 유지되

어 왔다. 특히 보수적인 ‘복음주의적’ 교리를 받아들였던 교회여성들

이 다양한 형태의 기독여성운동조직을 결성하고 소위 ‘종교적 진보

주의’97) 정체성을 유지시켜 온 것은 한국의 기독교여성운동이 가진

독특한 정체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97) 강인철(1994)은 해방 이후 개신교 부문이데올로기 지형의 특성을 ‘정치화와 친미 보수 
반공적 지형의 고착화’라는 개념으로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류한 
지형도에서 NCC와 YWCA, YMCA 등은 ‘종교적 진보주의’ 그룹이면서 정치적으로는 보
수적 입장을 가진 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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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의 배경과 특성

한국 여성들에게 기독교의 전파는 개인적 종교생활의 변화를 넘어

서 의식과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낸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또한 가족

의 테두리를 넘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를 경험한 것이었다. 교

회의 조직인 전도회와 여선교회를 스스로 조직하고 회의를 운영하

는 능력을 배우고 여성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

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여성단체 활동이 조직될 수 있었고, 한국YWCA와 같은 국

제적인 조직을 통해 세계의 상황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

한 배경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 전파는 초창기 여성들의 지도자적

역량을 키우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1898년 독립협회가 해산당한 후 1903년 한국YMCA가 창설되자

개화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많은 청년들이 YMCA에 가입

하였다. 1910년 일본의 강점을 막지 못하고 합병된 후 일제는 항일

운동이나 애국운동을 탄압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양지역에서는

1913년부터 기독교계 여학생들로 조직된 송죽회가 비밀결사로서 독

립운동에 참여해왔고, 기독교 계열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

탑골공원에서 3·1독립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때 전국적으로 1만여 명

의 여학생이 가담하였고, 수많은 교회 여신도들과 기독교계 여학생

들이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이효재, 1985).98) 이로 인해 일제는 기

독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다. 1920년 총독부에는 종교과가

설치되어 포교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의해 교회당, 설교처, 강의소

등은 설립이 허가제로 되었으며 예배와 전도회, 사경회 등 교회의

모든 모임에는 반드시 형사가 와서 감시하였다(이효재, 1985).

98) 평양지역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어느 여신도의 진술에 의하면 여신도 중에

서 전도부인들의 주도적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는 평양에서 3월 2일에 체

포되어 경찰에 구금되었다. 거기에는 12인의 감리교 여자들과 2인의 장로교 여자 및 1

명의 천도교 여자가 있었다. 감리교 여자 중 세 사람은 전도부인이었다. 그런데 경관들은 

채찍으로 우리 여자들을 내리치면서 옷을 다 벗기고 벌거숭이로 여러 남자들 앞에 세워

놓았다... 또한 전도부인은 두 손을 다 묶였을 뿐 아니라, 두 발을 꽁꽁 묶인 채 기둥에 

매달려 있게 했다..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욕과 조롱을 다 받았다."(｢3.1운동 

秘史｣, ｢기독교사상｣, 1966. 이효재, 198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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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이후 여성선각자들은 해외로 망명하거나 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1919년 혈성단 부인회, 대한애국부인회, 대한

민국애국부인회, 동서부인상회를 필두로 1920년 조선여교육협회, 경

성여자청년회, 조선여자흥학회, 1921년 기독교여자전도대, 1922년 조

선여자청년회, 여자고학생상조회, 불교여자청년회, 조선여자기독교청

년회(YWCA), 조선여자침공회, 1923년 토산애용부인회, 경성여자 공

제국, 대한간호협회, 대한기독교절제회연합회, 천도교내수단, 1924년

조선여자동우회, 1925년 경성여자청년동맹, 1926년 중앙여성동맹, 근

우회 등이 조직되었다99). 여성단체가 활발하게 조직되었고 활동하였

다. 그런데 당시 일본의 탄압적인 상황에서 이들은 표면적으로 독립

운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단체활동은 사회문화적인 활동, 또

는 신앙을 앞세운 기독교운동으로 성격을 바꾸어 계속 일어났다( 한

국YWCA 80년사 , 2006). 당시 교회 내 여선교회와 여전도회가 복

음주의적 선교활동으로 성경공부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여성단체를 조직하며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앞세웠으나 애국

운동을 위한 기반으로 삼았다100).

애국운동조직을 결성하고 여성 지식인 또는 여성 지도자로 활발하

게 활동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 계 사립학

교 출신이었다. 당시 조선의 여성교육은 일제의 관립학교와 민간 사

립학교, 그리고 기독교계 사립학교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민간 사

립학교는 주로 양반가문의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진명여

학교, 명신여학교, 양규의숙, 여자보학원, 한성여학원, 정일여숙, 동덕

여학교 등이 있었다. 양반가의 여성 교육은 개화파인 유길준과 박영

효 등이 주창한 여성교육 필요성의 역설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러한 민간 사립학교는 상류층 여성들을 위한 학교로 설립되었고, 규

모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는 소수의 특정한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다(현경미, 1998). 가난한 여성들에게는 서양 여선교

사들이 운영하는 이화학당 등의 기독교계 여학교가 배움의 기회를

99) ｢한국여성사｣(1968)의 기록에 의거함. 이때가 여성단체 조직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로 

기록된다. 

100) 당시 각 여학교에는 YWCA와 상관없이 수많은 여자기독교청년회가 조직되었다. 서울

에서 발족한 기독청년회나 YWCA외에 각 지방에서 조직된 기독교청년회는 각종 세금납

부 거부와 시장세의 철폐, 국채보상운동에 나서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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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곳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배움을 통해 기독

교로 개종하게 된 것이다. 박지향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그들의 ‘어

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로 개종되고, 교육을 받게 되었다. 1944년까

지 이화전문 문과 졸업생 194명 중 학적부가 남아있는 190명의 기

록을 보면 52명이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가정 출신이었다. 이들이

최고학부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희생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특징은 아버지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던 영국

여성운동가들의 경우와는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101)(박지향,

1988:284).

연도 학교명 교 파 설립장소 설립자 및 교장

1885 배재학당 감리회 서울

1885 이화학당 감리회 서울 M.Scranton

1886 경신학교 장로회 서울

1894 광성학교 감리회 평양

1894 숭덕학교 감리회 평양

1896 정의여학교 감리회 평양 M.W.Noble

1887 정신여학교 장로회 서울 A.J.Ellers

1895 일신여학교 호주장로회 동래 J.N.Mackenzie

1895 정진학교 감리회 평양

1896 공옥학교 감리회 서울

1896 숭실학교 장로회 평양

1897 신군학교 감리회 서울

1892 영화여학교 감리회 인천 G.H.Jones

1898 배화여학교 감리회 서울 J.P.Campbell

1898 맹아학교 감리회 평양

1898 명신학교 장로회 재령

1900 평양신학교 감리회 평양

1903 숭의여학교 장로회 평양 S.A.Moffett

1903 루씨여학교 감리회 원산 A.Caroll

<표 4> 구한말 선교부 직영 학교

<출처 : 강선미, 2003:118>

101) 김활란, 박인덕, 김폴린 등의 자서전을 보면 어머니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어머

니들의 영향에 의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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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화학당에 파견되어 있던 여선교사들은 ‘감리교 해외 여선

교사회’ 소속의 여성들이었다. 강선미에 따르면 이들은 기독교 가정

이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는 기본 단위라는 점을 끊임없이 역설했다

(김지화, 2005:135). 이들이 가진 공화주의적 모성은 보다 나은 어머

니를 양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는 것이었다. 흥미로

운 점은 1920년대 당시 지식의 서열은 관립-사립-기독교 학교 순이

었고, 특히 기독교 학교는 학습보다는 학생활동을 중심으로 했으므

로 평판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어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류층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102).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계 여학교는 외국 교회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

로부터 간섭을 덜 받았고, 1930년대 후반까지는 이러한 자율성을 바

탕으로 선교사들이 직접 여성 교육을 맡아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여 선교사들의 의식이 동일한 것은 아니고 같은 ‘여성’으로서

동일한 억압을 가진 선교 공동체의 모순을 느끼며 선교사 집단에

항거하거나 조선 여성들의 독립운동에 지원한 이들도 많았으며103),

조선의 여성들도 스스로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

고, 특히 일본과 미국 등의 유학을 다녀온 이들은 자신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선교사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진

행되었다104). 또한 이 속에서 새로운 여성주의에 대한 담론도 구성

102) 윤치호의 일기에는 딸이 배화여학교를 3년이나 다녔는데, 한문이나 일어를 못했으며, 

선교사들이 완고하다 보니 기독교 학교들이 가장 형편없는 학교라 한탄하면서 딸의 학교

를 옮기려는 고민이 기록되어 있고, 이화학당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농촌활동 등의 사회

참여 활동이 활발한 것에 대해 ‘문란한 여학생’이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윤치호 일기

｣, 1919. 1.7; 김지화, 2005에서 재인용).

103) 당시 선교사 사회 내에서도 여성들은 남성의 보조와 육아, 가정 경영이 우선이었다. 

이미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더라도 결혼과 동시에 선교사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한국에 

파견되어 활동한 여선교사들은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그들이 속한 선교적 공동체가 가

지고 있는 가부장적 틀을 인식하게 되고, 조직 내의 위상이나 역할분담에서 불평등과 억

압을 경험하면서 조선 여성들의 삶의 고양 의지에 동조하여 연대하여 조선사회의 선교사 

공동체의 무관심과 통제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강선미, 2003).

104) 1930년대 말에 이화의 부교장으로 있던 김활란은 이화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아펜젤러와 갈등은 김활란이 이화를 떠나려 했을 정도로 극심했다고 한다. 

아펜젤러는 김활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가 제기된 것으로 

인식했다. 당시 김활란이 조선 여성의 대표이자 영웅으로 부각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펜

젤러조차 그의 주장을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윤치호 일기에는 당시 아펜젤러의 말이 기

록되어 있다. "그녀(김활란)는 미국YWCA 인사들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대로 우리 학교

를 떠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떠난다면 학교에 치명적인 손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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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시작했다(강선미, 2003).

기독교 여성들에 의해 주도된 일제하의 기독교 여성운동에 대해

강정숙은 여성지식인들이 민중을 계몽의 대상으로만 삼았다고 지적

한다(강정숙, 1999). 김은주(1985)와 양미강(2003)의 연구에서도 기독

교 여성지식인들은 지배권력에 대한 투쟁적 시각을 갖지 못하고 타

협이나 명예에 의존하는 부르조아적 특권층으로 지적된다. 이에 비

해 박용옥(2001)과 윤정란(1999)은 3·1운동과 근우회 활동에서 기독

교 여성들이 민족사의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로 기여했다고 본

다.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가 한국 여성들이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근

거를 제시한 반면, "민족이 독립되어야 여성문제도 해결되는 것"으

로 보도록 했고(윤정란, 1999), 이로 인해 봉건적 신분관과 남녀 차

별관의 뿌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박용옥, 2001).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 여성운동에 영향을 준 당시 선교사들

은 조선 여성의 지위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때 향상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졌다(이우정, 1985). 이는 니버의 변혁주의적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기독교를 통한 사회 변혁의 시도를 담당한 것이

나, 서구를 근대 국가의 모범으로 선망하며 조선의 문화를 열등하게

생각하게 하는 제국주의 담론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지적된다(유선

영, 1997). 초기의 교육에서는 가부장제등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문물을 수용한 신여성들이 여성 계몽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은, 윤택림, 1995).

이러한 상황에서 YWCA가 근우회 결성에 주도적 영향을 한 것은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1926년부터 조선 민족 운동계에

나타났던 좌우 합작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념을 초월하는 여

성단체의 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1927년에

결성된 근우회 조직은 계몽적 활동을 위주로 한 기독교 여성단체들

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단체가 연합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취

지를 내걸고 있다. 첫째는 기도와 성경연구, 교양강좌, 사업보고 및

영적계시(靈的啓示)를 포함한 연합회보를 발간하는 일, 둘째는 나라

우리 교회의 저명 인사 중 다수가 그녀를 거의 영웅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내 

퇴진이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어요."(김상태 편역, 2001; 강선비 

20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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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울분과 가난 등 일제강점과 관련한 시름을 달래기 위한 폭주

가 늘어남에 따라 각 지방단체에서 금주회(禁酒會)를 조직하여 계몽

하고 설득하는 일, 셋째는 일본이 뿌려 놓은 악질적인 오욕의 역사

인 공창제도( 이화 100년사 1994:216-219) 등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중점목표는 금주와 공창제도 폐지를 운동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의 기독교 여성운동의 의식은 서

구의 모성적 복음주의와 유사한 형태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 이는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된 기독교계 학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한

국의 근대적 여성주의 의식은 초기 기독교 여성운동이 수용한 기독

교적 여성주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여성 지

도자들은 초기에는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주의적 기반이면서 동시에

남녀 평등의 페미니즘의 가치를 기독교로부터 수용하면서 선교사들

과의 공고한 연대체제를 구축했으나, 미국 선교사 집단과의 갈등도

표출되는데, 이것은 일제 말기로 가면서 일제의 탄압에 의해 서구의

지원이 끊기게 된 외부 환경적 요인과 함께 제국주의적 담론에 대

해서도 저항하는 여성주의 의식이 발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방 후의 혼란과 6.25전쟁 이후 기독교 여성들은 교회를 중심으

로 피난민 구호사업 등 봉사와 전도활동 등을 주로 담당했다. 기독

교 계열의 이승만 정권이 정부를 수립하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정권

에 타협하는 행태로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은 기독교 여

성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유당 정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부 요직에 있으면서 세계

교회 연합운동의 영향으로 기독교 여성들의 시야가 넓어졌으나

몇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로 신앙적 정열이 교회에서 이탈되

었고, 둘째로 분열되어가는 교회에 대한 저항이나 일치를 위한

기여가 없었다. 셋째로 외국에서 배운 지식과 프로그램을 한국

에 토착화하는 운동이 없었으며, 넷째로 기독여성들이 정계 고

위층에 있었으나 전체 기독여성들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다섯째로 부패한 정부에 동조했고, 여섯째로 4·19에 침묵하는

등 역사의식의 결여를 보여주었다." (주선애, 19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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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가 급속화된 1970년대 한국 교회는 신도 수가 급격하게 증

가하고, 세계가 놀랄만한 규모의 대형교회도 등장하게 되었다. 주선

애는 이때 기독교 여성운동에는 이원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하

면서 하나는 교회 확장에 따를 교회건축에 열중하고 전도활동, 선교

활동 등 영적 운동에 주력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회변화와 독재정

치에 동조한 것에 대한 50-60년대의 반성에 따라 인권과 사회정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비판과 사회참여를 시도하는 소수의 기독교 여

성들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주선애, 1985).

"이들 여성단체 운동은, 인간문제, 평화문제, 기독교윤리 문제에

만 치중된 활동으로 영혼구원에 대해 소월한 단점을 보였다.

한편 영혼구원에만 중점을 두는 편에서는 ‘가난한 자와 눌린

자’들에 대해 소홀한 단점을 보이는 등 이분된 상태로 나타났

다."(주선애, 1985:63)

이효재는 극히 소수의 교회 여성 지도층이나 교회여성 조직 활동

이 혁신적 선교화 신앙운동을 나타내는 것 제외하고 대다수 보수적

교회에서는 서양선교사를 통해 받은 복음을 스스로 ‘땅끝까지’ 전해

야 한다는 선교의 전통적 사명이 일제시대 이후부터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주된 관심사로 이어졌고, 따라서 신도 배가운동, 성경공부,

사경사 훈련 등에 주력하는 등 서양선교사들의 선교 초기 목적과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효재, 1996)

1967년에 감리교여선교회, 예장 및 기장 여신도회가 모여 조직한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거의 유일하게 통합적으로 기독교 여성운동

을 추진하고 있다. 교회여성연합회는 세계 교회여성과의 협조 속에

서 인권문제, 사회문제, 공해문제, 여성문제 등 현대사회에서 제기되

는 국내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교회여성단체에 신속하게 영향

을 미쳤다. 교회여성연합회는 교회 여성단체로 70년대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노동운동에 참여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가 남성

중심 기구로 여성들을 소외시켜왔으므로 조직에 여성을 참여시킬

것과 여성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이효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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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급속한 성장과 가속화된 산업화의 과정에서 더욱 공고해진

가부장적 질서 하에서 한국YWCA가 해방 후 곧바로 재건 작업을

마치고, 초창기에 활동한 민족주의 계열과 보수적 기독 여성들이 기

독교 여성운동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공동으로 힘을 합칠 수 있

었던 것은 한국YWCA의 정체성과 조직의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었

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이분화된 기독교 여성운동

의 현실에서 보수와 진보를 모두 포함할 수 있었던 한국YWCA는

기독교 여성운동의 역사를 유일하게 이어간 조직으로 중요한 의미

를 가졌다고 하겠다.

5. 목적문에 반영된 한국YWCA운동의 기반

YWCA는 ‘여자기독청년회’라는 명칭 아래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

을 창조주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

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

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

적으로 한다."라는 YWCA의 목적을 통하여 이 사회의 여성들로 하

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임을 인정하고, 예수

님의 교훈으로 평화와 정의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으로써 청년운동,

여성운동, 기독운동, 회원운동, 국제운동을 하는 단체"( 한국YWCA

지도자 지침서 , 2001)로 YWCA의 정체성을 요약하고 있다.

한국YWCA 운동과 모든 정책의 기반은 YWCA의 목적문이다.

1922년 창립 시 제시된 목적문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7차례에 걸쳐

변화되었는데, 현재와 같은 목적문의 형태는 1950년대부터 확립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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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목 적 문

1922～1940년

1. 조선 각 기독교 청년회를 연합하는 기관을 작함.

2. 각 학교 및 도시 내와 타 계급의 조선인을 위한 기독

교 청년회를 조직 및 발달케 함.

3. 연합위원으로 말미암아 발달된 청년회로 하여금 차

연합회를 통하여 만국여자기독교청년회동맹과 세계기독

교학생동맹으로부터 연락케 함.

4. 다음 사업을 증진케 함.

가) 청년의 영지체 및 사고적 행복을 발달케 함.

나) 청년여자로 야소기독을 신앙케하여 생활의 원만

과 인격의개발을 기도하며 천국을 건설함에 유력

한 기관이 되게 함.

1946～1949년

1. 조선 각지 기독교 여자 청년회를 연합함을 작함.

2. 각 학교, 도시 및 일반 부인을 위하여 기독교 여자청

년회를 조직 및 발전케 함.

3. 청년여자로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신앙으로서

단결 케 하고 영육, 지육, 체육 및 봉사적 사업을 장려함

으로써 이상적 인격의 개발을 기도하며 사회를 성화시키

고 천국을 건설함에 유력한 기관이 되게 함.

1950～1953년

1. 본 회는 청년여자로써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신앙으로서 새 단결케 하여 영육, 지육, 체육 및 봉사적

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기독적 인격의 개발을 기도하며 사

회를 성화시키고 천국을 지상 건설함에 유력한 기관이

되게 함.

2. 조선 각지 여자 기독교 청년회를 연합하는 기관을 작

함.

3. 각 대학교, 각 도시 및 농촌 부인을 위하여 여자기독

교청년회를 조직 및 발달케 함.

<표 5> 한국YWCA 목적문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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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1955년

젊은 여성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공통된 이상을 목표로

서로의 친선을 두텁게 함과 동시에 인류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게 하는 데 있음.

1956～1972년

본 회의 목적은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

이심을 믿게 하며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임을 인정하게 하고 구세주이신 예수의 교훈을 자기 생

활에 실천하게 함.

1973～1996년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하느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며

온 인류는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됨을 인정하게 하고

구세주이신 예수의 교훈을 자기 생활에 실천하게 함으로

써 평화와 정의의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7～현재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

류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

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

화․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

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WCA의 전국대회 일정 중에는 ‘YWCA 목적 해설’이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 한국YWCA의 전국대회는 3년에 한번(현재는

2년에 한번) 열리는 전국회원대표의 총회로 그 시기의 YWCA와 관

련된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이다. 전국대회 때마다 YWCA 목

적 해설과 목적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국YWCA에서

‘목적문’이 형식적인 문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근거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목적문이 7차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한국YWCA가 조직의 사명

을 구체화시킨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초기부터 같은 맥락으로 유지

되어 온 목적문의 핵심은 첫째로, ‘청년’(1954년부터 ‘젊은 여성’)의

주체성, 둘째로, ‘신앙의 실천’(‘야소기독을 신앙케 하여’(1922), ‘신앙

으로서 새 단결케 하여 영육, 지육, 체육 및 봉사적으로 예수의 교

훈을 자기 생활에 실천하게 함 사업을 장려함’(1950), ‘인류에 대한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게 함’(1954)), 셋째로 ‘하나님

나라’로 표현된 이상사회의 구체적인 모습, 그리고 넷째로 이를 위



- 108 -

한 운동의 주제 (‘정의, 평화’(1970),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

(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1998))이다. 즉 한국YWCA 목적문은

1922년부터 주체인 ‘청년 리더십’(Y)이 ‘예수의 교훈’이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실현하는 것’(C)이라는 목표로 ‘온 인류가 한 형

제자매’(W)라는 평등의 가치 속에서 ‘자기 삶에 실천하는’ 회원의

조직, 즉 자발적 참여에 의한 운동체(A)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

고 있다.

한국YWCA가 이러한 목적을 유지해 온 근거는 초창기부터 에큐

메니칼 운동에 근거해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성

서적 진리를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은 1973년 25회 전국대

회에서 이루어진 ‘YWCA 목적 해설’에도 잘 드러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예배와 이웃을 향한 선교가 서로 만나는 가

운데서 비로소 하나의 신앙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선교신학

은 기독교운동을 추진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기독교에 대한 일

반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고조시켰다(한국기독교장로회, 제56회 총회

보고서 1971:45). 한국Y80년사에 기록된 현영학 목사(이화여대)의 강

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세상은 탈출해야 할 죄 되고 망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직접 선

교하고 계신 곳이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계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해야 한

다. 과거 선교활동은 선교사, 목사, 전도사 내지는 이 사업을

포함하는 모든 교회가 한다고 생각했으나 선교의 주인은 하나

님이다.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자연과 인간세계를

다스려왔으며 선교사가 선교활동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역사

하고 계셨다. 선교사는 단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처소에

협조해 달라는 부름에 응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YWCA연합

회 제2차 연합위원회 회의록-프로그램중점 연구모임보고서 ,

1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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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국YWCA 80년사 에서는 "이러한 정의가 기존의 해

석, 즉 기독교는 교회와 세계를 이분화 하여 ‘예수를 믿어 교회 안

에 들어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던 이전의 전통적인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이해를 전격적으로 새롭게 하고 있다. 그리고 ‘구원

은 강자에게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

과 ‘정의의 길은 어둡고 고난에 찬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므로 여

성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 새로

운 생의 양식을 가지도록 돕고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YWCA의 사명과 활동을 정립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YWCA80년사 , 2006). 이러한 기초 위에 한국

YWCA는 1973년에 연동교회 목사 김형태 김종렬, 한국신학대학 교

수 문동환, 연세대교수 유동식, 박준서, 대한 YWCA연합회 명예연

합위원 김현자, 김종희 등을 주축으로 YWCA의 목적과 이념을 다

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YWCA는 젊은이의 단체로서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육

체의 늙고 젊음을 떠나 젊은이 같은 정열과 패기만만한 정신적

젊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여성의 단체로서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딛고 여성

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기독교 단체로서 눌린 자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정신(누가복음)을 이어받아 이 사

회에서 억눌리고 혜택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의 교훈을 생활화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YWCA는 혼자의 힘이나 목소리로 일할 수 없으며 협동

심, 책임감, 남을 배려하며 공의를 위해 겸허한 자세로 더불어

함께 이루어나가는 기관으로서 인종, 사회적 지위, 정치적 배경

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새로운 일을 찾

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참뜻을 알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한국YWCA연합회, 1973년 6월 전국

대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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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젊은 여성’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부터 지속적인 논

란이 되어 왔다. 한국YWCA는 초창기부터 지속적인 지도력의 발굴

을 중요한 과제로 고민해왔다. ‘Y’는 리더십의 연속성을 지키면서도

새롭게 발굴하고 교체를 계속 이루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1967

년의 세계YWCA협의회105) 권고에 따라 한국YWCA는 회원문제 특

별위원회를 구성, 대학생과 청년연맹의 정식대표에게 연합위원의 선

출권을 주었다. 또한 실행위원 연령 안배를 통해 젊은 리더십이 지

속적으로 발굴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세계YWCA는 1987

년 피닉스의 세계대회와 1991년에 노르웨이 스타방가에서 열린

YWCA 세계대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30세 이하의 젊은 여성이 최

소한 25%가 되도록 결정했고106), 1999년에 이집트에서 열린 세계대

회에서는 각 지역별 대표인 부회장 중 50%가 20대로 선출되는 큰

변화를 가졌다107). 이 과정에서 유교 문화권에 속한 아시아의

YWCA는 오히려 청년의 연령을 기존의 30세에서 35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108). 그러나 1976년 전국대회에서 한국

YWCA는 20대에서 60대까지 비례제로 후보자를 연령별로 안배할

것을 결정했고, 연령별 비례제에 의한 정책결의기구에 청년대표를

대폭 참여시켰다( 한국YWCA 80년사 , 2006).

이러한 연령 안배는 YMCA를 비롯한 유사 기관에서도 찾기 어려

105) 세계YWCA는 청년리더십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1967년 멜버른에

서 열린 세계YWCA협의회는 각 나라 YWCA가 젊은 리더십을 정책결정기구인 위원회와 

이사회에 포함되도록 권고하고 있다(｢YWCA 존재의 힘｣, 1974). 이런 지도력 교체에 따

른 제의는 1971년에 가나회의에서 재확인되었고 미국 Y는 50개 지방 YWCA 이사진에 

Y-틴 대표들이 진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월간 ｢한국YWCA｣1971년 11월호:26-28)

106) 1992년도 제1차 연합위원회의 YWCA 세계대회 참가자 보고자료 참고. 

107) 세계YWCA는 6개 대륙의 실행위원을 선출한 후 각 대륙의 실행위원 중 한사람을 부

회장으로 다시 선출한다. 2/3 이상의 부회장이 20대로 선출되는 젊은이들의 약진에 비해  

1999년도 세계YWCA대회와 2003년도, 2007년도, 2011년도의 4회에 진행된 세계

YWCA대회에서 아시아권의 부회장은 한국의 박은경과 태국의 핑리(Ping Lee) 등 50대

가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아시아 문화가 구별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8) 필자는 1995년과 1999년의 세계대회에 한국YWCA 대표로 참가했다. 두 대회 모두 

젊은이들의 결정기구의 참여 문제가 크게 부각된 대회였는데, 일본과 대만, 태국의 대표

들이 당시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과 YWCA의 주축 세력이 

50대 이상임을 토로하면서 연령기준을 높이도록 제안했으나, 유럽과 미국 등의 강한 반

대로 부결되었다.  



- 111 -

운 사례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YWCA는 지속적으로 연령기준에 대

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 그 이유로는 첫째, 한국YWCA가 20-30

대의 학생과 청년 리더십에 의해 창설된 특성이 있고, 둘째, 여성의

생애주기를 볼 때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단절되기 쉬운 특성으로 인

해 구조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 참여는 현실

적으로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로는 세계YWCA가

강조해 온 리더십의 발굴과 교체의 요구에 영향을 받게 된 점 등으

로 볼 수 있다. 한국YWCA가 각 연령층의 리더십을 고르게 발굴하

고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다른 여성단체들과의 비교에

있어서 다양한 리더십을 갖춘 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109).

그러나 한국YWCA가 젊은 리더십의 발굴과 육성에 적극 지원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목적 해설에 기술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YWCA라는 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있어 리더십이 갖추어야 할 다양

한 요소가 있다는 판단으로 ‘젊음’을 연령에 관계없는 ‘청년 정신’으

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YWCA운동이 자원 활동의 헌신성과 참

여를 근간으로 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운동의 자원을 확보

해야 하고, 초창기부터 유지해 온 리더십들이 갖춘 오랜 경륜, 사회

적 기반이 YWCA라는 조직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969년 YWCA 지도자 전국실태조사를 보면 상근

실무활동가는 20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사진은 40, 50대가 주

류를 이루고 있고, 특히 서울과 광주 등 역사가 오래되고 활동이 활

발한 지역은 50대와 60대가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다(월간 한국

YWCA , 1969년 10월호:7-13).

그러나 세계적인 움직임은 한국YWCA에도 영향을 미쳤고, 한국

YWCA의 회원구조가 성인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청년들의 참여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YWCA의 운동이 이어질 수 없다는 내부의

문제의식이 결합되어 1995년부터 한국YWCA는 지역의 이사 구성에

최소한 25%를 30대 이하의 젊은 연령을 포함하도록 정책을 결정했

109) 한국YWCA는 1989년도 기획위원회가 실시한 타 여성단체 및 여성운동 현황을 분석

한 결과 자료에서 타 여성단체가 회장 임기가 장기화 현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데 비해 

YWCA는 임기가 2,3년으로 교체되어 바람직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

다(월간 ｢한국YWCA｣ 1989년3월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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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국YWCA연합회에서도 총 30명의 실행위원 중 25%를 젊은 연

령으로 배정하였다.

이와 함께 목적문의 ‘젊은 여성’은 ‘여성’이 주체임을 드러내고 있

다. 여성들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획득하지 못하

였고 소외되었던 지위나 기회를 회복하고 권익을 더 향상시켜 나간

다는 의미와 동시에 여성들이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역할을 하여 사

회에 기여하는 주체로 나타나야 한다는 표현( 한국YWCA지도자 지

침서 , 2001)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을 위한 운동만이 아니

라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더 넓은 의미의 여

성운동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다.

두 번째 단락의 ‘창조주이며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는

1997년 이전의 목적문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만을 언급하였으나

1998년에 새로 수정된 목적문에서 ‘역사성’을 추가하였다. 그것은 개

인과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만을 나타내지 않고 사회와 역사적 사건

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다. 즉 사회나 역사가 잘못

되거나 불의한 세상에 대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을 근거로 우리는 사회참여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신

앙고백이라 하겠다.

셋째 단락은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이

다. 이 단락은 여성들끼리의 자매만을 강조하지 않고 한 형제자매로

모든 인간 관계의 평등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인류의 관계를 해석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온 인류라는 포

괄적 단어로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국제운동임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한국YWCA는 모든 연령과 전 계층의 여성

들이 동등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을 넘어서 인간해방을

운동의 주체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는

기독여성운동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하고 대접만 받으려 하고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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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정치지도자

나 종교지도자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태

도로서 하나님나라에서의 사랑과 봉사의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예수의 사랑은 단순한 자선의 차원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

하고 변화를 이끈 것이었다.

마지막에 이어진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

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난 20년

동안 주제로 선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한국 YWCA운동의 목표

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YWCA의 목적문은 YWCA의 정체성의 기초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YWCA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바탕을 둔 기독청년여성 주체의

사회운동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YWCA운동은 기독교, 청년, 여성,

국제 운동의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한국YWCA운동이 지속된 요인

은 운동적 이념과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운동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YWCA의 정체성이 내포하고 있고 내, 외부의 네트워

크를 통해 성장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운동적 자산은 첫째로 에큐메

니칼 운동, 둘째로 민족운동, 셋째로 기독학생운동, 넷째로 기독여성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에큐메니칼 운동은 국제적 조직망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교회 중심이 아닌 기독청년의 사회운동으로 한

국 YWCA운동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YWCA가 수용한 에큐메니칼 정신은 근

본주의적 신앙 전통과는 구별되나, 복음주의적 신앙관에 근거한 것

이다.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욕망을

거부하는 것이 복음주의적 신앙관이다. 이러한 에큐메니즘의 이념은

한국YWCA가 보여준 신앙의 보수성의 기초로도 볼 수 있다. 그러

나 복음주의에 기초한 기독교여성운동의 정신은 사회로 열린 기독

교적 정체성으로, 평등한 인간관에 기초하여 시대를 초월한 신앙 운

동의 기반이 되었다.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미국 중심의 선교활동에 영향을 받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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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당시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 속에서 한국YWCA가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지원은 YWCA

뿐 아니라 한국YMCA의 창설과 성장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요인이

었다. 그러나 에큐메니칼 운동은 국제적 영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

에 국제회의를 통해 형성된 소수의 리더십이 조직의 중심으로 세워

지도록 하거나, 1930년대 말 일제의 탄압 속에서 한국교회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일본에 순응하도록 한 선교국 지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한국YWCA가 일본에 종속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

제 강점기 식민권력과 한국교회는 초기의 갈등관계에서 일제의 신

사참배 강요에 굴복한 말기에 이르러 ‘정교유착’의 성향도 보이게

되었다. 이 시기에 끝까지 저항한 민족주의 운동 계열도 존재했으

나, 한국YWCA와 YMCA 모두 일제에 굴복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한국교회와 유사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 나치 치하에서 이른바 ‘독일 교회 투쟁’에 참여했던 본 희퍼

는 옥중 서간에서 "오직 자기보존을 위해서만-마치 그것이 자기 목

적인 것처럼- 싸워 온 우리 교회는 인간과 세계를 위한 화해하고

구원하는 말씀의 담지자가 될 수 없다"라 밝히고 있다. 나치 정권

하에서 교회가 침묵했던 것에 대해 본 회퍼는 "그리스도인다움은 두

가지 존재 방식으로만 성립할 것이다. 인간을 위해 기도하고, 정의

를 실천하는 일이 그것이다.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모든 사고와 발언

과 조직은 이런 기도와 정의를 실천하는 행동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다(D. Bonhoeffer, 2000).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

라 ‘타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초창기 한국의 기

독교 사회운동의 주도했던 이들의 기본적 정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제 치하에서 기독교 사회운동은 초창기 설립

정신으로 에큐메니칼 운동과 민족정신이 결합되었고, 여성운동은 기

독교의 평등한 인간관을 기초로 탄생했다. 그러나 독일교회와 마찬

가지로 한국의 교회도 일제와 타협하는 역사를 가지게 되었고, 이것

은 지속적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질문을 갖게 하였다.

정치적 상황에 따른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은

민족운동과 기독학생운동을 지원한 기반이 되었다. 또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반봉건제의 체제에서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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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던 한국의 여성들에게 기독교와 결합된 민족운동은 여성의 해방

을 갖게 해 준 기회였다. 특히 여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선각

자 지식인 여성들이 사회 변화의 리더로서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여성운동의 역사가 이

어질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바탕이 되었다. 학생기독교운동은 초기

기독교 학교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여성리더십을

길러냈고, 이들은 이후 한국의 여성운동과 각 부문의 사회운동을 주

도하는 리더십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기독교여성운동은 선교사들의

선교적 차원에서 교육을 중심으로 초기에 이루어졌으나, 민족의 독

립과 여성의 해방의 과제를 동시에 갖게 된 기독교 여성들은 다양

한 조직결성과 활동을 통해 초창기 여성운동을 이끌었다.

한국교회의 보수화에 의해 기독교 여성운동의 사회 변혁적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YWCA가 초기의 정체성을 이어

온 것은 한국YWCA의 배경적 요소에 해당하는 운동적 자산에 기초

한 것이며, 한국YWCA의 목적문은 이러한 초기의 정체성이 유지되

는 기반 위에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기독교

를 기반으로 하는 초기 여성주의가 가진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운

동의 역사적 맥락을 이어 온 유일한 조직으로 한국YWCA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운동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여성운

동사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YWCA운동이 지속

성을 가질 수 있었던 구체적인 요인에 대해서 3장 이후의 역사 분

석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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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직의 설립과정과 초기 정체성의 형성

(1922-1945)

1. 한국YWCA 창립의 기반과 특성

(1) ‘독립적’ 창립의 배경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한 사회활동을 펼치는 국제적인 여성단체이다. 19세기 중반

인 1855년, 런던의 몇몇 여성들이 산업화의 파도에 영향을 받아 여

성의 해방과 참정권, 노동권, 교육권 등을 외치는 기도회를 개최하

고 그 밖에도 크리미어 전쟁(Crimean War)에 종군하였던 간호사들

을 위한 여성전용 숙소 설치, 도시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성경 클래

스나 클럽 활동 등이 YWCA 운동의 발단이 되었다( 한국Y반백년사

, 1976:9). 그 후 북미 YWCA의 창설(1866년)을 거쳐 체계적인 조

직화가 진행되어 1894년에는 세계 YWCA가 창설되었다.110) YWCA

의 탄생 배경에는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통신 수송수단, 산

업의 급격한 발전과 세계 무역의 확대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응한

기독교 부흥(리바이벌)운동의 고양, 그리고 그 속에서 꽃핀 선교 사

업의 열의와 그 확대,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진출 등이 손꼽힌다.

영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YWCA가 도시의 젊은 여성을 위한 기숙

사를 제공하고, 직업교육과 여성들의 상호 이익을 표방했던 것에 비

해, 한국YWCA는 신앙을 높이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조직한 단체

라는 차이를 밝히고 있다. 특히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

적인 힘으로 "여성들을 깨우치고 낡은 굴레를 벗겨주어야 할 책임과

사명감에 불탔으며, 그것은 국권회복과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도

통하는 길"이라는 의식이 충만했다(이원화, 1976). 한국YWCA가 자

주적으로 조직화된 바탕에는 민족주의적 여성운동이 기반이 된 것

110) 본부는 영국 런던, 1930년에는 제네바로 이전하였다.(｢한국 YWCA 반백년｣, 
19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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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창설자 3인 중 김필례의 공헌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박혜

경, 2013).

YWCA의 창설자는 김필례, 김활란111), 유각경112) 세 사람으로 알

111) 김활란(金活蘭, 1899년 ∼ 1970년 2.10)은 1899년 2월에 출생했다. 독실한 기독교인

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에 의해 일곱 살에 세례를 받고 1918년 이화학당 대학과를 졸업했

다. 이화학당에서 교편을 잡는 한편 1920년에 김보린, 홍에스더 등과 함께 7인 전도대를 

만들어 평양, 안주 등 북부 지방을 순회하면서 전도활동을 폈다. 1922년 아펜셀러의 소

개로 김필례를 만나면서 YWCA 창설의 작업을 구체화시켜 갔다. YWCA 기성회 창설 직

후 그는 미국 유학길에 올라 오하이오 웨슬레안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였다. 김필례와 

함께 1924년 세계YWCA협회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 한국의 가입을 신청하고 승인을 

얻어냈다. YWCA 창립 기성회 회장을 맡았고, 이후 세계YWCA 지도자 상습학교에서 6

주간의 강습을 받기도 했다. YWCA회장으로 활동한 동시에 여학사협회를 창설했고, 

1939년 4월에는 이화여전의 7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김활란은 주로 이화학당을 무대로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을 했다. 김활란은 탁월한 영어실력과 감동적인 웅변능력을 가진 것

으로 기록되고 있다. 김활란은 YWCA 창설이후 미국 유학을 떠나 초기 YWCA에는 김필

례와 유각경이 중심이 되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보스턴 대학교 철학과에 편입하여 

1925년 9월에는 철학석사를 받았으며, 1931년 10월에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를 받았다. 일제 강점기 1920년대~1930년대 초 각종 사회운동과 계몽운동에 힘써왔으

나, 1936년 전후로 친일파로 변절해 친일 칼럼, 강연 논술활동을 하는 한편 1941년 창

씨개명 후 전시 체제에 협력하여 칼럼, 강연, 학도병 독려 등의 친일 활동으로 비판을 받

게 되었다. 김활란에 관련된 내용은 김활란, ｢그 빛 속의 작은 생명｣, 여원사, 1965. 참

조.          

112) 유각경(兪珏卿, 1892년 ~ 1966년 9.7)은 대한제국 시절 개화파의 거두였던 유길준의 

조카로, 유만겸, 유억겸에게는 사촌 누이가 된다. 한성부에서 일찍 개화한 집안에서 태어

난 그는 유길준의 동생인 아버지 유성준을 따라 기독교에 입문했다. 유성준은 양반 가문

에서 태어나 옥중에서 성서를 읽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인물이며, 일제 강점기에도 참

여관과 중추원 참의를 지내 친일파로 분류된다. 1910년에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뒤 장로

교의 주선으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베이징에 유학했다. 이때 그는 나중에 좌익 여성 

운동가가 되는 유영준 등과 함께 협화여자전문학교에서 수학했는데, 유아 교육을 전공하

여 귀국한 뒤에 유치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일에 적극 나섰다. 1914년 귀국하여 모교에

서 교사로 일하면서 김필례, 김활란과 함께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를 조직

했다. 신간회에는 김활란과 함께 여성 대표로 참가하였고, 1927년 근우회(회장 김활란)

를 설립했고 부회장을 맡아 활동했다. ‘근우회(槿友會)’라는 이름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유각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YWCA 회장과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회장, 조선예

수교장로회의 여전도회 회장을 지냈다. 유각경은 1938년 조선YWCA가 일본YWCA에 흡

수 통합될 때 이를 주도하였고, 친일 단체 애국금차회(1938)에 간사로 참여하였으며 조

선임전보국단 부인대에 가담하여 각종 연설회에 초청 받아 친일 연설을 했다. 여유 있는 

환경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명랑한 성격이었고 늘 자신감이 넘치는 연설을 해 

명연설가로 꼽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광복 직후에는 근우회 출신들이 대거 포함된 좌우 

연합 여성 단체 건국부녀동맹에 참가했으나, 사회주의 계열과의 의견 차이로 곧 탈퇴하

였고 우익 여성 단체인 한국애국부인단을 조직했다. 이후로 장로교 여성계를 대표하여 

이승만을 측면에서 지원하면서 자유당 중앙위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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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져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김필례는 초대 총무를 맡아 초기

YWCA의 실무를 총괄하고 지역 YWCA의 창립을 주도하는 등 가

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YWCA창설을 가장 먼저 발의한

사람도 김필례로 되어 있다113). 김필례는 한국 근 현대사에서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교육에 앞장 선 기독교 여성활동가

로 알려져 있다(박혜경, 2013). 김필례는 한국YWCA를 창설한 주역

이었을 뿐 아니라 서울 정신여학교와 광주 수피아여고의 교장을 역

임했고, 서울여자대학교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 기독교 여성 교육을

위해 헌신했으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여선교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일제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활동을 하였으나, 다른 인물들에 비

해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김필례는 1891년 11월 19일 황해도 장연의 소래에서 태어났다. 어

머니는 소래에 탄생한 첫 번째 교회의 여전도사로 활동하기도 하였

다.114) 1907년 정신여학교를 제 1회로 졸업한 후, 일본말이나 글자를

하나도 모른 채, 1908년 6월에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다. 중국학생 4

명과 함께 3개월간 일어교육을 받았고, 6개월 동안 심상소학교(현

초등학교) 교본 전 12권을 마친 다음 1909년 4월 동경 ‘여자학원’ 중

등부에 입학하여 서양사를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YWCA를 접하게

되었다. 이 학교의 중등부 5년(1913년졸업), 고등부 3년 과정(1916년

졸업)을 거치는 동안 방학 때마다 기숙사가 폐관되면 학교 주선으로

YWCA 기숙사(나도쵸)에 보내졌고, 개학 후에도 YWCA 인사들의

방문이 있었으며, 고등부 시절에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학생

YWCA에 가입하여 임원이 되었다(홍일표, 2010). 이 기록으로 볼

때 김필례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YWCA활동을 경험한 것으

로 여겨진다(박혜경, 2013). 김필례는 일본YWCA 활동으로부터 기

독교 정신의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과 당시 일본

113) 한국YWCA 역사 기록을 보면 1908년에 일본으로 유학 간 김필례가 도쿄 여자기독교

청년회가 경영하는 기숙사에 있으면서 YWCA 사업의 귀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한국에도 

이런 회(會)를 창설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스크랜튼 여사에게 YWCA 조직을 제안

하여 도움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한국YWCA반백년사｣, 1976:12).

1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참조. ; 그 밖에 ｢정신75년사｣, 김영삼, 계문출판사, 1962. ;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정음사, 1978. 김영정, ｢한말사회진출여성의 유형과 

활동양상｣, ｢論叢 34｣,이화여자대학교, 197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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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서 용기있게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양심적인 강의를 한 일본 YWCA 총무 가와이

미치꼬(川共德子)에 감동을 받고, 한국에 돌아간다면 YWCA를 창립

하겠다는 뜻을 갖게 되었다.

이와 함께 김필례는 당시 많은 한국의 여성 지식인들이 미국계 학

교의 교육과 유학을 다녀온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러한 배경도 김필례가 한국YWCA 창립을 주도할 수 있었던 배경

이 되었다. 당시 일본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에서 유학을 하고 온 지식인들은 학문적 성취를 의심받기도 했

다115). 일본 유학생들은 일본어 구사에 능통했을 뿐 아니라 3.1운동

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일본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을 직 간접적으

로 경험하면서 독립의식을 강하게 키우고 국내로 들어온 경우가 많

았다. 일본에서 유학한 이들 중 박인덕 등 일제 말기에 친일로 돌아

선 인물들도 있었지만, 김필례 등 많은 이들은 순수 신앙을 유지하

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김필례는

1908년 6월 일본에 유학을 가자마자 일본 도쿄 나도쵸의 YWCA 기

숙사에서 수많은 일본 YWCA의 사업과 활동을 직접 체험했으며,

미래의 조선 YWCA 창립을 염원하고 꿈꾸었다. 김필례가 일본에서

돌아와 한국 정신여학교에서 활동을 재개한 시점은 1916년이다.116)

따라서 1908년 6월부터 1916년까지 8년 정도의 중고교, 전문학교 시

절을 모 일본에서 보냈던 것이다117).

115) 국내 기독교 학교, 특히 선교 여학교는 사회적 평가에서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조선 최초 여자 박사였던 김활란도 학위를 받은 곳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껄렁한 미국 

박사’라는 호칭이 붙었다(김지화, 2005).  

116) 김필례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음모 사건’으로 알려진 세칭 ‘선천 110인 사건’1)에 오빠 

김필순(세브란스의전 제1회 졸업생)이 연루되어 만주로 망명하게 되자 학비 조달이 어려

워져 동경의 ‘여자학원’ 동창회의 장학금과 동경 유학생회의 학비 보조금을 받아가며 겨

우 학업을 끝마칠 수 있었다(｢한국YWCA반백년사｣, 1976:24-25). 김필례는 정신여자중

학교 교사(1916∼1919년)를 거쳐 1922년 교감이 되었다. 그 해에 창설된 광주 

기독교청년회의 첫 교육 사업으로, 서창균과 자선음악회를 주선해 기금을 마련, 

광주시 양림동에 있는 유치원을 인수하도록 도와주었다. 그 직후 1922년 김활란

과 만나면서 YWCA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117) 예를 들어 ‘1914년 간다(神田) YMCA회관에서 개최된 여자학생대회에는 200명의 여

학생들이 참가했다’고 전하는 데 그 당시 김필례는 인근  동경 ‘여자학원’ 고등부에 재학

하면서 동시에 나도쵸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어 충분히 이 대회에 참석했을 개연성이 높

다. 그러한 예민한 성장 과정에 일본 YWCA와 학교 YWCA에서 배우고 익힌 것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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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YWCA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한국 YWCA의 초창기에 여과

없이 활용하였던 김필례는 세계 YWCA 본부에 "The Story of

YWCA Beginnings"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19년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 아니한 한국

여성들은 최선을 다하여 조국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애썼습니

다. 그래서 무수한 조직과 단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훈련

과 경험이 없었던 까닭에 이들 노력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

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이 일치를 그

리스도 위에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YWCA야말

로 우리 요구에 맞는 최선의 기관이라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것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요, 둘째, 세계적

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아무 것도 이 일을 막

을 자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Piley Kim Choi, 1927 ; 민

경배, 1974에서 재인용).

그의 글에서 조선 YWCA가 1919년 3.1독립운동으로부터 직접적

인 동인과 동력을 제공받았음이 드러난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으로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었다. 정신여고

교사 시절 그가 강조했던 것은 한국이 반드시 독립할 것이며, 그 독

립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 자립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다(이기서, 2012). 이러한 그의 정신이 기반이 되어 한국YWCA의

창립이 준비되었고, 전 세계와 일본의 YWCA 관계자들에게 호소하

여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선 YWCA의 설립을 호소할 수 있었던

힘이었다.

(2) 북경(北京) WSCF 대회 참가와 조선 YWCA의 탄생

미국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구미 YWCA들은 1894년 세계

로 조선 YWCA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던 것이다(｢초창기 한국YWCA역사연구｣’ 한국

YWC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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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라는 국제기구를 조직했고, 그 첫 사업으로 같은 해에 미국

YWCA의 재정적 뒷받침을 받은 인도 YWCA 조직을 돕기 위해 젊

은 여성 간사를 파견했다. 이렇게 시작된 YWCA의 국제적 협조와

유대는 급속히 발전해 1905년 이후부터는 13명의 해외 간사를 파견

하였고, 1917년과 1921년 사이에는 170명이나 되는 해외 간사들이

중국, 일본, 인도를 포함한 동양 각국과 남미 여러 나라에 파견될

정도로 국제 활동이 활성화 되어 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20년

12월, 한국 YWCA의 설립을 권장하기 위해 미국 YWCA에서 위원

단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정신여학교에서 가르치던 겐소 부인

(Mrs. Jhon F. Genso)의 집에 머물면서 재경(在京) 지도급 여성들을

초대하여 YWCA의 이념과 조직 활동 등을 소개했다. 그러나 일제

치하에서 일본 YWCA 동맹의 지회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

어 한국의 여성들은 그러한 구조 하에서라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것

이 낫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극과 동기부여의 과정 속에서

한국의 선구적 여성들은 조선 YWCA를 독립적으로 창설하여야겠다

는 의지가 더욱 굳어져갔다( 한국Y반백년사 1976:11).

일제하에서 조선이 그 조직을 독립적으로 결성 유지하기는 힘들었

고, 결국 일본 연맹의 귀속형식으로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2년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기독학생연맹(World

Students Christian Federation)은 일제하에서 조선YWCA가 독립적

으로 조직을 결성하게 만든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1922년 4월 4일에는 이례적으로 중국 북경의 청화대학이 WSCF

의 세계대회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전 세계 32개국에서 800여명이

참가한 큰 대회였다. 조선에서는 김활란과 김필례가 참석했다. 이

소식은 당시 중국 상해임시정부가 발행하던 <독립신문>에도 보

도118)가 되었으며 국내에도 여러 신문들이 소식을 전했다. 아래는

118) ‘학생대회의 후문’이라는 제목으로 독립신문 1922년 5월 6일자에 실린 기사이다. "우

리 화동학생회의 대표로 간 주요한씨의 보고에 의컨대 동대회는 예정대로 지난 사일부터 

北京에서 회장 못드박사의 사회하에 열넛는대 모힌 이는 삼십삼국대표이오 각대표에 일

이채를 방함은 영국, 미국, 법국, 덕국등 노대국(老大國)도 잇고 첵크, 파난, 분난등 신흥

국(新興國)도 잇고 한국, 인도, 안남, 비률빈, 불마, 포왜등 피압국도 잇슴이라. 우리 대표

로는 본국에서는 리상재 리대위, 신흥우, 려운홍 제씨와 김활란, 김필례 양녀사가오고 중

국에서는 려운형, 백영엽, 주요한등 제씨가 왓더라. 회장이 각국 대표를 소개할 시에 한

국대표에 지하여는 특별한 박수성이 기하엿고 또한 신흥우로부터 간단한 보고연설이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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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사 내용이다.

"만국기독교학생청년회 총회가 오늘부터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

므로 이에 참석코자 조선기독교청년회의 대표로 이상재, 여운

홍, 이대위, 신흥우는 3日,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의 대표로는

김활란, 김필례가 2日 경성(京城)을 출발하다."119)

김필례가 김활란과 함께 이 대회에 참석했을 때, 인도와 같은 나

라들이 영국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세계연맹에 가입한

사실을 탐지하게 되었다(민경배, 1974: 99-100). 이들은 세계 각국에

서 모인 탁월한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배우면서 YWCA 조직의 구상을 굳혔다. 이들은 YWCA 조직의 첫

단계로 미국 대표들에게 조선의 YWCA의 조직 가능성과 이에 대한

이들의 열정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세계 YWCA 실행위원회나 미국

YWCA 외국부는 일본 YWCA 동맹의 허가 없이는 이 조직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뿐이었다(김활란, 1965:98-101).

상황이 그렇게 흐르자 두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일본의 만행을 세

계에 폭로시켜 조선의 고난을 알리고 조선 YWCA 설립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노력했다. 일제의 강압으로 모든 자유가 박탈되

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실을 밝혔다. 결국 김필례와 김활란

은 이 회의에 함께 참석 중이던 일본 YWCA 총무 가와이 미치꼬를

만나 조선이 직접 YWCA를 설립해 세계 YWCA에 가입할 수 있도

록 협력해 달라고 간청했다. 일본의 식민지 상황 하에서 독립적인

YWCA의 조직은 반드시 일본 YWCA 총무의 승인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가와이 총무는 처음에는 난처해했지만 결국 1919년 3.1만

세 운동 직후에 발생한 제암리, 수촌리교회 등에서 자행된 수원지역

학살 사건에 대해 가와이 총간사를 비롯한 일본의 YWCA 관계자들

이 모두 충격을 받으며 그 일만큼은 세계 YWCA 사람들에 폭로하

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며 조선 YWCA의 조직에 대해서 최선을 다

슬 때에도 대갈채가 잇섯스며 중국에 류학하는 우리 학생이 일선언서를 발표하엿는대 그 

대의는 ｢한국독립을 원조하는 것이 세계학생의 책임｣이라 하엿더라."

119) 당시의 상황에 대해 ｢동아일보｣1922년 4월 5일자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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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돕겠다고 약속했다(김성실, 1962:18-19).

결국, 그들은 가와이 총간사로부터 조선에 YWCA가 설립되는 경

우에는 세계 YWCA에 단독 가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동시에 한국에

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가입 동의서를 첨부하여 줄 것을 약속

받았다(김필례, 1956:14-18). 이렇게 해서 조선 YWCA는 1903년에

창설된 조선 YMCA가 단독으로 YMCA 세계 연맹에 가입하지 못하

고 중국 YMCA 연맹과 자매관계를 맺어 간접적으로 가맹하고, 1913

년에는 일본 YMCA에 예속되었다가 1922년 5월 16일이 되어서야

독립되었던 전철(전택부, 1971:159-163)을 미리 피할 수 있었다. 이

렇듯 일제 치하 조선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YWCA 설립을 위해서

는 일본 YWCA의 최고 지도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919년 3.1독립 운동 이전에는 일

본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려는 일본 YWCA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조선 YWCA의 탄생이 요원하였으나, 결국 3.1운동의 성과로 조선

YWCA가 결성될 수 있었다.

김필례, 김활란 두 사람은 귀국하자마자 6월에 전국의 여자전문학

교와 여학교의 학생들을 모아 YWCA를 조직하였고, 결국 1922년 6

월 13일부터 12일 동안 죽첨정(현 충정로) 감리교 협성여자성경학원

에 전국의 공사립 고등여학교 대표와 각종 다양한 여성 단체 대표

를 초청하여 제1회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하령회(夏令會)를 조직하

고 발기총회를 열었다. 이로써 한국 YWCA의 역사가 움트기 시작

했다( 한국Y반백년사 1976:15).

1919년 3.1운동 직후에 차미리사가 조직한 ‘조선여자교육회’를 필

두로, 1921년 4월, 신알베트 회장과 임영신 등의 발기로 탄생한 ‘조

선여자청년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조선여자기독교

청년회(YWCA)까지 조직되어 한국 여성들의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무대 위에서 펼쳐지게 된 것이다(한상권, 2008:110-111). 결국 1924

년 8월 25일에 조선 YWCA는 독립적으로 세계 연맹에 가입하고 그

리고 인준을 받게 된다. 이후 조선의 YWCA는 세계에 유래 없는

빠른 전국 조직화와 사업 운영에서 탁월한 결집력을 보여주었다.

WCC의 지도자 한스 웨버(Hans Ruedi Weber)120)의 말처럼 한국의

120) 한스 웨버(Hans Ruedi Weber)는 오랫동안 세계교회협의회의 성서연구책임자로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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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는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변천하는 아시아의 도전에

기독교적 봉사로서 대응하는 방법의 한 전형"(Hans Ruedi Weber,

1972:98)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세계YWCA에 가맹하고 뒤이어 진행된

지도자 양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25년 8월의 총회에서는 지방조

직 임원들의 양성문제가 정식으로 토의되어 하령회에서 훈련시키기

로 결정하였다( 한국Y반백년사 , 1976:42). 동시에 미국YWCA연합

회의 협조를 얻어 당시 조선YWCA를 지도해 줄 Y인물의 파송을

요청했으나 이루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에 미국 YWCA이

사들이 당시 조선 YWCA를 방문한 것이 미국YWCA와 한국YWCA

의 공식적인 연대의 시작이었다. 이 결과 김활란이 세계YWCA협의

회에 가맹대표로 참석한 뒤 뉴욕에 있는 YWCA간사 학교에서 훈련

을 받았고, 이어서 당시 연합회 총무로 일하던 김성실이 첫 번째로

간사훈련 계획에 의해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다121). 한국YWCA가

파견한 것은 아니었으나 조선 여성으로 외국에 나가 국제 YWCA의

간사로 일한 황하수의 경우 선천의 보성 학원을 졸업한 후 도미, 호

놀룰루의 국제 YWCA 간사로 활동했다( 한국Y반백년사 , 1976:44).

세계YWCA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한 조선YWCA는 선진적인

지도력을 훈련시키고 한국의 지위를 세계에 높이는 활동이 가능했

기 때문에 한국기독교여성운동 안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

었다.

2. 초기 조직화와 리더십 영향

(1) 초창기 조직구조와 회원 현황

1922년 6월 13일 서울 죽첨정 여자 성경학교에서 열린 첫 번째 하

였다. 한국에도 <초청장>등 몇 권의 책들이 소개된 바 있으며 한국도 몇 차례 방문하였

다. (한스 R. 웨버, 채위 옮김, ｢초청장 : 마태의 선교론 ｣,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2)

121) 당시 미국까지의 여비는 한국인(900명)과 서울에 있는 외국인의 도움을 얻었다. (E. 

M. Hartness, "Bright Days of the National Young Women's Association of Korea", 

K.M.F., 1924. 12, :.252, 홍승표, 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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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회에는 전국의 공사립 여학교 대표와 당시 급속히 늘어난 각종

여성단체 대표 약 70명이 초청되었다. 하령회 모임에서 YWCA창설

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그 명칭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기

성회’로 정하고, 김필례를 지방 순회 책임자로 뽑아 지방조직을 서

둘도록 결의하였으며, 기독청년회 규칙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한국YWCA, 1976). 이때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 방신영122)

부회장 : 홍에스터

총무 : 김필례

서기 : 김합라, 신의경

규칙제정위원 : 김활란, 김필례, 매클라렌, 신의경

재정위원 : 유각경, 박양무, 김살로매, 박용애

고문 : 아펜셀라, 맥클라렌

한국YWCA반백년사 에 따르면 김필례는 11월 5일부터 12월 14

일까지 기성회 발기총회에서 기입한 금액 60원과 찬성회원의 보조

등 100여원으로 마산, 부산, 대구, 청주, 선천, 평양, 진남포, 해주, 재

령, 개성, 인천, 함흥, 원산, 목포, 경성, 광주 등 17곳을 순회하여 여

자고등학교와 일반 여자사회에 YWCA를 조직했다( 한국YWCA반

백년사 , 1976).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청주, 경성, 대구, 선천 여자

기독교청년회를 비롯해서 1923년 제2회 하령회 때 신규 가입단체로

서 원산, 평양, 안주 여자기독교청년회가 조직되어 모두 7곳에 지방

YWCA가 만들어졌다. 여학교 학생 YWCA도 개성의 호수돈, 원산

의 신정, 대구의 신명, 부산의 일신, 경성의 이화, 정신, 배화, 협성

여자성경학원 및 원산 성경학원, 광주의 수피아, 개성의 미리암, 공

주의 영명학교, 평양 정의학교 등 13개 학교이다. 빠른 시간 내에

지방조직을 갖춘 연합회는 1923년 8월에 열린 제2회 하령회에서 ‘연

합회 기성회’의 명칭을 ‘조선여자기독교연합회’로 고치기로 결정하고,

122) 기독신보(1923년) 제370호에는 회장이 유각경으로 되어 있으나, YWCA연합회에 보관

된 회의록(1922-1950)에는 방신영으로 되어 있다. 방신영은 그해 7월에 사임했고, 12월

에 후임으로 유각경이 선출된 기록이 회의록에 남아있다(｢한국YWCA반백년사｣,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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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회원조직 수 학생Y 합계

1922 4개 지방Y 8개 학교

1923 5개 지방Y 11개 학교 2,000명

1930 9개 지방Y 15개 학교 3,500명

<표 6> YWCA 회원 증감표 (1922∼1938)

연합회 헌장과 회중이 사용할 세칙(細則)을 통과시킴으로써 조직과

기구를 갖추게 되었다. 당시의 조직구조와 회원 현황은 다음과 같

다.

<그림 2> 1922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 행정구조

초창기 구조도를 보면, 지방YWCA와 만국여자기독회동맹(세계

YWCA)이 직접 연결되는 구조이고, 대학YWCA가 지방YWCA와

동등한 자격으로 2년 대회의 대표로 참가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세계기독교학생동맹이 구조도에 표시되는 것으로 볼 때, 세계

학생기독교운동의 영향이 초기에 크게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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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 조직화 과정의 리더십 특성

리더십에 대한 논의는 그 필요성이 늘 제기되면서도 연구되기 힘

든 분야이다. 리더십에 대한 이론이 일반이론을 넘어서기 어려운 것

도 리더십 연구가 그만큼 축적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역사가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지점은 리더십

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실제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조직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한국YWCA는 리더십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초창기

부터 시대별 리더십의 특성이 분명히 나타났고, 이 리더십은 개인

뿐 아니라 집단(그룹)의 정체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것은

YWCA의 "Y"가 가진 특성, 즉 ‘젊은 여성’을 명확한 주체로 내세움

으로써 지속적으로 충원되고 조직의 변화를 추동하는 리더십이 ‘청

년성’과 ‘지속성’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

제의식 속에서 필자는 초창기 정체성 형성에 있어 리더십의 실제적

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23).

초창기 한국YWCA 리더십은 김필례, 김활란, 유각경이 설립 당

시부터 1941년 초기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중심인물로 활동을 했고,

이들과 함께 김성실, 홍에스더, 황에스더, 신의경 등이 연합위원으로

활동했다. 초대 회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방신영은 우리나라 최초의

요리연구가로 알려져 있는데, 초기 1년간 활동을 한 후에 활동을 중

단한 것으로 기록되고 이후의 활동이나 그와 관련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감리교여성사 에 그의 강연 기록이 있

는 것으로 볼 때, 기독교 운동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124). 이화여

전의 기록으로 볼 때 1925년에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된 것이 YWCA

활동을 그만 둔 계기라 추정된다.

창립초기에 임원으로 활동한 인물들은 주로 이화학당과 정신여고

123) 개인에 대한 자료는 그가 활동했던 당시의 기록과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구성했다.

124) ｢한국 감리교여성사｣에는 방신영이 1920년 4월 12일, 종로예배당에서 개최된 부인통

속(婦人通俗) 강연회에서 ‘자신에게 충성된 사람이 되자’는 강연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국감리교여성사: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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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이었는데, 선교학교를 나온 기독교 여성들이 YWCA의 중심축

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필례, 김활란, 유각경의 설립자 모두

유학을 다녀왔고, 일본YWCA(김필례), 중국YWCA(유각경)의 활동

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창립자들의 경험을 토

대로 한국YWCA는 선교사나 외부의 도움이 없이 자체적으로 조직

을 구성하고 초기부터 정착을 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립을 주도한 이들의 연령은 주로 20대 중반-30대 초반이

었다. 청년기의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한국YWCA의 초기 조직의

기반을 닦는데 많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후 20

여 년간 연합회의 핵심지도력이 거의 교체되지 않은 것은 초기의

지도자들이 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해 헌신한 점과 동시에 지도력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창기 활동한 인물들 중 김활란, 홍에스더는 ‘7인 전도단’을 결

성한 보수적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고, 반면 김필례, 황에스더, 신의

경 등은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YWCA활동

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배경에는 3·1운동 이후 민족운동가들 상당

수가 종전의 직접 투쟁방식에서 ‘실력양성’의 구호아래 타협적 민족

운동의 방도를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천화숙, 2005). 한국여자기

독사회운동사 와 한국YWCA80년사 의 내용을 기초로 초기에 활동

했던 주요 인물들의 특성과 명단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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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출생일/

출생지

출신

학교

YWCA

경력
주요활동

김필례

1891.11

황해도
정신

여학원

초대

총무

순회

총무

창립초기 14개 지부

설치 / 광주Y 창설

수피아여학교, 정신여학

교 교장

김활란

1899.2

인천
이화

학당

회장

총무

7인 전도단 구성

(홍에스더, 김보린)

이화여전 교장

유각경
1892년

서울

정신

여학교

회장

총무

유길준의 조카

북경유학중 YWCA가입

황에스더
1892년

평양

이화

학당
회장

‘송죽 비밀결사대’조직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조직으로 체포, 구금

농촌운동(최용신 파견)

홍에스더
1892년

수원

이화학

당

초대

부회장

회장

총무

7인 전도단 조직

감리교신학대학교수

신의경
1898년

서울

정신여

학교

창립

서기

부회장

대한애국부인회 결성

양한라
1983년

부산

부산일

신여학

교

총무

상해임시정부경제특사

독립운동으로 옥고

부산YWCA창립시 회장

<표 7> 초기 주요 인물들의 출신과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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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회장 부회장 총무 연합위원

1922.

6.12
방신영 홍에스더 김필례

재정위원:유각경, 박양무,

김살로메, 박용애

헌장제정위원:김활란, 김필례,

김보원, 신의경, 매클라렌

재정검사위원:김성무, 문인순

1923.

8.18
유각경 김합라 유각경

유각경, 김합라, 신의경, 김성

실, 하복순, 김영순, 김성무(선

천), 이선애(대구), 채광덕(평

양), 황에스더, 조숙경(개성),

방신영

1924.8 황에스더 유각경 김필례

1925.5 김활란 유각경 양한라

김활란, 김영순, 박현숙, 이은

경, 임진실, 박정님, 성삼석, 유

각경, 김성무, 김노다, 양한라,

김선

1926.8 김활란 유각경

김활란, 김영순, 박현숙, 이은

경, 임진실, 박정님, 최활란, 유

각경, 김성무, 김선, 박영복

1927.8 김활란 신의경 김활란

김활란, 김영순, 박현숙, 이은

경, 박정님, 최활란, 유각경, 김

성무, 김선, 박영복, 김필례, 홍

에스더

1928.8 홍에스더 김필례 김활란

김활란, 김영순, 박현숙, 이은

경, 최활란, 박정님, 유각경, 김

성무, 박영복, 김필례, 홍에스

더

<표 8> 초창기 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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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7 홍에스더 유각경 김활란

김활란, 김영순, 이은경,

박정님, 최활란, 박영복, 김

필례, 황에스더, 홍에스더,

유각경

1930.5 홍에스더 유각경 김성실

홍에스터, 김활란, 유각경,

김필례, 신의경, 김폴린, 김

합라, 최활란, 황에스더, 김

영순, 박현숙, 김성실

1932.7 유각경 김성실 김활란

김필례, 최활란, 김성실, 김

활란, 신의경, 황에스더, 김

합라, 유각경, 홍에스더, 박

현숙, 서은숙

1934.8 유각경 홍에스더 김활란

김활란, 김신실, 박마리아,

홍석호, 유각경, 최활란, 홍

에스더, 이은경, 김필례, 박

현숙, 김성실, 서은숙

1936.7 김활란 유각경
김필례, 고황경, 신애균, 최

활란

1938.

10
김활란 유각경

유각경, 홍에스더, 김성무,

야마모토 고도

1940.8 홍에스더 유각경
김활란, 박마리아, 강주심,

김석란, 장정심, 서은숙

3명의 설립자와 함께 초창기 민족운동으로 한국YWCA운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한 이들 중 홍에스더는 3인의 창설자를 제외하고 가

장 오랫동안 회장의 직책을 맡은 인물이며, 황에스더와 신의경의 활

동은 기독교 여성사에도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125). 이들은 초창기

125) 1931년에 발간된 ｢삼천리｣제3권에는 "조선 여류 10거물 열전"이라는 제목으로 독립

운동가인 김마리아와 박인덕, 그리고 황에스더를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

다. "김마리아, 박인덕, 황에스더 이 세분은 1919년을 기억하는 이 땅 인사들에게 가장 

불멸의 기억을 남겨 준 여류 거물들이다"(김성은, 2011). 신영숙(1997), 윤정란(2009)의 

논문에서도 황에스더는 일제시대 기독교 여성 민족운동가로 평가되고 있다. 신의경에 대

한 기록은 ‘대한애국부인회’와 관련된 연구와 한국YMCA운동사(1985)의 미군정기 입법

의원 활동에 관한 내용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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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뿐 아니라 해방 후 재건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초창기

한국YWCA운동을 이어간 인물들이기도 하다. 황에스더는 한국

YWCA가 농촌운동을 전개하는데 기여한 인물이고, 신의경은 해방

후 재건과정을 주도, 재건된 YWCA의 첫 유급 사무총장으로 전문

실무활동가로 첫 번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한국YWCA연합회의 인

물정보를 기초로 이들의 리더십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황에스더 리더십의 특징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리더십

이었다. 황에스더는 1913년 우리나라 최초 여성단체인 송죽회를 조

직한 후 1919년 동경유학생으로 2·8독립 선언에 참여한 후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하여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감옥에 투옥되었다126).

1922년 출옥 후 한국YWCA 창설에 참여했고, 1924년에 한국

YWCA(조선YWCA) 회장에 선출되었다. 1925년에 도미, 농촌운동을

연구한 후 1929년 초에 귀국하여 1929∼1934년 조선YWCA연합회

농촌부 간사와 위원을 역임했다127). 황에스더는 1931년 YWCA연합

회 농촌사업으로 수원 샘골에 최용신을 파견하는 일을 주도했고128),

126) 황에스더는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병든 동포들을 위해 의사가 되겠다는 결

심으로 1918년 봄, 일본에 건너가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그해 11월, 1차 대

전이 종전하고 패전국 지배하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게 되자 국제정세의 변화에 자극을 

받은 동경유학생들은 1919년 2월 8일, 2.8독립선언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에 참여한 후 

이번에는 학교를 중단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3.1만세운동을 위한 거사에 참여했다가 왜경

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화가 나혜석, 김마리아등과 5개월간의 심한 옥고를 치뤘다. 출옥 

후에는 신의경, 김마리아등과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하고 임시정부

에게 보낼 군자금 모금에 나섰다. 그러나 대한 애국부인회 조직이 발각되어 12월에 다시 

체포 구금되었고 재판에서 4년 징역에 처해졌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동포 여죄수들

에게 글을 가르치고 위생관념을 심어주었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훈도했다. 감옥에서 나와

서 이화학당 대학부 3학년에 편입, 1924년 32세의 나이에 졸업하고 나서 농민․근로자에

대한 계몽운동에 뜻을 두게 되었다(이화 100년사:86-87).  

127) 황에스더가 한국YWCA에 참여한 배경은 독립운동을 지속해야한다는 열망 때문으로 

보인다. "구사일생 4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으나 우리의 광복운동은 끝이 나지 못했다. 우

리들 비밀결사는 이제는 농촌운동으로 또는 국산품 장려 계몽운동으로 실천방향을 돌리

지 않을 수 없었다... 3년 동안 생각하고 쌓아두었던 농촌사업의 복안을 새로 조직된 

YWCA에서 실행해보는 것이 새 세상을 구경한 뒤에 첫 만족이었다. 애국부인회가 수포

로 돌아가고, 내게 있어서 한 줄기 굳센 희망은 "농촌을 살리자"라는 것이었다."황에스더, 

"내가 걸어온 10년 세월, ｢신동아｣ 1933년 1월호:78. 김성은, 2011:144)

128) 최용신은 협성여자신학교 재학시절 YWCA의 "제7회 정기대회 및 하령회"(1929년 7월 

23일)에 학생 YWCA대표로 하령회에 참석하면서 한국YWCA활동을 정식으로 시작했다. 

당시 황애덕은 협성여자신학교 농촌사업지도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고, 최용신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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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1945년부터 YWCA이사로 Y활동에 계속 참여했다129).

당시 합법적인 공간에서 여성운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황

에스터는 YWCA를 선택했고, 이를 통해 그는 농촌사업과 농촌계몽

운동을 펼쳤다. 특히 황에스더는 당시 ‘상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소비조합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어 YMCA가 시작한 협동조합운동을

여성운동과 접목시키고자 1929년에 경성여자소비조합을 창립하는데

중심인물로 활동했다130)(김성은, 2011:163). 비록 2년 만에 경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았으나 당시 남성중심의 협동조합에서 여성들이 스

스로 만든 여자소비조합은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황에스

더의 영향으로 한국YWCA는 농촌의 현장 교육에 협동조합의 내용

을 포함시켰다.131) 황에스더는 당시 기독교 여성 리더십이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사업을 전개하던 것과 구별되어 기독교 여성운동이

당시 가장 취약했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인 활동

을 하도록 지원한 실천적 활동가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132).

교수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의 인연이 농촌 파견에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

다.

129) 1935년을 기점으로 일제 농촌진흥운동이 강화되면서 농촌계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

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YWCA뿐 아니라 YMCA의 농촌사업도 중단하게 

된다. 이 시기에 민족운동을 전개하던 활동가들이 활동을 중단했던 것과 같이 황에스더

도 국내에서 농촌운동을 중단하고 만주로 이동, 해방 후까지 만주에서 농촌사업을 진행

했다.

130) 황에스더는 협동조합의 이론 연구에도 주축을 담당했다.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사무 전

반에 대한 설명을 맡아 했고, 당시에 발간된 잡지에도 협동조합에 관한 집필을 맡았다. 

그가 ｢뎡날나라연구｣에 실은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계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서로 돕고 붙들어 평안히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모임입니다... 가난한 여러 사람들이 역

간 가진 돈을 모아서 자본주의를 대항하야 큰 사업을 시작한 것이 즉 협동조합이 생겨난 

근원입니다.. 무엇이나 서로 협동하여 단체적으로 함께 함으로 그들은 오늘날 성공을 하

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은 정말 농민을 살려낸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배

윤숙, 2006:133. 김성은, 2011에서 재인용)

131) 한국YWCA의 농촌교육에 관한 내용은 이어지는 3절의 기독교적 농촌운동 참고.

132) 해방 후에는 신탁통치 반대에 앞장섰으며 YWCA 재건 후 1947년부터 52년까지 연합

위원, 문교부 성인교육과정에 관여한 외에도 여성단체총연맹 위원장, 대한부인회 총재, 

전쟁미망인과 고아에게 기술지도를 하기 위한 희망원, 한미종합기술학교, 송죽학원을 설

립하고 1967년에는 3.1정신 계승사업으로 옛 동지들을 모아 3.1여성동지회를 조직하는 

등 줄곧 나라를 위한 일을 했다. 민족애와 여성운동에 헌신한 그의 삶은 1971년 8월 24

일 78세를 일기로 마감했다. 그의 생애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실천의 삶이었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1963년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 별세 후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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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재건을 주도하고 첫 번째 유급총무로 재직한 신의경(辛義

卿)은 철저한 기독교적 신앙 노선에 기초한 애국운동을 일관되게 유

지한 리더십이었다. 통합된 애국부인회133)에서 서기 겸 경기도 지부

장을 맡고 있던 그는 경향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던 만세시위 운동을

주도하고 군자금을 모아 상해 임시정부에 보내다 발각되었고, 소위

‘대한애국부인회’ 사건으로 2년간 복역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 독립

운동이 철저한 탄압을 받게 되고 YWCA 창설 준비가 시작되자

YWCA 창설에 참가하게 되었다.

신의경은 1922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 기성회 발족 후 헌

장제정위원, 1923년부터 서기, 1926년 부회장, 1927년부터 34년까지

연합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방YWCA 조직에 힘썼다. 그러나 일본의

압박이 계속되자 활동을 중단했고, 해방 후 1946년에 김성실 등을

조직하여 한국 YWCA 재건을 주도했다. 특히 여성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으로 회원들의 회관 마련에 주력했고, 그의 노력의 결

과로 모자료를 인수하게 된다.134)

그의 리더십의 특징은 자신의 이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깊은 신앙심에 기초한 애국심은 그가 지속적으로 민족

운동과 YWCA에 헌신하도록 했다135). 둘째로 애국부인회 통합과정

을 추서받았다.

133) 신의경은 개화기 여성교육자의 한 사람인 신마리아의 딸이며 한국 최초의 여의사로 

광혜원에서 일했던 김점동(金點童, 박에스더로 불림)의 조카이기도 하다. 신의경은 1897

년 2월21일 서울 합동에서 태어났다. 정신여학교 재학 중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나라가 없는 백성은 남의 노예밖에 안 된다. 나라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윤치호 안창

호 등의 연설에 감동을 받았고, 여학교 졸업 후 1919년 정신여학교선배인 김마리아(김필

례의 사촌)와 함께 18인을 모아  ‘대한 애국부인회’를 조직했다. 대한애국부인회는 1919

년 6월 한영신의 발기로 김보원, 김용복, 김신희가 중심이 되어 창립된 장로교의 애국부

인회와 박승일, 이성실, 손진실, 최신덕 등이 조직한 감리교 애국부인회의 연합, 그해 양

측 대표 6명씩이 모여 합동조직의 원칙을 마련, 총재에 오신도, 회장에 안정석, 부회장에 

한영신을 뽑았다.

134) 당시 모자료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신의경이라는 민족의 반역자가 우리를 내쫓으려고 

든다"고 연명으로 정당에 탄원서를 내고 깡패들을 동원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등의 기

록으로 볼 때 신의경은 오늘의 YWCA 회관이 있기까지 온몸을 바쳐서 YWCA 재산을 

지켰다는 공적을 남기고 있다. 

135)총무 재직 당시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중간노선’을 고집했던 그는 양 진영

으로부터 오해와 비판을 받게 되었고,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YWCA를 떠났다. 이후 그

가 보여준 삶과 활동은 그의 기독교적 신앙과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

다. 월간 ｢한국YWCA｣1986년 7,8월호에 신의경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신의경은 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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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YWCA재건을 통해 보여준 그의 리더십은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역량이다. "사회로부터의 고립, 박해와 곤욕 속에서도 두

세 사람만 마음이 맞으면 못할 것이 없다"(월간 한국YWCA 1997년

2월호:26-29)는 그의 말에서 그가 가졌던 리더십의 철학, 즉 열정을

모아 참여를 이루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136)

홍에스더는 한국YWCA가 조직으로 명맥을 유지하도록 지킨 리더

십이라 할 수 있다137). 1922년 6월, 조선여자기독청년회 발기총회에

서 초대 부회장에 선출되었고, 이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협

성여자신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1927년 제5회 하령회 및 총회에서

회장과 위원장으로 재 선출 되었는데 그는 회장의 임기동안 연합회

헌장을 개정하여 YWCA회원 자격을 복음주의 교회 입교인에서 ‘교

회 입교인’으로 고치고 총회를 매 2년 대회로 개정했다. 한편 그는

1930년에 한국 YWCA가 세계YWCA에 정회원국으로 승격 가맹하

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도 했다. 1932년부터 40년까지 연합위원을

지내고 1940년 제13회 총회에서 위원장(일본에 종속되면서 회장의

직함이 위원장으로 바뀜)으로 취임했고, 1941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

를 그만둔 이후 "고생을 많이 해야 내 나라가 품은 한이 풀어지겠다"는 생각으로 피어선 

성경학원에서 10년 동안 농촌아이들을 가르치다가 1969년 11월, "6.25때 보여준 청년들

의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

는 아시아의 어두운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한국여성복음 봉사단을 조직, 그때부

터 18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5개 교회를 개척했으며 아프리카에 2명의 선교사를 파송,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벌이는 아시아 선교회를 지원해왔다.

136) 그는 YWCA 재건이 있기까지 "아름답고 귀한 정신을 보여준 사람은 모자료 건물을 

제시하여 이를 불하해준 미국인 언더우드와 YWCA가 모자료를 완전히 차지하기까지 양

도를 도와준 슈바커, 그리고 신앙운동과 구제사업에 그쳤던 YWCA 프로그램을 여성을 

위한 기관, 세계속의 한국 YWCA로 끌어올린 고문총무 박에스더를 "잊을수 없는 은인"

으로 꼽고 있다(월간 ｢한국 YWCA｣1997년 2월호:26-29). 

137) 홍에스더는 1892년 4월 25일 경기도 수원군 음덕면 남양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

인 홍정후(洪正厚)는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애국운동을 위해 서울로 이사한 후

에 월남 이상재, 이승만, 윤치호 등 독립회원들과 독립운동에 앞장섰고, 활동 중에 실족

하여 사망했다. 부친 사망 후 홍에스더는 외조모와 함께 생활했는데 외조모는 독실한 기

독교신자로 남양(南陽)교회를 세운 이였다. 홍에스더는 외조모의 주선으로 15세 되던 해 

이화학당에 입학, 이화고등보통학교를 대학과에 진학했다. 홍에스더는 3.1운동에 동참한 

후 1920년 여름, 이화가 조직한 7인 전도대를  실질적으로 조직하는데 김활란과 함께 

앞장섰던 인물이다. 홍에스더는 7인 전도회의 개회선언에서 "우리 조선에서 하나님 말씀

을 증거하는 신성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비록 우리 앞에 태산준

령이 가로막고 있다 해도 주님의 찬송가를 부르며 넘어설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를 밝힌

바 있다(｢이화 100년사｣, 199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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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산된 후에는 일제말기까지 총무로 자리를 지킴으로써 YWCA

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힘을 쏟았다138). 한국YWCA 인물자료에 기록

된 홍에스더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대범한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이념의 대립과 갈등이 심했고, 일제의 탄압이 강화된

당시의 시대적 조건을 미루어 볼 때 조직의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가 세계YWCA 가입을 성사시킨 일과

YWCA회관이 문을 닫은 후에도 총무로 일제말기까지 일을 계속했

던 의지는 일제에 타협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유지하겠

다는 신앙적 결단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YWCA 초기 리더십은 선교학교

를 통한 교육적 기반과 신교육을 받은 엘리트 여성들의 역량, 그리

고 당시 상황에서 요구된 여성운동의 의식을 공통적으로 가진 인물

들로, 개인적 역량에 기초한 리더십의 발휘 보다는 이 시기 기독여

성 선각자의 집단적 리더십이 YWCA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YWCA 운동이 초창기 계몽운동과 농촌운동으로 집약

된 것은 당시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운동의 일차적인 목표인 ‘여성해

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식민지 상황에서 여성들의 삶을 변모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의 기독교 여성운동은 여성계몽과 교육운동에 집중하는 결과를 갖

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 같은 학교의 동문인 지식인 여성들이 중심

이 되어 소위 부르주아 운동이라는 계층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도 한국YWCA를 포함한 당시의 기독교여성운동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아일보에 게재된 ‘조선여성운동의 사적 고찰’이라는 기사

에서 이러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우리는 운동에 참가하였던 여성이 전부가 기독교 신자이었던

것을 일종의 특징으로서 들 수가 있다. 조선에 있어서는 여성

138) ｢한국감리교여성사｣(정병욱, 1979)에 따르면 1941년 일제는 기독교의 모든 신자를 황

도시민운동에 참여케 했고, 당시 감리교여선교회 회장을 맡고 있던 홍에스더는 감리교 

여선교회 조직의 유지를 위해 일제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행적은 친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감리교 여선교회와 YWCA를 통해 보여준 그의 결정

은 조직의 책임자로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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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초 개발자가 외래의 기독교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니 당

시에 활동분자 즉 신지식 여성은 대개가 기독교인이었던 것이

다. 그리고 운동 전체에 있어서 당시 조선기독교인 세력이 전

체적으로 동하얏든 것도 그와 같은 현상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다. 그리고 계급별로 말하면 이 운동에 참가하얏던 여성은 대

개 소뿌르조아 이상층의 지식계급이었다. 어느 방면으로 보든

지 이 운동은 ...분명히.. 뿌르조아 여성운동이었다. 그러나 그것

은 선진독립국의 뿌르조아 여성운동과는 다른 특징을 가졌던

것이니 여권운동의 성질이 희박하고 즉 남자와의 대립이라는

성질을 적게 가지고 혹은 아니 가지고 도리어 XX적 일치로써

XX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저 하는 것이 주제목으로 되어 있었

다. 그것은 조선의 정치적 지위와 당시 민족주의 운동의 큰 파

도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동아일보 1928년 1

월 6일자)

그러나 1934년 이후 초기의 임원 명단에서 독립운동 계열의 지도

자들이 전면부에 등장하지 않은 것은 이시기 일제의 탄압에 맞서는

조직적 대응에서 내부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김

필례 역시 1937년부터 해방 이후까지 YWCA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한국YWCA 인물자료 중) 이처럼 정치적 입장과

노선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창립 초기의 리더십은 한국

YWCA의 설립을 통해 기독교 관점의 민족운동을 펼쳐갔다. 이들의

리더십은 철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실천’이라는 의식에서 기독교 중심의 운동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 하겠다.

(3) 학생YWCA 조직

이화학당의 학생YWCA는 한국YWCA의 창립 조직이었다. 초기

학생YWCA는 선교사들의 직접적인 영향과 지원을 받았다. 이화학

당의 경우, 학생YWCA가 조직되기 이전에 학생회의 역할을 한 이

문회(Liberty Society, 以文會)가 있었다. 미국 선교사 프라이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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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된 이문회는 여성들이 공적으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회의

진행이나 의사 발표, 웅변 등의 훈련을 중심으로 했다. 매주 금요일

에 모여 지도력을 훈련시킨 이문회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서 각지

의 목사들이 구경하러 오기도 했다고 한다(민숙현, 1981). 기독교 여

학교의 학생들이 한국의 초기 여성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훈련이 있었다.

"토론과 연설이란 자기 주장과 설득의 과정으로 근대 시민의

자질 가운데 하나였다. 이화학당이 선교 학교이고, 선교를 위해

주장과 설득의 기술이 필요한 측면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

나 이는 개인의 적극성과 자발성이 전제되는 것으로, 근대의

중요한 특징인 공동체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주체로

서의 개인의 등장을 의도하는 것이기도 했다."(이숙진, 2005)

이들은 처음으로 ‘팀워크’를 배웠는데, 집단적 활동에 대한 개념임

에도 불구하고 동양에서는 새로운 개념이었다(김지화, 2005). 이문회

는 1922년 이화YWCA가 조직되자 YWCA로 전환되었다(정충량,

1967). 이문회 뿐 아니라 모든 써클활동은 이화여대 YWCA로 통합

되어 각 부서별로 나뉘어 전개 되었다. 이화여대 학생회 선교부 역

시 1922년부터 YWCA 한부서로 소속되어 있었다. YWCA로 조직이

통합된 것은 3.1운동 이후 기독교여성단체의 활동이 집중적인 민족

운동을 표방하며 YWCA로 세력을 통합한 것과 같은 목표로, 학생

회 활동의 힘을 모으는데 학생YWCA활동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 판

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YWCA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

과 개방적 조직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민족의식을 표방하면서도

국제조직의 연대망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

다 교파를 초월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 통합적

조직으로 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한 동력이었다139).

139) 한국감리교여선교회역사에는 한국YWCA창립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자립, 독

립, 주체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YWCA)는 1920-30년대 암울했던 

민족현실을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계몽, 농촌운동, 절제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한 무엇보다 교파를 초월한 교회연합운동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한국감

리교여선교회의 역사｣: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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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 조직된 학생YWCA도 학생자치

회의 역할을 했으며, 입학하는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회원이 되는 의

무가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강지영, 2002). 당시 회원으로 활동했던

김현자에 따르면 이때의 학생YWCA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

생회와 동일한 개념이었다. 이후 1948년에 이화여대 YWCA는 학생

회와 분리되어 학생회 안에 한 부서로 자리 잡게 되었으나, 여전히

조직적으로는 가장 영향력이 큰 학생단체였다. 1960년대에 대학

YWCA 회원이었던 윤명선에 따르면 당시 YWCA 회원은 1,000명이

넘었고, 10명이 넘는 지도교수와 고문들이 있었다고 한다. 김현자는

한국YWCA연합회가 대학YWCA에 파견한 간사 였고, 당시 대학

YWCA 파견 간사는 한국YWCA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

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1920년부터 1960년대까지 이화여대

에 다녔던 학생들은 대부분 YWCA 회원으로 활동하고 훈련을 받았

다.

이화YWCA는 가장 먼저 조직된 학교였으므로, 이화YWCA의 활

동은 다른 학교의 모범이 되었다. 당시 이화YWCA는 종교, 문학,

체육, 농촌, 사교, 음악, 재무부의 8개 부서가 있었고, 단과대학별로

임원단이 조직되어 있었다. 임원들은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지원하

는 조직의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 특히 기독교계 여학교가 수행한

농촌계몽운동은 대학YWCA의 특별한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수행되

었다. 대학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농촌봉사활동의 전통은 학생

YWCA가 1920년대에 시작한 것이었다. 1920년대 당시 이화여대

YWCA의 농촌부는 주말에 농촌을 방문하여 부녀자들의 교육과 농

촌 강연회를 개최했고, 방학에는 농촌계몽과 야학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활동을 진행했다. 협성신학교 YWCA의 회원이던 최용신

도 대학YWCA의 농촌활동에 참가한 후 농촌운동에 헌신하게 되었

다. 1980년대까지 이어진 농촌활동은 회원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가

장 기억에 남아 있다.

대학YWCA를 중심으로 한 학생YWCA활동은 세계학생기독연맹

(WSCF)과 유대를 가짐으로써 국제적 연대망을 형성했고 사립학교

에서는 학생회 기능을 같이 하였으나, 일제 말기에 학생YWCA활동



- 140 -

이 총독부에 의해 금지되면서 활동이 중단되었다. 해방이후 대학은

학도호국단 체제로 개편되었고, YWCA활동도 학생회에서 분리되었

다. 대학YWCA활동은 1980년대 기독학생운동이 정치운동과 결합되

면서 독자적 활동의 입지와 대중적 호응을 잃게 되어 세력이 약화

되었으나 현재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 형성된 대

학YWCA의 정체성은 계속 이어져 연구와 봉사, 지도력 양성, 친교

의 4가지 프로그램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학YWCA 지

침서 에 기록된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활동은 예배, 성경연구, 기독교 사상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탐구하고,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판력과 책임의식을 기르며 대학교육과 대학에서 발생하는 문

제들을 연구함으로서 학생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지도력을 양

성한다.

둘째, 봉사활동은 기독교 신앙의 구체적 표현으로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 사회가 당면한 구체적 상

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봉사, 도

시봉사, 의료봉사 등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는 관계와 이해의

바탕을 깊게 하는 경험을 가지게 한다.

셋째, 각종 캠프와 협의회를 통하여 토의, 회의진행에 관한 경

험을 갖게 하며 공동생활 훈련을 통해 원만한 인격형성 및 창

의력과 지도력을 기른다. 대학YWCA총회 및 한국YWCA전국

대회, 세계대회 대표로 참가하여 투표함으로써 YWCA 정책 수

립에 직접 참여하게 한다.

넷째, 친교활동을 통해 교수와 지도자들과 개인적으로 사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YWCA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 상호간에

보다 깊은 우정을 가지게 한다."(한국YWCA연합회 대학Y지침

서 , 198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창기 역사에서 학생YWCA는 한국

YWCA와 분리되지 않은 채 중심기구로 존재하고 있었다. 즉, 한국

YWCA활동은 학생YWCA활동에서 출발되었고, 프로그램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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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와 연계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학생YWCA는 기독교계 사립

학교를 중심으로 대학사회의 중심기구로 학교와 사회에서 사회의

변혁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다. 학생YWCA활

동은 기독교 여성리더십의 훈련을 담당한 기구였다. 학생YWCA활

동을 통해 한국의 여성지도자들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리더십

을 배양했다고 볼 수 있다.

3. 초창기 한국YWCA 운동의 특성

(1) 민족주의적 여성계몽운동

조선YWCA(한국YWCA)는 매년 열리는 총회에서 사업을 계획하

였다. 초창기 총회에서 이들이 중요시 한 사업의 내용은 사회문제와

관련해서 공창폐지와 금주를 위한 계몽운동, 경제생활에 관련된 물

산(物産) 장려 및 노동문제연구 그리고 성인교육 등이다. 이러한 사

업들은 초기 기독교여성운동이 전개한 계몽운동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23년 11월,《코리아 미션필드(The Korea Mission

Field)》지에 실린 김필례의 지난 10년 동안의 한국여성의 발전

(The Development of Korea Women during the Past Ten Years)

에 보면 YWCA가 창설되기 이전에 창설이후 우리나라 여성들이 구

습과 악습에서 벗어나 얼마나 밝고 건강하게 변모하고 있는가를 단

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1910년에서 1920년대 YWCA 창설과 창설 1

년의 변모를 정리한 글이다( 한국YWCA 80년사 , 2006에서 재인

용).

"첫째 과거에는 아들만을 교육시키고 딸은 집을 지키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오늘날에는 딸에게도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

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1912년에는 초등학교 3,886명, 중학

생 291명에 불과했으나 1922년에는 초등학교 4만 2,816명, 중학

교 3,284명이 되어 10년 만에 초등학생이 3만 8,930명으로 거의

4만 명, 중학생은 2,993명으로 거의 3천 명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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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결혼생활에서 새로운 자유를 갖게 되었다. 옛날에는 결혼

하기 전까지 상대방의 얼굴은 물론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결

혼을 승낙 했으나 이제는 약혼자끼리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말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결혼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여자의 권

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고부간의 관계도 전에는 시어머니가 며

느리를 노예처럼 대하는 지배자였으나 오늘의 며느리는 그 집

안의 관리자이자 협의자가 되었다.

셋째 여성들이 자유로운 옷차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처녀들이 외출할 때 머리에서부터 쓰개치마를 입거나 부인들은

장옷을 입고 다녔으나 이제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낮에도 외출

할 수 있게 되었다. 도시나 마을의 부인들은 야학이나 유치원

에서 가르치고 정규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1910년대만 해

도 여성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힘들었으나 이제는 중학교 교

사도 가능하게 되었다. 교회에서도 여성들의 일은 여선교사가

전담했으나 전도부인을 위한 교육이 높아지면서 여성 집사와

주일학교 선생으로 각자의 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외 여성들

이 물건을 사는 것이 금지되었던 데에 비해 사업면에서도 여성

의 참가가 많아지는 등 지난 10년간 여성단체의 성장은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인 발전을 의미하고 있다. 이 해의 정부 기록

에 보면 58개의 주요단체가 조직되어 등록된 것을 알 수 있

다."

한국YWCA는 1925년 사회문제연구부를 설치하여 축첩․조혼문제

및 금무(禁巫), 금주․금연과 공창폐지 문제140)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가지 계몽 방법을 연구하고 여자노동문제, 남녀교제 문제, 그밖에

사회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YWCA반백년사 ,

1976).

140) ｢조선일보｣ 1925년 11월 6일자에는 공창 존속론자들에게 결혼을 거절하기로 했다는 

여자기독청년회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일본 장야현상전 폐창기성동맹회에서 지부 안에 

있는 여자기독청년회에서는 폐창운동 구태화식하기 위하여 공창 존속론자들에 대한 결혼

거절동맹을 설치하고 이것을 일본 전국에 선전화기로 방을 준비 중이다.(동경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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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주 제

1922년

1. 물산장려:토산물 애용과 선전

2. 교육장려 : 야학강습반 유치원 설치

3. 금주 금연 문제

4. 공장 직공녀들을 위한 교육 실시

1924년

1. 폐첩문제 : 축첩 폐지운동

2. 조혼문제 연구검토

3. 미신 타파 운동

4. 금주 금연문제

5. 여성 노동문제

6. 공창 폐지운동

7. 남녀교제 (경성유학생들의 문제에 관심 갖고 검토할 것)

1925년

1. 토산물 장려

2. 청년문제

1) 도시 청년과 지방 청년과의 유대강화

2) 청년들을 위한 공동숙소 마련

3) 학생 구락부 조직

4) 여학생들의 풍기문제

3. 교육문제

1) 강습반

2) 야학 (공민학교)

3) 하기 아동성경학교 설치

1929년

1. 청년회 내에 구락부 설치

2. 회원 수양강좌

3. 자선사업 장려 (구제부 설치)

4. 농촌문제 연구 (농촌부 설치)

<표 9> 초창기 한국YWCA 프로그램 중점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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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독교적 농촌운동

한국YWCA가 대표적으로 진행한 계몽운동은 기독교적 농촌계몽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적 농촌사업은 1925년 YMCA에 의해

시작되었고, YWCA는 1926년부터 농촌사업에 참여했다. 1928년부터

는 연합회 안에 농촌부라는 기구를 설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개해갔다.

"특기할 사실로서 한국 농촌운동의 개척자는 YMCA와 YWCA

임에 틀림없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오늘날까지 남겨지고

있는 것이다"(김활란, 1965).

YWCA의 농촌운동이 본격화 된 것은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

대회의 영향이었다. 당시 참가자였던 양주삼은 귀국 후 ‘예루살렘

회의의 특색’이라는 강연을 통해 당시 회의에서 "농촌선교, 농촌교

육, 농촌경제, 농촌위생에 대해 교회 역사상 초유의 원만한 토론"을

했으며, "농촌사업이란 말은 근본적으로 현대과학적 법칙에 의해 기

초를 세우자는 것으로 기독교정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이

YWCA 정신이며 농촌운동은 농민층을 대상으로 한 운동이기 전에

그들 스스로 농촌을 일으키게 하는 자력적 혁신, 그리고 YWCA와

YMCA는 대상운동자의 주체가 아닌, 함께 일해 나가는 참여의식으

로 전환되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기독신보

1928년 7월 11일자 기사, 서울 YMCA운동사 :286에서 재인용). 그러

나 당시 회의에 다녀온 이들이 덴마크식 농촌사업에 대해 기술한

한 해 전인 1930년에 출판된 채핀부인과 최봉식의 뎡말나라 연구

141)에 황에스터가 협동조합 부분을 기술한 것으로 볼 때, 농촌사업

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은 당시 사업의 간사를 맡았던 황에스더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141) 김활란과 박인덕은 1931년과 1932년에 덴마크식 농촌사업에 대한 책을 기술했고, 채

핀부인은 그보다 앞선 1930년에 총 12장 분량으로 이와 관련된 저술을 출판했다. 책 제

목인 ‘뎡말나라’는 덴마크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배윤숙(2006)의 ｢채핀부인의 

생애와 여성신학연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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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스더는 농촌운동이 농촌 계몽운동, 즉 농촌여성들의 문맹퇴치

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농민야학 등을 중심 사업으로 설정했

다.142)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당시 농촌사업 간사를 맡은 황

애덕은 황해도 수안농장과 수원 샘골에서 농촌야학과 농촌강좌를

실시했고, 그의 농촌지도자 양성기관의 제안은 한국YWCA가 농촌

부녀지도자 수양소를 만드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한국YWCA반백년

사 , 1976).

한국YWCA의 1928년도 예산 지출안에 의하면 총 예산 880원 중

에서 농촌사업비는 280원으로 전체의 31.8%를 차지했다. 농촌사업의

주요 내용은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협동조직, 보건위생 및

농업개량을 위한 과학지식의 보급, 부업지도와 의식주 생활의 개선,

문명퇴치와 악습폐지 등이 그 주요 과제로 실시되어졌다. 특기할 사

항은 당시 활동이 단순한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농촌의 생

활구조를 바꾸는 것이었다. 농민협동의 경우는 신용조합, 저축조합,

협동구매, 소비협동의 조직을 포함하고 있었고143), 이러한 활동은

1928년 4월 예루살렘 국제 선교회의의 제안에 따라 마을 속으로 직

접 들어가 농촌의 기독교화를 통한 문명화에 공헌하는 것과 적합한

농촌 센터를 설치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Edith A. Kerr,

1934:67∼72).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인 최용신은 1931년에 한국YWCA

에서 수원 샘골로 파견한 교사였다. 샘골은 한국 YWCA가 농촌사

업을 위해 수원부근 일대의 농촌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

해진 지역이었고, 이 사업은 미국YWCA의 농촌부 간사인 에디

(Mrs. Sherewood Eddy)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최용신은 1929년 협

성여자신학교 YWCA 대표로 YWCA연합회 7차 총회에 참석했고,

1931년 YWCA 파견교사로 샘골에 가서 한글, 산술, 초보의 재봉,

142) 1930년 동아일보에 게재된 황에스더의 글에서 그는 ‘조선의 농촌운동이 사상적 영역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농촌부녀자들의 문맹

퇴치를 하기 위하여 농민야학, 농촌강좌, 농민의 단결할 유기적 기관의 실현과 농촌운동 

지도자의 양성기관을 실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동아일보｣1931년 1월 1일자).

143) Best 와 Jones의 보고서에 당시에 주력한 농촌사업의 범위와 내용이 나타나 있다. (E. 

V. Jones & E. M. Best, "Comments on the Report of the Survey in Korea and 
the Status of the YM and YW", 1930, ｢한국YWCA 반백년사｣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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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예, 가사 등의 학습을 시작했다. 1932년 5월에 정식으로 강습소

인사를 받았고, 1933년 1월에 천곡학원 낙성식을 가졌으며, 현지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에 헌신하였다144).

한국YWCA는 1933년까지 샘골에 재정적 후원을 지속하였으나,

1933년에는 절반으로 줄인 후 1934년에 재정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

배경은 당시 미국 선교사로부터 받던 외부 후원금이 끊어진 것이

직접적인 요인이었고, 이와 더불어 농촌교육의 거점으로 시작한 농

민수양소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

으로 보인다.145) 한국YWCA가 진행한 농촌현장사업은 농촌운동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촌지도자교육에

치중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농촌운동을 확장하기 위한 정책적 결

정이라 볼 수 있으나 지도자를 파견한 현장에 대해 단기간의 지원

에 머무른 것은 현장 지원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146)

한국YWCA는 YMCA와 공동으로 농민학교를 열어 4주과정의 주

부교육을 시작했다. 당시 일반인들은 이 교육을 농촌지도자 훈련이

라 불렀으며 1934년부터는 정규적인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농촌

지도자 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여성들은 계속 YWCA와 관련을 맺으

며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그들의 배움을 마을을 위해 발휘했다. 당

시 이루어진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4) 1932년 7월에 열린 조선YWCA연합회 제9차 총회 기록에는 최용신이 수원 샘골에 파

견되어 진행한 문맹퇴치사업의 발전과 농촌사업의 증진에 대해 보고한 내용이 있다(조선

YWCA연합회 회록, 1932년 7월 21일). 

145) 1934년 한국YWCA의 제10차 정기총회의 회계보고에 따르면 농민수양소 사업이 총 

600엔으로 총 예산인 2130엔의 1/3에 육박하는 금액이었다. 샘골의 현장지원은 전년도

의 절반인 140엔으로 나와 있다(｢조선여자기독교연합회 회록｣ 제10차 정기총회 예산안 

보고, 1934). 이러한 농촌수양소 사업으로의 전환은 농촌여자지도자교육에 힘쓰려 한 한

국 YWCA의 정책적 결정이라 보이나 현장 지원을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46) 당시 최용신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병을 얻어 사망하게 

되었다. 1936년 YWCA총회에서는 최용신의 사업과 정신을 계승하기로 결정하고 농촌지

도자 훈련사업을  지속했다. 명동에 있는 한국Y회관에는 붓글씨로 된 최용신의 유언이 

남아 있다. ‘YWCA 역사중에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최용신양의 유언’으로 보관된 자료

에는 "샘골 여러형제를 두고 어찌가나. 애처러운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어찌하나. 나는 

갈지라도 사랑하는 천곡강습소를 영원히 경영하여 주시오."라 기록되어 있다. 죽으면서도 

농촌에의 사랑을 남긴 그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당시 진행된 농촌사업에 헌신한 지도자

들의 열정과 희생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당시 YWCA에서 외부 지원이 끊긴 것

을 이유로 재정적 지원을 줄이고, 이후에는 완전히 끊어버린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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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① 마음의 계발 ② 가정관리 ③ 생활조건 향상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 ④ 바느질 ⑤ 요리법 ⑥ 세탁법 ⑦ 염

색 ⑧ 가정위생 ⑨ 아동복지 ⑩ 초등역사 및 지리 ⑪

오락놀이 ⑫ 아동을 위한 동화와 동요

강사진
홍은경, 최이권, 모윤숙, 김활란, 홍병선, 신흥우, 홍에

스더, 황에스더, 최마리아, 장정신, 서은숙, 박마리아

초기 기독여성운동이 농촌운동으로 집중된 것은 일제치하에서 직

접적인 독립운동이 불가능했으므로 가난한 농민의 교육과 농촌 사

회경제의 부흥을 통한 점진적인 독립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농민을 계몽하고 농촌여성 지도자들을 계발시킨 것은

YWCA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Helen K. Kim, 1931:45-46).

4. 일본YWCA로의 종속과 해산과정

1936년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군인출신의 미나미지로는 한국인의

황국신민화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황국신민화의 사상적 통제로는

신사참배와 황궁을 향한 동방요배가 강요되었다. 또한 각종 민족사

회단체 및 종교기관이나 단체들을 탄압하고, 명사를 동원하여 친일

사상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친일남성단체 뿐만 아니라 친일어용 목

적의 여성단체를 조직하였으며, 모든 종교단체에 어용 종교인을 침

투시켜 친일사상을 키워 나갔다.

조선 총독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탄압을 시작한 기관 중에는

미션계를 포함한 교회 계통의 사립학교들이 많았다. 1936년 신사참

배를 거부하는 교회와 학교의 교장이 교체되기 시작하자 선교계 학

교인 숭실전문, 숭실중, 숭의여학교가 자진 폐교원을 제출하여 제일

처음 문을 닫았고 뒤이어 대구 계성과 신명여학교, 평북 재령의 명

신학교, 선천의 신성, 보성학교, 서울 경신, 정신, 광주 수피아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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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차례로 문을 닫았다. 학생 YWCA조직의 중추를 이루고 있던

이들 선교계 여학교의 폐교는 학생 YWCA 활동을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YWCA활동을 아예 중단시키는 사태를 빚었다. 학교가 폐교

되고 신사참배가 강요되는 마당에서 YWCA는 활발한 사업을 계속

해 나갈 수 없었다. 일제는 기독교계 단체들의 강연이나 토론회, 농

촌계몽운동마저 일일이 간섭하고 방해를 일삼았다( 한국Y반백년사 ,

1976:77).

내선일체를 강행하려는 일제 식민지 치하의 조선 YWCA는 일본

YWCA와의 통폐합을 강요받아 오다가 한국YWCA의 가맹결의로써

이에 굴하고 말았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압박이었던 것으로 보

인다. 한국YWCA는 미국YWCA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1940년이

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자 자립의 위기에 처했

다. 식민지 상황에서 자체적인 예산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1938년 6월 8일 연합회는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YWCA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 대세에 순응하기로 가결하였다(한국YWCA연합회, 실

행위원회 회의록 철 ). 당시 회장인 김활란이 밝힌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비상시국에 있어 기독교 여자 청년들도 내선일체의 깃발아

래로 모이지 아니하면 안되겠으므로 시국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황국신민으로서 앞날의 활동을 자기(自期)하는 의미에서 금번

"제네바" 동맹을 탈퇴하고 동경에 있는 기독교 여자청년회 일

본 동맹에 가담케 되었다"(매일신보 1938년 6월 9일자, 한국

YWCA반백년사 , 1976:80).

1938년 7월 15일 조선 YWCA 회관에서 열린 "조선여자기독교청

년회연합회, 기독교 여자청년회 일본 동맹 가맹 수속에 관한 통합위

원회"에서 정식통합이 결정되었다. 이후 7월 27일 세계 YWCA 회

의를 위한 모임으로 임시 동맹위원회가 개최되어 조선 YWCA의 세

계 YWCA로부터 탈퇴, 일본 YWCA에 가맹할 것과 앞으로 외국관

계는 모두 일본 YWCA을 통해서 할 것, 명칭은 "일본기독교여자청

년회조선연합회(The Korea Council of the YWCA of Japan)"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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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동맹위원장의 이름의 편지를 세계회의 출석 대표자를 통해 전달

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9월 7일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YWCA

총회에서 조선YWCA는 세계YWCA를 탈퇴하고 일본 YWCA가 조

선의 연합회가 되었다(한국YWCA연합회, 1976). 이러한 결정은 조

선YWCA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으나,

이후 계속된 탄압으로 YWCA연합회는 원산회의를 끝으로 1941년부

터는 결국 중단당하고 말았다( 한국YWCA반백년사 , 1976)147). 이

에 대해 한국YWCA역사서인 반백년사 필자 이효재는 동 책에서 "

일인들의 강압에 의해 조선YWCA 연합회가 일본 YWCA에 가입하

기 보다는 스스로 해체하는 용단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절실하

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국YWCA반백년사 , 1976).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935년 이후 한국YWCA의 지도자들 중 민

족운동계열의 인물들은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일제

의 간섭이 극심해지자 YWCA 초창기 지도자이던 신의경, 조아라등

은 한일기독교일체화(韓日基督敎一體化)에 항거하여 연합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 Y반백년사 , 1976:33). 1935년 이후 창설자

3인의 활동은 지속되고 있으나, 다양한 이념과 활동의 배경을 가진

리더십을 가졌던 이전 시기보다 연합위원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이

러한 리더십의 약화는 일제에 종속되도록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5. 조직 설립기 기독교 정체성의 형성 요인

"YWCA는 일본여자기독교청년회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조선여자기독교 청년회로 시작하였다...민족독립의 정신이 Y의

정신이다." (한국YWCA 창립70주년 김숙희 회장 기념사, 1992)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YWCA 창설은 일제의 압박 아래

147) 초창기에 활동하던 인물들 중 일제에 항거했던 김필례, 신의경 등은 당시 일제의 탄압

속에서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다. 이들은 1938년 당시 YWCA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설립당시 임원의 한사람인 신의경의 경우에는 ‘한민국애국부

인회’사건으로 선천에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적극적으로 YWCA 활동에 개

입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해방 후 재건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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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발적으로 일어선 여성들의 새로운 애국운동의 발로로, 창설자

들은 이 불우한 시기에 처해있는 전 국민의, 특히 여성들의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초창기 정신

은 이후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초창기 역사를 중심으로

한국YWCA 창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세계YWCA 정신

한국 YWCA의 정신적 기반은 1855년 열국 런던에서 시작한

YWCA에서 온다. 그 정신의 본질은 천부인권설에 의한 여성인권,

교육과 노동의 권리주장과 참정권의 주장 등으로 구미 각 지역으로

퍼진 여성해방사상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미 시작된 YMCA의 이념

이 합해지고 전쟁 후 여성생활훈련소 사업과 여성기도단이 기독교

정신 안에서 합하여 각 직종에 종사하며 여러 형편에 있는 젊은 여

성들에게 신앙과 활발한 생활을 갖게 하게 하는데 의의를 두고 시

작되었다. 세계 YWCA의 시작은 미국 내에서 YWCA가 성장하면서

해외 선교활동의 팽창과 더불어 국제적 여성기독화 운동까지 관심

이 확장되었다. 세계 YWCA는 초기 20년 동안을 조직의 확장에 힘

써 각 나라 YWCA의 조직에 심혈을 기울였다(Carole Seymour,

1994:15).

이렇게 시작한 YWCA의 국제적 협조와 유대는 급속하게 발전하

여 1906년에는 13명의 해외간사를 파견하였으며 중국과 일본이 이

해에 세계 YWCA에 가맹한다. 1917년과 1921년 사이에는 170명의

해외 간사들이 중국, 일본, 인도를 포함한 동양 각국과 남미 여러나

라에 파견될 정도로 국제활동이 확대되어 갔다. 1920년 12월 중에

는 한국 YWCA의 설립을 권면하기 위하여 미국 YWCA에서 위원

단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당시 정신여학교에서 가르치던 겐소부인

집에 머물면서 재경 지도여성들을 초대하여 YWCA 이념과 조직활

동 등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일제치하에 있어 일본 YWCA의 지회

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한국 측에서 거부하였다.

한국 여성단체 중 YWCA가 갖는 특수성은 무엇보다도 그 시작에

서부터 국제적인 비젼을 가진 여성운동을 지향하였다는 점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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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YWCA는 애초부터 세계적인 여성운동체로 뻗어나갈 비젼을 가

지고 있었고 그 제2회 하령회(총회)에서 세계 YWCA에 가입할 것

을 전 회원들이 가결하였다148). 그리고 창립된 지 2년 만에 세계

YWCA에 개척회원국(pioneer membership)으로 가입함으로써 한국

최초로 세계적인 여성운동체에 가입한 조직이 되었다.

세계YWCA운동은 에큐메니칼 신앙정신을 기초로 하였다. 에큐메

니칼 신앙운동이란 교회일치를 위한 신앙운동으로서 사회 역사적

관심에 참여하는 신앙태도를 가진다. 이 운동은 1894년 창립된

WSCF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세계 기독학생운동의 특성으로 되었다.

세상을 향한 기독인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이 세계적인 움직임에

세계YWCA와 세계YMCA도 참여하여 그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세

계YWCA는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체들과 공고한 연대를 가지며 개

혁적인 신앙의 흐름을 회원국에 전파했고, 이러한 신앙 흐름이 당시

식민지 하에서 억눌려 있던 여성들에게 민족주의와 인권의 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YWCA는 1922년 북경 청화대학에서 열린 WSCF 총회에 김

활란, 김필례가 참여했고, 창립 2년만인 1924년에 WSCF에 가입하

였다. WSCF 북경 총회의 모습은 김천배씨의 다음 글(김천배, 1986;

광주YWCA70년사 에서 재인용)에서 알 수 있다.

"1907년 도쿄에서 열린 WSCF대회의 주요 관심사는 ‘아시아의

전도’였다. 아시아의 크리스챤 학생들은 ‘20세기를 동양인의 선

교세기로 만들자!’, ‘예수를 아시아의 왕으로 삼자!"고 기염을

토하였다. 1922년 북경대회에서도 여전히 전도가 중요시 되었

으나 ‘전도’의 개념이 이미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사회봉

사와 사회운동을 위한 헌신이 더욱 강조 되었다. 또한 북경대

회의 특이한 현상의 하나는 ‘위기집단’(crisis group)이라는 이

름으로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온 대표들을 대화하게

한 것이다. 즉 인도인과 영국인, 필리핀인과 미국인, 중국인과

148) 당시 고문으로 활동했던 아펜셀라씨는 세계 YWCA의 유래와 사업 그리고 가맹의 필

요성을 회원들에게 알렸으며 회원들은 이에 가맹을 결의하였다(｢한국YWCA 반백년사｣,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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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한국인과 일본인이 각각 소집단을 형성하여 수차에 걸

쳐 ‘솔직한 대화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근대화 시기에 국제조직과 연대한 경험은 한국YWCA가 기복주

의적 신앙관에 머물지 않고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조직의 목적을 설

정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는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정의, 평화의 세상을 건설함’의 내용이 포함

된 조직의 목적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세계YWCA라는 기반

은 한국YWCA 창립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조건임과 동시에 세계기

독교학생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신학적 논의를 지속할 수 있도

록 지원한 조건임에 틀림없다. 특히 초창기 역사에서 일본YWCA의

지원과 영향, 그리고 이후 역사에 이어지는 미국YWCA의 영향은

국가 간 관계를 넘어서는 국제조직의 관계망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

이다.

(2) 민족주의적 기반

"YWCA 역사를 샅샅이 뒤져보아도 한국의 경우처럼 자기나라

스스로 그 여성들의 손으로 조직을 갖고 창립을 서둘러서 제각

금 스스로 직책을 맡아보고 있는 일이 없었다."(김활란,

1965:130).

초창기 기독여성운동은 항일 민족운동의 뿌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사회 혁신자들에 의해 평양 숭의 여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송죽회, 3.1운동이후 대규모 여성애국 단체인 대한 애국부인회, 1930

년 김활란이 중심이 된 근우회 등이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서고 각

여성단체들은 직접적인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상해 임시정부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기독여성운동이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뿌리 뽑고 새

윤리를 정립하기 위해 폐풍을 금지하는 운동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정신은 애국심과 민족사상을 고취하는 유대감으로

뭉쳐져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공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발한 YWCA의 여성운동은 민족운동으로서의 기반을 가지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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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초기의 한국기독교는 민족주의적 유형으로 민족해방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 이해했다(노치준, 1981). 이러한 기반

하에 기독교 여성운동은 남녀가 동등해지는 것과 민족해방에 기여

하려는 양태로 나타났다(오숙희, 1988). 초기 여성단체들이 교육운동

과 농촌운동에 중점을 둔 것은 민족운동의 맥락이라 할 수 있다.

1920년대 나타난 애국여성들의 현대적 단체 활동의 저력과 전통은

19세기 말 개화기 자극받은 소수 선각자 부인들이 사회단체를 조직

하여 여성교육과 애국운동을 뒷받침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성

들의 개화의식은 외세 위협아래 주권을 빼앗긴 국가위기 속에서 싹

트기 시작하였다. 이런 여성들의 의식은 민족자주와 나라를 지키려

는 애국정신으로, 남성지배를 벗어나 신교육을 통해 개발되었고 구

국운동에 이바지하려는 자의식과 민족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한국

YWCA반백년사 , 1976:2).

한국YWCA가 창설하게 된 내적 요인 중 하나는 민족주의에 기반

한 여성운동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있었기 때문이었다(최민지, 1985).

3.1운동 이후 교회 여성의 수는 증가했으나, 복음주의적 선교정책과

기독교의 보수적인 여성관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교회 여성들의 활

동이 교회 내에만 머무르면서 전도활동에 매진하였고, 이러한 복음

주의적 선교활동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박순

경, 1983). 기독교계에서 민족자각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요

구를 선교부에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최민지, 1985). 이러

한 상황 하에서 한국YWCA가 민족운동과 여성운동을 표방하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고, 한국YWCA는 문맹

퇴치, 생활개선, 공창폐지운동 등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고 여성의식

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정신은 국제기구인 세계YWCA에 독립적인 위

치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여성들의

자주적 힘에 의해 기반을 다진 조선 YWCA는 1923년에 열린 제2회

총회에서 세계 YWCA에 가입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였고, 1924년 5

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YWCA 실행위원회에서 조선 YWCA

는 개척회원국으로 가입 승인되었다. 조선 YWCA는 비록 정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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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지만 창립 후 얼마 되지 않아 국제적인 조직과 연관을 맺게

됨으로써 한국에서 국제여성운동의 선구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3) 기독교 여성운동의 특성과 한계

여성운동으로서 한국YWCA 창립의 특성은 국제적인 훈련을 받은

지식인 여성들에 의해 기독교적 신앙관에 입각한 여성관과 민족주

의적 관점에서 여성운동을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생

적 특성이 이후에도 한국YWCA 정체성에 계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고 본다. YWCA가 지식인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을 이루었다

는 이 사실은 YWCA의 성격을 앞으로 결정짓는 한 요인이 되었다.

YWCA는 정치적으로 온건 중립을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정

체성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또 한편 YWCA가 중산층 여성운동으로

서 가지는 한계도 바로 이 구성원의 특성에 있다고 하겠다.

한국YWCA의 설립자들은 모두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1926년 한국YWCA가 세계 YWCA에 정회원국으로 가맹을 신청하

였으나 부결되었는데 그 이유가 한국YWCA 헌장 3조에 복음주의의

입교인으로 정회원 자격을 못 박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볼 때 초

창기 YWCA 참여자들이 보수적인 신앙형태를 가졌음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세계YWCA는 어떤 교파의 기독교인에게든지 회원자격

을 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YWCA에 대해 헌장개정

을 요청하였고 1928년 총회에서 회원자격을 모든 기독교인으로 한

다는 헌장을 개정한 후에 1930년에 세계YWCA에서 정회원국으로

가맹이 되었다( 한국YWCA반백년사 , 1976:41).

당시의 여성단체들의 특성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에 영향

을 미치는 지도적 여성들에 의해 전개되었다. 일반 여성단체들이 여

성해방문제에 직접적이고 집중적 관심을 가진 반면에 기독교 여성

단체들은 간접적으로 여성해방 문제보다 활동의 우위를 신앙에 두

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래서 두 단체 간에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황신덕은 YWCA를 "부인해방이라는 간판 없이 부인 계몽운동에 공

이 많으며 .... 전후에 상당히 많은 지회를 가진 학생청년회와 시 청

년회의 사업은 결국 여성해방운동의 기초공사를 하여 왔다.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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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근본 목적인 것은 물론이나 그 순서에 있어

서 여자에게 문자를 가르치며 지식을 보급시키지 않을 수 없는 조

선의 특수사정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이

우정, 1985). 즉, 여성해방의 궁극적 목표를 추구하지만 현실의 한계

속에서 가능한 활동인 계몽운동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역할의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YWCA가

근우회의 설립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다른

여성단체들을 수용한 것은 여성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역

할을 수행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YWCA가 여성운동을 표방하고 교회와는 다른 형태의 운동체

로 존재했던 것은 민족주의적 의식과 세계YWCA와 에큐메니칼 운

동의 정신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창립자들은 세계조직운동 경험에

의해 다양하게 결성되는 여성단체들을 하나로 묶어 큰 힘으로 전

여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연합조직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구미에서 이미 시작한 YWCA와 같은 조직과 활동이 이상적이라 생

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된 YWCA운동은 또 하나의 여

성단체로서가 아니라 하나 다른 차원의 여성운동으로 출발할 수 있

었던 바탕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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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직의 재건과 기독교 여성운동 정체성

확립 (1946-1972)

1. 좌, 우익 대립 상황과 여성운동의 과제

(1)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

해방은 민족 모두가 염원하던 일이었다. 특히 이중적인 억압을 받

고 있던 여성들에게 민족의 해방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대를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은 38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다. 식민지 체

제에서 벗어난 한국은 두 개의 다른 체제로 강대국에 의해 분할됨

으로써 또다시 ‘분단’ 이라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게 되었다. 조희연

은 해방부터 한국전쟁까지를 ‘국가형성시대’로, 한국전쟁이후부터 87

년까지를 ‘권위주의시대’로 나누고 있다(조희연, 2001). 특히 미군정

기를 거치는 1950년대는 "냉전과 내전의 특수한 결합으로 인하여 반

공이데올로기가 내재화되는 특유한 우익적 사회‘의 개념인 ‘반공규

율사회'(anticommunist regimented society)가 형성되었고, 한국전쟁

이후에 남한은 하나의 가상적인 동질한 사회심리, 즉 레드 콤플렉스

가 작용하는 일종의 ’피난민사회‘(refugee society)가 되었다고 설명

한다(조희연, 2001). 김동춘은 50년대 안보국가 하에서 "국가나 시장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은 국가의 ‘적’으로 규정되거나 제거되고, 국가

질서와 시장질서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제반 반정부적 운동인 민주

화운동까지도 ‘사회주의’의 혐의를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다(김동춘,

1997).

경제적으로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 반봉건의 체제가 유지되어 지

주·소작제의 모순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1940년 현재 조선의 총유

업자 중 농업인구는 74.8%에 달했고, 소수의 지주(전 농가의 3%)가

경작지의 57.8%를 차지하고 있었다(여현덕, 1987). 여성은 총 유업자

중 83.1%가 농업인구로, 조혼과 매매혼식민지 착취구조 하에서 비인

간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이승희, 1991). 피폐한 농촌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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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육아 등의 가내 노동을 전담하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더하

여 당시에 만연된 축첩의 문제까지 더하여 농촌 여성들의 삶은 비

참한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구분 남 여

총 수 11,939,295 (100%) 11,708,170 (100%)

유업자 총 수 6.353,686 (53.6%) 2,560,155 (21.9%)

농업 4,542,877 (71.4%) 2,127,483 (83.1%)

수산업 113,591 (1.8%) 15,187 (0.6%)

광업 159,972 (2.5%) 5,853 (0.2%)

공업 374,030 (5.9%) 51,167 (2.0%)

상업 392,606 (6.2%) 143,946 (5.6%)

교통업 106,164 (1.7%) 2,977 (0.1%)

공무자유업 156,252 (2.5%) 14,413 (0.6%)

가사업 36,817 (0.6%) 131,803 (5.2%)

기타 산업 471,177 (7.4%) 66,646 (2.6%)

무업 5,485,609 (46.4%) 9,148,015 (78.1%)

<표 10> 1940년도 산업별 유업자 인구 분포

<출처:1940년도 조선 총독부 국세조사보고 내용의 정리, 이승

희, 1991>

이와 함께 일제에 의한 자본주의화 과정은 전통사회에서 농업부

문에 투입되었던 여성노동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부문에 흡수되는 근대적 의미의 공업노동자를 새로

이 탄생시켰다(정진성, 1988). 그러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

성들은 공업 영역보다 노동조건이 더 열악했던 행상, 세탁부, 가사

사용인, 백화점 점원 등 가사업과 서비스 업종에 많이 종사했다. 근

대적 임금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는 공업노동자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 취업자의 2%

를 차지하는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성 유업자 비율

(5.9%)의 절반에 해당한다. 당시 산업별 사업체와 노동자 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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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우 방직업종에 몰려 있어 성별 직종의 분리 현상이 극심

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 총 수 남 여(남녀간백분비)

금속공업 41,504 39,660 1,824(4.3%)

기계기구공업 47,821 46,367 1,454(3.0%)

화학공업 63,718 50,695 13,023(20.4%)

가스,전기,수도업 6,921 6,676 254(3.5%)

요업 및 토석공업 36,920 32,775 4,154(1.1%)

방직공업 79,763 36,858 52,905(66.3%)

제재 및 목제품공업 38,417 36,809 1,608(5.7%)

식료품 공업 31,758 24,247 752(23.7%)

인쇄,제본업 10,053 9,377 676(6.7%)

토목건축업 186,798 183,157 3,641(2.0%)

기타 16,078 10,284 5,794(36.0%)

합계 549,751 456,925 52,826(16.9%)

<표 11> 산업별 공장 노동자 조사표 (1943년 6월 현재)

<출처 : 이재석, 1945>

위 표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총수는 방직공업이 7만 9,763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산업과 달리 유일하게 남녀 백분비에

서 여성 비율이 66.3%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공론 에 실린 근로여

성좌담회 에는 당시 여공들의 실상이 잘 나타나 있다(여성공론사,

1945). 이들은 기술직을 많이 차지하던 남성에 비해 절반에 해당하

는 임금을 받으면서 공장 노동자로 힘든 생활을 했고, 이러한 상황

은 해방 3년간 발생한 여공들의 쟁의로 이어졌다149).

149)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은 여성들이 노동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요인

이 되었다. 당시의 현실을 기술한 글에서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어린 여공들이 야근

을 하면 주로 두시, 세시 가량에 제일 졸릴 때 꼬박꼬박 졸다가 감독한테 망치로 얻어맞

는 수도 있고... 공장 내는 위생적 고려가 가미되지 않기 때문에 폐결핵환자가 많으며 대

개 얼굴빛이 하얗고 영양불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근로여성좌담회｣중｢여성공론

｣, 1945)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쟁의가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여공들이 중심이 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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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대화 시기에 여성운동단체들이 문맹 퇴치에 적극적인 활동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문맹율은 높은 상태였다. 1944

년에는 여성의 95%가 미취학자였고, 해방 후인 1947년에도 여성의

87%가 여전히 미취학자로 기록되어 있다(강이수, 1999). 해방이 되

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농촌의 문제, 문맹율, 그리고 새롭게 등장

한 여성노동의 문제는 모두 여성운동의 과제가 되었다.

(2) 좌, 우익으로 분리된 여성운동

해방이후 한국의 정치체제는 미군정기를 거쳐 최초의 민간 정권인

이승만 정부로 이어진다. 해방 후 새로운 사회질서가 정착되기도 전

에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한국사회는 식민통치의 유산, 해방

과 분할점령 이후 분단사회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시민사회가 형성

되지 못한 채 일어난 전쟁과 분단은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에 가장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되었다. 전쟁은 일제하 발달된 식민지 통치기구

의 유산과 미군정기의 격렬했던 정치, 계급적 갈등의 부산물로서 발

전한 과대 성장국가를 초 과대성장국가로 성장시켰다(박명림, 1992).

해방 후 변화를 기대하던 여성들에게 남녀평등의 민주주의를 기초

로 하는 미군정의 여성정책은 큰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미군정

의 제반 여성정책은 구체적인 준비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전개됨

으로써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이혜숙, 2004). 정부수립이

우선과제였던 당시 상황에서 여성정책 고유의 업무보다는 미군정정

책 일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이었다(이배용, 1996).

해방 공간에서 여성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조직을 결성하고, 일제

로 인해 문을 닫았던 조직들의 활동도 재개하기 시작했다. 1945년 8

월에 조직된 <건국부녀동맹>은 좌, 우익이 힘을 합쳐서 결성한 조

직이었다. 위원장 유영준, 부위원장 박순천, 집행위원 황신덕, 유각경

등의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 조선의 전국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에 의해서만 그의 일부분인 우리 여성문제가

표적인 쟁의로는 45년 말에 경성방적 여공들의 파업, 46년 4월에 목포 전화교환양의 파

업, 46년 5월의 동양방직 직공들의 쟁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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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해결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 여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

국적 문제가 또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전 국민 해방을 목표로 한

전면적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여성해방의 대업을 완성할 것

임"을 천명했다(이효재, 1989:239). 그러나 <건국부녀동맹>은 우익

여성인사들의 탈퇴로 이후에 <조선부녀총동맹>으로 명칭을 바꾸고

좌익계 활동으로 전환하여 조직 규모가 150개 지부, 80만 명의 회원

을 갖기에 이르자, 1948년 남한 정부는 이를 불법화 하였다(이승희,

1994).

미군정의 탄압으로 활동이 어렵게 된 <건국부녀총연맹>은 1947년

에 <남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개칭하고 활동을 재개하였다. 남조선

연맹은 1947년 5월 미소 공동위원회 재개 이후에는 정치투쟁으로

일관했고, 시위가 금지되면서 성명서 발표를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

했다(이승희, 1994). 1947년 ‘8·15 폭동음모사건’ 탄압을 계기로 남

로당과 민주주의민족전선을 비롯한 제정당, 사회단체의 활동이 비합

법화되자 합법적인 활동공간을 상실하고 남로당 부녀부 산하로 편

입됐다(이혜숙, 2004).

건국부녀동맹을 탈퇴한 우익여성지도자들은 1945년 9월에 <한국

애국부인회>를 조직했다. 한국애국부인회는 일제시기 여성운동단체

인 ‘송죽회’와 ‘조선애국부인회’를 계승한 단체임을 표방하였다150)(양

동숙, 2010). 한국애국부인회는 1946년 4월에 <독립촉성애국부인회>

로 통합되기 때문에 조직규모와 활동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으나 주

로 계몽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립촉성애국부인회>

는 우익여성단체의 중심으로 이후에 결성된 <전국여성단체총연맹>

의 핵심세력으로 활동했다. 독촉부인회의 중심인물 중에는 일제 하

여성운동 참가경력을 가진 이들이 많았고, 한국 YWCA의 초기 인

물들도 독촉부인회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151). 또한 기독교 여성으

150) 한국애국부인회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을 계발하여 자아향상을 기함, 2. 민족

공영의 사회건설을 기함. 3. 여권을 확충하여 남녀공립을 기함. 당시의 여성단체들과 관

련된 자료들은 ｢조선의 장래를 결정하는 각 정당 각 단체 해설｣, 여론출판부, 1945 참

고. 

151) 독촉부인회 간부 명단에는 한국Y의 초기 지도자인 유각경, 김선, 김신실, 김필례 등이 

있다. 이들은 기독교 여성운동의 계몽운동의 확산을 목표로 독촉부인회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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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민족주의 계열로 근우회의 창립을 주도했던 황신덕, 황애덕, 김

선 등도 독촉부인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의 참여는 독촉부인회

의 운동이 일제하로부터 내려온 기독교 여성운동의 특징인 교육계

몽, 문화운동 노선을 띠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문경란,

1988).

이와 함께 이 시기에 "여권옹호 및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강령으

로 내세운 <여자국민당>이 창당하였다. <여자국민당>은 여성만의

정당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당이었지만, 활동 내용으로는 운동단체의

하나로 간주되었다152)(정현백, 2005). 이들의 활동은 ‘여성참정권 쟁

취’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애국’이라는 이름하에 국가의 여성동원을

여성참정권 이름으로 정당화 하고 있다153)(양동숙, 2010). 여자국민

당의 제안에 따라 당시 활동했던 여성단체들은 <전국여성단체총연

맹>(여총)을 결성하게 되었고, YWCA를 포함한 당시 등록된 대부

분의 단체들이 여총의 단체로 가입하게 되었으나, 독촉부인회와 여

자국민당 등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154).

이 시기 여성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부녀국의 설치이다. 부녀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부서 내에 여성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로

152) <여자국민당>은 조선 여성의 자질을 향상하며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여 우

리 민족국가 건설의 기초가 되기를 기함"이라는 목표 하에 첫째, 우리는 전 국민의 요구

에 의하여 실현된 정체를 지지한다, 둘째, 우리는 남녀평등화를 주장한다는 강령을 채택

하였다. 이러한 강령 하에 첫째, 일치단결하자, 둘째, 위대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자, 셋

째, 우리 여성의 전 노력을 국가에 제공하자는 3대 선언을 하였다. 여자국민당의 1대 당

수는 임영신이며 부내 인사정 중앙 예배당에 임시사무소를 두었다. 관련된 내용은 ｢여성

단체 소개-여자국민당｣‘, ｢여성문화｣, 여론출판부, 1945.12 참고. 

153) 1946년 5월에 열린 여자국민당 제1회 대의원회와 전국여자대회에서 임영신은 "조국

과 전쟁 승리를 위하여 국가 봉사에 조직적으로 동원된 역사가 영국 여성 참정권 획득의 

역사이다. 전쟁 시 여성들의 애국적이며 헌신적인 노력이야말로 남녀평등을 입증한다"고 

하여 영국여성을 본받아 여성 참정권을 비롯한 여성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자는 

주장을 했다. 당시 참가했던 이승만 대통령도 축사를 통해 "여성들의 부인회 조직 활동

이 유일한 목적은 결국 독립 외에는 없다. 그러자면 모든 부가 다 한덩이가 되어 한 마

음, 한 뜻, 한 소리로 완전 독립만을 바라고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동아일

보｣, 1946년 6월 1일자.)   

154) 여총 가입단체는 다음과 같다. 부녀국, 독촉부인회, 여자기독교절제회, 여자기독교청년

회, 애린여자선교단, 대한여자국민당, 카톨릭부녀회, 흥국부녀회, 천도교부인회, 불교부인

회, 낭랑구락부, 우리부녀신생활, 대한여자청년단, 이북여성동지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

산협회, 여성문제연구원, 전재부인상조회, 민족구호단, 직업여성클럽 등(이옥수, 1985). 

여총의 결성은 여성단체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였고, 기독교 계열의 지도자들

이 핵심인물로 많이 참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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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행정기구이다. 1946년 9월 14일 보건후생부 내에 부녀국이

설치되었고, 최초의 부녀국장으로 고황경 박사가 임명되었다(보사부,

1987:50). 미군정 법령 제107호 부녀국 설치령은 부녀국의 직능과 임

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조선부인의 사회, 경제, 정치 및 문화적 개선에 관하여 군정

장관에게 진언함.

둘째, 조선부인의 지위 및 복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조사

연구의 결과를 발표함.

셋째, 조선부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래 사항155)에 관한 의견을

정부기관에 구신(具申)하여 그 표준과 방책을 제정함(보사부,

1987:51).

부녀국의 직능과 임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있었

으나 실제 활동은 계몽활동이 대부분이었다(이혜숙, 2004). 여전히

낙후된 집단으로 남아있던 여성들은 일차적인 계몽 대상이었고, 이

로 인해 부녀국은 문맹퇴치, 가정위생,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받은

참정권 행사에 대한 계몽 등의 강연회를 주 활동으로 하였다(황정

미, 2001). 여성계몽활동은 당시 여성단체들의 활동과 유사한 것이었

고, 여성단체들에게 부녀국에 등록하도록 유도하면서 결국 우익여성

단체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게 되었다(이혜숙, 2004). 이후 우익여

성단체의 지도급 인사들은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남한만의 단독선

거에 총역량을 결집시키자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김수자, 1999).

(3) 분단과 한국교회

1945년 일제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지만, 미국과 소련점령군의 진

주로 38선을 경계로 한 남북분할점령로 새로운 민족국가를 자주적

155) 세 번째 임무에 언급한 ‘아래사항’에는 부녀의 노동조건 개선, 부녀의 직장확대, 공업·

농업·교육·예술·직업 및 가정에 처한 부녀의 복지, 관청사무에 대한 부인의 활동범위, 보

건 특히 부녀의 보호 및 분만, 부인의 참정권, 매소부의 취체(取締)와 그 제도의 폐지, 

불량부녀와 그 교정방법, 부녀자의 여행에 대한 일반의 보호 등이 열거되어 있다(보사부,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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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건설하려는 민족적 희망과 기대는 좌절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준비가 진행되었고 미군정은 1946년 남조

선과도정부 입법위원을 구성하였는데 45인의 한국 지도자들 중 여

성계 지도자들도 포함되었다. 한국교회는 국토분단으로 인해 재건이

지연되었고, 북한의 교회들은 공산정권의 탄압 속에서 순교와 희생

을 치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6·25를 전후로 남한으로 월남하면서

남한 각 지역에서 교회가 재건되었다.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한국YWCA와

한국YMCA는 시민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조직으로 존재해 왔다.

최장집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근대국가 형성 이후 한국은 국가의 과

대 성장과 시민사회의 유약한 발전이라는 극도의 불균형한 관계가

계속되었고(최장집, 1985:195), 권위주의적 국가 체제 하에서 종교는

국가의 지배 이념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요구 받거나, 저항을 위한

합법적 기구로서 존재하는 양극단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기독교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협력과

갈등의 역사를 이어오게 되었다. 일제 시대의 민족운동이 탄압을 받

게 된 결과로 민족운동의 지도자들이 YWCA와 YMCA로 들어오게

되어 합법적 종교 조직으로 민족운동을 지속해 온 것이 한국의 에

큐메니칼 운동의 기반이 되었음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배

경에는 근대화시기부터 선교사의 지원으로 기독교 계열의 학교와

의료기관의 설립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교육과 의료, 방송의 전 영

역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156). 이와 함께 한국개신교는 정치의

주요한 세력으로 영향력을 가졌다. 1962년 당시 정치 지도자 총 298

156) 특히 한국의 개신교 교회는 여성교육에 많이 진출했는데, 이화학당을 비롯, 덕성여자

초급대학(1950년, 차미리사), 중앙여자대학(중앙보육학교가 전신임. 임영신), 성신여학교

(성신여자대학의 전신, 1936년 이숙종), 상명고등기예학원(상명여자대학교의 전신, 배상

명) 등은 모두 개신교의 저명한 여성지도자들이었다. 1946년부터 1958년까지 임숙재가 

총장으로 재임한 숙명여자대학교도 사실상 개신교계 학교처럼 운영되면서 교과과정에 

‘성서연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장로교에서는 1958년에 서울여자대학을 설립했고, 이러한 

개신교 여성지도자들은 해방 직후부터 우익계 여성운동을 이끌었다. 의료 등 다른 영역

에서도 개신교의 영향력은 막대하였고 특히 미국의 각 교파 연합 매스컴 위원회의 자금

으로 1954년에 출범된 CBS는 ‘한국 최초의 민간방송’으로 설립된 것이다. 개신교 신자

들이 설립한 신문사도 크게 증가하여 민간의 전 영역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

을 볼 수 있다(강인철, 1998: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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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대한 조사에서 개신교의 비율은 총 인구 대비 종교인 비율의

10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유교 천도교 무종교

자유당

집권시
39.2% 7.4% 16.2% 17.6% 0.7% 18.9%

민주당

집권시
19.8% 11.9% 7.0% 22.1% 39.5%

공화당

집권시
27.7% 4.3% 19.1% 8.5% 40.0%

총인구

(1962년)
2.4% 1.1% 4.6% 0.7% 0.1% 91.1%

<표 12> 정치지도자의 종교 배경(1952∼62)

<출처 : Hahn & Kim, 1963:317, 강인철 1998:178>

한국YWCA와 한국YMCA도 정권과 인맥이 연결되어 있었고, 이

러한 상황은 에큐메니칼 운동 조직이 해방 후 재건의 기반을 닦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157). 당시 미국 등 선교국의 지원정책에 의해

구호사업이 진행되었고, 한국 개신교가 이를 담당하는 창구로서 사

업을 시행하게 된 것도 개신교의 영향력을 증가시킨 요인 중 하나

로 볼 수 있다.

한국역사의 가장 비극적 상황인 6·25 전쟁의 피해는 막대한 것이

었다. 한국전쟁의 인명과 재산 피해는 정확한 통계를 잡기 어려우

나,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추산하고 있으며, 북한의 공업생산은 1949년 수

준 대비 64%로 줄어들었고, 농업생산은 76%로 떨어졌으며 남한은

157)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YMCA 회원 활동을 열성적으로 했던 인물로 YMCA가 회관

의 재건을 추진하자 거국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1958년 국회 본 회의에서 세비의 

5%를 공제하여 회관건축에 원조하기로 결정했다(｢기독교사상｣, 1958년 12월호:98). 초

대 총리인 이기붕도  YMCA의 회원으로 활동했고, 그의 부인인 박마리아는 한국YWCA 

회장을 역임했고 서울YWCA회관 건축모금위원회 명예회장에 프란체스카 여사가 활동한 

기록이 있다(｢한국YWCA반백년사｣, 197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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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시설의 42%가 파괴되었고 전력의 41%, 광업의 약 60%가

피해를 입었다(김흥수, 2006:27). 전쟁으로 인해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순교하거나 납치된 남한 교회의 교역자들과 신학자들

은 장로교 177명, 감리교 44명, 성공회 6명 등 모두 240명에 이르렀

다(민경배, 2007). 이와 함께 분단은 해방 당시까지 교세의 2/3를 차

지하던 북한교회와 단절되는 아픔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

당시 북한의 교회는 2,850여개에 달했고, 평양신학교 등 많은 기독

교 계열의 학교들이 있었다. 전쟁 중에 남북한의 교회는 남과 북으

로 나뉘어 전쟁의 지원활동에 참가했다. 남한교회는 1950년 7월에

대한기독교구국회를 결성하여 기독청년들을 전선으로 내보내는 일

에 앞장섰다(김흥수, 2006:60).

전쟁 후 재건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의 원조를 받아 구호

사업에 앞장서게 된다. 당시 한국의 재건을 위해 미국 교회에서는

교단별로 막대한 지원을 하였다. 당시 미 장로교 해외구제위원회는

약 180만 달러를 모금했고,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1950년부터 매년

10만불의 재건기금과 160만 달러의 모금액을 전달했다(이지영,

2011). 이러한 재건 기금으로 시작된 한국 교회의 사회사업은 1950

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는 기독교 사회복지의 기반이 된 것이다.

분단으로 인한 피해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 뿐 아니라 반공주의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였다. 전쟁의 경험은 민족의 통일이라는 과제

보다 우선된 반공주의의 입장을 강화시키게 했고, 반공주의를 내세

운 정권에 타협하고 지원하는 한국교회의 입장을 만들게 한 것이다.

국토분단과 6·25전란을 겪으면서, 남한교회에서는 정권에 무비판

적이고 협력적인 교파와 교계지도자들 사이에 교권다툼이 심하게

나타났다. 1950년대는 교회 분열이 극심하게 나타난 때였다. 한국기

독교역사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회 최대 교파인 장로교가

1950년대에만 세 차례에 걸친 교단 분열의 진통을 겪었고, 성결교와

감리교도 내부 분열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9:69). 특히 1959년에 나타난 통합과 합동의 분열은 WCC의 용공

논쟁과 연결된 것으로, 한국 분단이 한국교회의 분열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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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주요쟁점

1952년 고신의 탈퇴, 분리 신사참배

1953년 예장과 기장의 분리 신학적 노선

1959 합동과 통합의 분리 WCC 가입

<표 13>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 과정

한국교회의 이러한 내부 분쟁과 교권의 다툼은 분리주의적인 행태

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들은 일제하에서 일본에 타협했던 행태를 그

대로 보여주면서 보수적 신앙을 교회에 뿌리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학계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신학적 논쟁으로 분열을

거듭했다. 신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남북 간 분열과 교단

내의 분쟁과 분열 속에서 피해자가 되었고, 남성중심의 교권 싸움과

교회 분열과정에서 혼란을 겪으며 수동적으로 끌려 다닌 입장이었

다(이효재, 1996:169-170).

2. 조직의 재건과 여성운동의 프레임 형성

(1) YWCA의 재건

해방을 맞아 새롭게 여성운동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한국YWCA도

재건을 했고, 당시 좌익과 우익의 대립 속에서도 독립된 여성운동조

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해방 직후, 여성운동이 민족주의와 공산주

의의 사상적 대립으로 분열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국YWCA는

당시 좌, 우익으로 나뉘어 진 여성운동 진영에서 한국YWCA는 관

변화되지 않은 순수 여성운동단체로 분류되고 있고, 당시 여성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현장의 활동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을 펼쳐

갔다. 이를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조직과 연합회 회칙을 정비하고

국제적으로는 세계 YWCA에서 다시 정회원으로 승인을 받는 등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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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한 조직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우익/보수 중립적 정치화된 단체

대표적

단체

대한부인회(50년대)

재건부인회(60년대)

새마을부녀회(70년대)

YWCA

활동주체 중산층 여성 중산층 여성

목표, 이슈 회원의 친목도모 여성지위향상

활동내용

상시적 동원(정부의 시책

을 선전, 집행)

봉사, 취미활동

일시적으로 동원 (정부

시책에 참여)

취미, 봉사활동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활동방식 제도화된 방식 제도화된 방식

정부 관계 매우 협조적 협조적/일시적 갈등

<표 14> 50-60년대 지배적인 여성단체의 성격

<출처 : 서미라, 2002:24>

6·25동란으로 한국YWCA연합회는 1951년 부산으로 옮겨가게 되

었고, 당시 수많은 난민과 전쟁고아, 이재민과 무의탁 소녀 등을 위

한 구호활동을 시작했다. 한국YWCA는 세계YWCA와 미국YWCA

의 상호협조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해외의 지원을 받게 되

어 여성들과 고아들을 위한 복지운동을 전개했다.

전쟁의 피해로 가족을 잃은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한국YWCA는 부산의 동례 농예원

을 복구하여 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했다158). 동래 농예원

158) 동래농예원은 1948년 8월,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로부터 한국 선교회를 통해 기증받

은 후 부산YWCA에서 농촌 부녀자들을 위한 직업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합회가 부산으로 피난하면서 이를 다시 위임받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한국재건위원

단(UNKRA)의 도움으로 동래농예원을 복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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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통해 한국YWCA는 가족을 잃은 소녀들을 위한 숙소와 교육

을 제공했다. 또한 부산YWCA를 중심으로 YWCA 회원들은 뉴욕

YWCA와 유엔본부에서 보내 온 우유를 배급하는 일을 맡았다159).

한국YWCA80년사 에 기록된 한국YWCA 30주년 사업보고에는

1952년에 농예원 직업기술훈련 참가자수는 35명, 부산, 대구, 대전,

순천YWCA가 실시한 4개의 야학교는 242명, 서울, 조치원등 2개 양

재학원에 57명, 8개 영어반에 84명, 2개 성경반에 35명, 2개의 주간

공민학교에 연인원 500명, 서울에서 열린 2개의 강습반(독어, 타이프

반)에 15명, 서울에 있었던 유치원에 75명이 참가했고, 차츰 시국이

안정되면서 이곳에서는 농예, 재봉, 축산, 원예, 수예, 편물과 가내수

공업, 요리 등을 가르치는 시설과 정상적인 사업체계를 갖추는 등

불우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기술교육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한국YWCA 80년사 , 2006). 복구와 재건과정에서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 해결에 힘쓴 YWCA는 당시 여성들이 받는

차별대우와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1954년 제

18회 전국대회를 통해 한국 최초의 여성판사 이태영 이사를 중심으

로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를 중점사업으로 채택했다. 이러한

YWCA의 노력은 일제시대부터 사회문제 연구부를 설치하고 여공문

제나 여성노동문제, 여성해방문제에 앞장서 온 역사적 맥락을 잇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YWCA는 1954년 프로그램 연구부 안에 사

회문제부를 재설치하고, 우선과제로 사회에서 여성의 차별대우와 법

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시행했다.

사회문제에 대한 YWCA의 관심은 1956년과 1958년 두 차례의 전

국대회에서 거듭 확인되고 강조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를 통한

159) 박에스더가 전시에 미국YWCA에 보낸 편지에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부

산YWCA는 피난민촌의 한 천막에서 아동들을 위한 우유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막

은 눈비를 가릴 정도의 허술한 집이지만 여기에서 매일 400, 500명의 아동에게 우유죽

을 끓여서 배급합니다. YWCA 회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와서 유엔 구호기

구(UNCACK)로부터 배급 나온 우유를 가지고 죽을 만듭니다. 어린이들은 12시부터 시

작되는 급식시간을 기다리다 못해 아침 10시부터 밥그릇, 깡통 등을 가지고 줄을 섭니

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절대로 줄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애처로운 광경

을 제 짧은 글로 어찌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천막 옆에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아동진료소를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1953년 1월 12일" (김현자, 

20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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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의 사회문제에 관한 사업과 활동은 앞에서 기술한 구호사업

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각 지방 조직이 6·25 동란의 타격으로 약

화되었기 때문에 자체의 힘을 사회문제 해결에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건 과정에서 한국

YWCA는 여성의 복지문제 해결과 함께 여성의 권리 회복을 우선과

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민법 제정운동을 시작으로 한

가족법 개정운동이 시작되었고, 청년운동에서 이어진 지역 활동은

19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2) 가족법 개정운동

이 시기 YWCA는 여성의 법적지위 향상, 직업적 참여에 따른 아

동문제 및 직업을 위한 능력계발 등의 여성문제를 중요시하여 논의

하기 시작했다. 특히 새로 제정되는 민법상의 여성의 지위를 남녀평

등의 민주헌법에 입각하여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은 비록 소수층

에 한한 것이기는 하나 한국여성의 사회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구적 역할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법률편찬위원회는 각 분과 소위원별로

법률초안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다가 6·25로 이를 일시 중단하고 수

복 후 다시 이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신민법 제정은 여성의

법적지위가 이조시대의 관습법에서 탈피하여 평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였다. 기초안 작성과 심의과정에 들어서면서 법

률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YWCA연합회는 여성문제연구원,

대한부인회, 대한여자기독교절제회, 대한여학사협회, 대한천주교부인

회, 대한여자기독교절제회, 대한불교부인회 등 8개 단체와 연합하여

법률편찬위원회 김병로(金炳魯)위원장 앞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

한 의견을 반영한 ‘여성단체의 민법(특히 친족상속권)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160)( 한국YWCA 반백년사 , 1976:134)

160) 건의서에는 호주권 관계, 혼인관계, 친권문제, 양자문제, 호주상속인의 순위문제, 재산

상속문제, 유류분 문제 등 남녀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종래의 누습을 

타파할 것 등의 7개 항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민법기초위원회에서 작성한 친족상속법 

초안은 여러 부분에서 민주화를 위한 법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성단체들의 요구에 미

치지 못하고 있었다. 



- 170 -

이후 신민법이 통과되기까지 한국YWCA와 여성문제연구회가 중

심이 되어 90여회의 강연회와 10여 차례의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

는 주로 국회의원 중 민법소위원회 위원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반대,

찬성 입장을 경청하고 여성단체연합은 우리나라 여성의 현실을 호

소했다. 친족상속권 차별조항 철폐운동은 가부장적 의식이 뿌리 깊

이 내려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찾으려는 최초의 시도로써

YWCA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한국YWCA 80

년사 , 2006).

연합회는 프로그램부 안에 사회문제부를 두고 간사 박순양이 실무

를 맡고 변호사 이태영, 전 연합회 부회장 최이순, 연합위원 유성순

이 위원이 되어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와 법적 지위, 여

성들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연구 조사했다. 1957년 공청회에는 여성문제연구원 장화

순, 대한여학사협회 홍용욱, 대한가정학회 회장 표경조, 대한

YWCA연합회 최희섭 등 여성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과거의 관습

법이 "처의 재산을 부부 공동관리제로 하여 남편들이 관리 사용실권

을 흔히 남용된 것"으로 지적되어 "부부가 각기 재산을 보유하고 또

는 스스로 이를 사용수익(使用收益)할 수 있는 별산주의(別産制)"를

주장하기로 했다. 즉 "소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소속이 투명하게 판

명될 때까지 부부 공유로 하고 여성들의 이혼의 자유, 이혼 시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함"을 추가했다(정광현,

1967).

이와 관련하여 YWCA는 이태영이 작성한 여성과 친족상속법 을

소책자로 발간하고 YWCA 회원들과 일반여성들에게 널리 배부하여

여성권리에 대한 계몽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인 자유당

은 ‘동성동본불혼제의 철폐’를 반대하는 유림들의 압력에 부딪혀 친

족상속법을 민주화시키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당시 통과된

신민법은 호주제도 폐지 대신 실현성이 희박한 입부혼(入夫婚)을 제

정하는 한편 동성동본불혼을 위시한 여러 가지 관습법을 그대로 유

지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한국YWCA 80년사 , 2006).

한국YWCA가 중심이 되어 통과시킨 신민법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공포되었다. 이태영이 법제월보 에 신민법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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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라는 논문에서 아래와 같이 신민법 제정의 의의를 밝힌 바

와 같이 신민법 제정은 가족법 개정운동의 1차 성과이며, 가족법 개

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신민법, 특히 새로운 친족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법

제사상 획기적이요,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이며, 우리는 다

음의 두 가지 점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형식상으로는

정부수립 10년 후에 있어 사법 분야에서는 최초의 획기적 입법

이라는 점, 둘째 내용상으로 보면 이는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봉건적 호주본위 가족제도를 취하는 후진적 수구적 현행 관

습법을 대폭적으로 개혁하여 헌법이 요청하고 국민이 갈구하여

마지않는 개인의 평등, 남녀 동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가족제도를 향해서 일보 전진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곽배희, 2009)

한국YWCA는 1958년 제 20회 전국대회에서 ‘혼인신고 강조운동’

과 축첩공무원 정비운동을 중점 사업으로 채택하고 여성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남성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혼인신고운동을 펼치기

로 결의했다. 혼인신고 강조운동은 1959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

지 3개월간 "혼인 신고를 하자"는 슬로건 아래 강연, 좌담회를 지속

적으로 열고 만화,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했다161). 당시 대

한YWCA연합회 사회문제부가 제작한 이 포스터는 전국의 결혼한

여성들에게 경각심과 함께 혼인신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주

었다. 이 운동은 박에스더의 영문 뉴스레터를 통해 세계YWCA와

161) 당시 포스터는 "혼인신고 하라!"는 큰 제목 아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내가 아

니라"고 전국의 아내들을 경고하는 문구를 써넣고 있다. 만화가 김용환이 그린 만화는 "

그들은 법적으로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남편에게 아내가 "아무래도 당신이 수상해요. 바른대로 말

해요"하고 다그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남편을 보고 "나 몰래 여자가 있었구나. 

간통쌍벌죄로 고소할테니 그리 알어" 하고 몰아부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남편

과 만나고 있는 여자를 찾아가서 "어디 할 짓이 없어 첩노릇을 하느냐?"고 따지자 여자

는 오히려 "이것 봐요, 우리는 혼인신고를 정식으로 했어요"하며 ‘혼인신고’ 용지를 내보

임으로써 정식 결혼을 한 본처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죄로 보따리를 싸들고 쫓겨나는 

것이다(월간｢한국YWCA｣1992년 7,8월호: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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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도 보고되었다. 이어서 YWCA연합회는 당시

공무원, 국회의원 중첩을 두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음을 확인하고

각 여성단체와 교회에 통고하여 "축첩자를 뽑지 말자"는 강연과 시

위를 계획했다162). 데모에는 "축첩자들에게 투표하지 말자"는 플래

카드를 앞세우고 제일 앞줄에 이태영, 최이순, 고황경이 여성들을

이끌었고 이 사건은 각 신문에 크게 보도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19일 서울 시공관을 가득 메운 약 2,000여명의 여성들은 ‘축첩

자를 대변자로 뽑지 말자’ ‘국산품 애용으로 참된 새생활을 꾸

며가자’고 소리높이 외쳤다. 아침 9시부터 모여들어 2시간에 걸

친 계몽강연을 들으면서 전에 없이 큰 기세를 올린 여성들은

다시 100여 폭의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서 데모를 전개했

다. 폭양을 무릅쓰고 전진하는 데모대 속에는 백발의 할머니도

끼어 있었는데 연도의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박수를 보내

어 동조를 표시하기도 했다. 시위에 앞서 열린 계몽강연에서는

고황경 여사와 이태영 여사가 축첩 반대 및 새생활과 애국심을

열심히 외쳐 여권신장으로 바른 나라를 세워가자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1960년 7월 19일자)

여성지위향상과 남녀평등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사회에 인식

시킨 후 YWCA는 1962년 8월, YWCA연합회가 주동이 되어 대한가

정학회, 대한어머니회,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여학사협회, 여성

문제연구회 연합으로 당시 혁명정부 앞으로 친족 상속법 개정과 가

사재판소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건의문을 제출했다.

162) 1960년 7월 19일 명동에 위치한 서울 시공관에서 열린 축첩자 관련 계몽강연과 데모

는 당시 유행하던 여러 시위와는 달리 선거와 연결시킨 한국 여성운동의 한 사건으로 기

록된다. 강연은 "아내를 짓밟는 자는 나라도 짓밟는다"는 내용으로 강변되었다. 그때만 

해도 남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첩을 두는 것을 예사로 여겼다. 여성단체들은 "

지도자부터 축첩을 하지 않아야만 축첩제도가 사라진다"면서 유권자들은 그런 지도자를 

뽑지 말라고 종용했다. 시공관 강연이 끝난 후 여성단체를 총망라하여 명동-미도파-종로

-을지로를 한바퀴 돌면서 축첩과 외래품 사용을 금지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한국

YWCA 반백년사｣에는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들이 무려 2,000여명이나 시위를 벌인 이

례적인 데모를 보고 시민들은 연도에서 이들을 환영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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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신민법을 이해하도록 하고

둘째 여성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주지시킨

다.

셋째 여성을 차별하는 법률을 고치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넷째 가사재판소(家事裁判所) 설치를 주장, 계속하여 혼인신고

의 필요성을 여성들에게 인지시키고 혼인 당일에 신고하

도록 권유할 것.

이외에도 한국YWCA는 공장이나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동부녀

자들의 일하는 상태를 조사하여 직업여성과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

치는 노동법의 변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비했다( 한국YWCA 반백

년사 , 1976). 여성들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1963년 10월,

가정법원(家庭法院)이 설치되었다.

1960년 민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호주제는 남성중심의 호주 및 호

주 승계 순위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1970년대에 호주제 폐지를 중

심으로 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범 여성운동으로 확대되었다. 한국

YWCA는 기독교적 신앙에 입각하여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확립하

기 위한 가족법 개정운동을 태동시켰고, 전국 조직망을 통해 가족법

의 악법적 요소를 알리고 개정하는 일에 참여했다.

(3) 학생YWCA 재건

해방 이후 학생 YWCA는 1947년 한국기독학생전국연합회(KSCF)

와 협조적 관계가 성숙되면서 각 학교 학생회에서 분리된 단체로서

의 조직 활동으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학생

YWCA 임원이나 지도자 강습회, 협의회가 잇달아 열리고 국제회의

참석과 각국 YWCA 대표들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대학

생부의 경우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때로는 YMCA와 합동으로

임원협의회 및 주말협의회를 가지면서 대학 YWCA의 방향과 지도

자로서의 자질을 훈련해 나갔다( 한국YWCA , 1961년 4월호).

1954년 서울수복 이후 YWCA 학생부, YMCA 학생부와 KSCM,

가톨릭 학생회가 모여 WUS 한국위원회를 결성했는데,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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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원장 백낙준, 부위원장 박에스더로 구성했고, 이 과정에서

YWCA 고문총무 박에스터의 노력이 컸다( 한국YMCA운동사 ,

1985: 401).

이러한 그의 노력이 기초가 되어 동란 속에서도 진해와 군산에 새

로운 지방조직이 생겼으며 학생 YWCA 프로그램은 중단되지 않았

다. 1951년 여름, 전남 광주에서는 YWCA․YMCA와 합동으로 학

생하령회를 개최하였고 그 해 10월 4일부터 3일 간 부산 필승각에

서 학생지도자 양성회가 열렸다163). 다음해 여름에는 처음으로 Y-

틴 캠프가 학생하령회와 별도로 열렸다( 한국YWCA 반백년사 ,

1976).

지도자 양성을 중요시한 연합회는 6·25 동란 중에도 김현자, 김봉

화, 김옥주, 박순양 등을 해외에 파견하여 연수받도록 하였다. 이들

은 해외유학 및 전문적 간사훈련을 받고 귀국하여 YWCA 지도자로

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인적투자는 YWCA가 조직활동으로서의 안

정을 거두는 기초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각종 임원강습회, 지도자

양성회 등 실무진의 수시 훈련을 통하여 사무를 체계화하며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키웠다( 한국Y반백년사 ,

1976). 이들이 한국YWCA의 핵심 리더로 일하도록 훈련하면서 한국

YWCA가 프로그램 수행기관이 아니라 운동체가 되도록 끊임없이

도전을 주었다. 이와 함께 사무행정체계를 정비했고. ‘모금’을 통해

재정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YWCA가 관변화 되지 않고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게 했다.

1953년 대학생부 전국연맹은 이화여대, 연대, 숙대, 경북대, 전남대

등 5개 대학을 중심으로 조직되고(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회

회의록철 1953.6 - 1954.12), 학생 YWCA가 가입하고 있는 세계기

독학생연맹(WSCF)의 적극적인 후원에 따라 명동협의회를 통해

1955년 YWCA, YMCA와 KSCF의 세 단체는 KSCC(한국학생기독

교운동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때부터 이들의 기구통합 문제와 프로

그램 협력관계가 중요과제로 떠올랐고 이후 기독교학생운동의 구심

점을 찾으려는 공동노력이 계속되었다. 1957년 KSCF는 고등학생

163) 하령회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앞의 2장 "초기 한국기독학생운동의 특징"에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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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완전히 분리하여 대학생만으로 NSCC(한국학생기독교운동협

의회)에 참여했다( 한국YMCA운동사 , 1985:397). 이처럼 학생으로

서 독자적인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학생단체들과 기독교학생

운동협의체(KSCC)를 구성함으로써 1950년대 중반에는 단순한 기독

교적 신앙운동에서부터 사회의식을 강조하는 학생운동의 성격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대학 YWCA의 공동훈련은

기독학생운동협의회 태동과 함께 세 단체의 합동 프로그램으로 발

전해 나갔다. 1958년 10월에는 세계기독학생연맹이 선정한 ‘교회의

사명과 본질(The Life and Mission of Church)’이란 주제로 추기 연

구회가 서울 광주 대구 등 3개 지방으로 나뉘어 주말 협의회 형식

으로 열렸다. 학생들은 자신의 종교적 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부

딪친 난관, 기독교인으로서의 난관 등을 극복하고 한국 교회가 지녀

야할 태도, 방향 및 사명에 관해 토의를 벌였다.(월간 한국YWCA

1958년 10월호). 1959년 한국 신학대학에서 열린 세 단체 임원협의

회에 이어 1961년(3월 24-27일) 인하공대에서 KSCC 주최로 전국

학생인원 춘기대회를 열었다. 이때는 4·19혁명이 지난 후여서 ‘기독

교의 정신무장’을 주제로 내세워 학생운동의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

했다(월간 한국YWCA 1961년 4,5월호).

대학 YWCA는 1950년대에 1960년 초에 이르기까지 학생YWCA

지도자들의 국제회의 참석과 국제적 교류가 활발한 활동을 벌일 만

큼 성장했다. 1956년에는 서독에서 열린 WSCF 총회에 참가를 필두

로 1959년과 1960년 미얀마 랭군과 프랑스 스트라스브르그에서 열

린 L.M.C(교회의 사명과 본질: The Life and Mission of Church)대

회에 참가, 한일 YWCA 학생과 지도자간의 교환방문과 대학YWCA

회원들이 일본 워크 캠프에 다녀오는 등 학생 YWCA활동은 프로그

램과 지도자 양성 외에 국제교류 면에서 큰 발전을 보였다. 1960년

대를 통해 각 나라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

인 것과는 달리 한국YWCA의 젊은이들은 기독학생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자세를 지켰다. 그러나 1961년 KSCC

주최로 인하공대에서 가진 전국 학생춘기대회에서 4·19 학생 혁명을

경험한 학생들의 관심은 국가 정치 경제문제와 지역개발문제 등에

집중되면서 사회의식에 눈떠갔다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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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YWCA가 사회의식을 갖는 데에는 하령회의 영향이 컸다. 대

학YWCA와 대학YMCA는 재건 후 합동 하령회를 재개하게 되었다.

1957년까지 이어진 합동 하령회가 피난 중에도 매년 열린 것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업 중 하나였다. 1951년부터 다

시 시작된 하령회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이 청년들을 훈련시킨 자

리로 볼 수 있다. 1951년에 열린 하령회에서 함석헌선생이 6회에 걸

친 성서연구를 지도했고, 조아라, 김천배 등이 강의를 맡았다. 당시

하령회에 참가했던 강문규는 "하령회에서 정말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 중에서 여자로서는 조아라, 남자로서는 함석헌은 지도력

이 넘쳐흐르는 분들이었다"고 회상한다. 1953년 부산 영도에 있던

연세대 분교에서 열린 하령회에는 김재준, 백낙준, 김옥길, 지동식

교수 등이 강사로 활동했다. 1954-56년까지의 하령회에는 김재준,

백낙준, 이한빈(경제건설), 유다령(농촌재건문제), 신흥우(통일문제)

등이 강의를 맡았고, 1957부터 기독교계에서는 진보적인 김하태 박

사가 기존 교단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웠던 ‘기독교의 세속화 논쟁’을

쟁점으로 제기하게 되어 이때부터 대학 YWCA는 신학적으로 진보

적인 논의를 접하게 되었다165). 50년대에서 70년 초반에 이르는 대

학YWCA의 하령회 주제는 다음과 같다.

164) ‘기독자의 사회적 관심(김형석)’ ‘정치적 생활과 책임감(로브)’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근

본적 과제(김형태)’ ‘지역사회 개발의 새로운 문제들(레이니)’ ‘새로운 기반에의 모색(유동

식)’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적 봉사와 사회참여(김현자)’등 세미나 제목에서 보이듯이 종

교활동을 내건 봉사 계몽활동에서 벗어나 눈앞에 직면한 사회현실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월간 ｢한국YWCA｣1961년 4,5월호:40).

165) 한국YWCA는 1957년 하령회를 마지막으로 합동하령회는 하지 않고 ‘대학YWCA전국

대회’라는 구조로 단독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정확하게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1957년 이후 대학YMCA에서 진보적 신학논쟁이 지속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논쟁 속에

서 대학YWCA 자체적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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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성인회원 대학생Y Y-틴

1948 1,243(13) 275(3) 1,081(7)

1950 124 (14) 1,562

<표 16> YWCA 회원 증감표 (1948-1972)

년도 하령회 주제

1951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의 극복

1953년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1954년 그리스도와 함께 건설하자

1955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1956년 기독자의 용기

1957년 대학생활의 소명

1959년 학교교회의 소명(이후 전국대회로 개최)

1964년 대학인의 역사참여

1965년 한국역사의 상황과 나

1966년 오늘의 한국사회와 새로운 삶

1968년 한국을 새롭게

1969년 국가발전과 대학생의 창의성

1970년 새세계를 향한 대학생의 책임

1971년-1972년 스튜던트 파워를 사회정의 실현에

<표 15> 대학YWCA 하령회 주제

당시 회원 수에서는 성인회원과 학생 회원 수가 큰 차이를 갖지

않는다. 학생회원들은 정해진 기간(학교 재학 기간)동안 회원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 수가 유지된다는 것은 성인회원들과 비교

할 때 훨씬 어려운 조건이다. 학생YWCA의 활동은 이처럼 숫자로

나 역할로나 한국YWCA의 핵심활동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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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2,452(12) 5,807

1953 2,316(12) 640 (11) 5,215(40)

1956 1,112 3,191(57)

1957 1,111(9) 1,178(11) 3.041(56)

1958 1,470(9) 1,281(11) 3,668(73)

1959 1,503(9) 1,290(14) 3,360(84)

1960 1,763(9) 1,349(18) 3,263(84)

1961 1,952(9) 1,886(20) 2,273

1962 1,989(9) 1,878(21) 2,300

1963 2,062(9) 1,824(21) 2,041

1964 2,412(9) 1,608(15) 2,368(60)

1965 2,030(9) 1,252(15) 2,371(64)

1966 3,125(9) 1,751(25) 2,411(153)

1967 7,125(11) 1,801(27) 2,285(163)

1968 5,764(21) 2,003(29) 2,872(184)

1969 4,676(22) 2,025(32) 2,397(179)

1970 5,189(17) 2,052(33) 2,554(165)

1971 5,361(17) 1,809(29) 2,478(142)

1972 5,184(18) 1,906(33) 2,297(150)

* ( )는 지방 수, 학교 클럽수 임

학생YWCA는 계속되는 통합 논의과정에서 ‘여성리더십’의 독자성

을 주장하며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된다. 한국YWCA의 재건과 더

불어 다시 시작된 학생YWCA활 동은 초창기 한국의 기독교 여성지

도자를 배출했던 한국YWCA의 역사를 이어서 한국YWCA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여성리더십의 배출 통로로서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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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 재건기 한국YWCA 활동의 특징

해방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1960년대에 이르는 이 시기는 정치, 사

회적으로 격동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여성운동은 좌, 우익의 이념

적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났고, 이들 중 좌익여성운동은 이념화된 운

동의 성격으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웠고, 관변화된

우익 여성단체들의 등장은 1970년대 이후 여성운동이 이전 시기의

여성운동과 명확한 구별점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국가의 재건시기와 맞물려 있다. 미군정기와 최

초의 민간정권, 분단으로 이어진 정치적 혼란기에서 무너진 체계를

복구하는 일에 정치, 사회의 전 분야가 공동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은 일제시기와 1970년대 이후 ‘개발국가’ 등에

비해 ‘국가’ 중심의 사고가 비교적 약하게 설정된 시기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 반공 이데올로기의 확산 속에서 여성운동

이 보수화되고 관변화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전쟁의 피해와 분단으로 이어진 역사에서 한국사회는 막대한 피해

를 입었다. 재산과 인명 피해보다 더 심각한 전쟁의 공포 등 정신적

피해가 남았고, 특히 한국교회는 북한의 교회를 잃어버리는 큰 상처

와 피해를 가졌다. 분열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전쟁에 협력할 수 밖

에 없었으나, 이로 인해 남북의 교회는 정치를 넘어서 종교로서 소

통과 협력을 시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안타까운 역사이다.

특히 분단 이후 극단적 반공주의 논리와 ‘근본주의 신학’이 확산되

면서 교단이 분열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보수화된 교회는 기

복신앙 중심의 교회 세력 확장에 앞장서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시대적 혼란 속에서 교회 여성들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

었다. 식민지 시대의 여성 억압에서 벗어나자마자 교회의 혼란을 겪

으면서 교회는 가부장적인 질서를 더 강화시켰고, 다수의 기독교 여

성단체가 구제사업이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나 사회변

혁적 차원의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YWCA는 재건과정에서 좌, 우익 대립과

교회여성들의 수동적인 활동과 상이하게 한국YWCA는 여권운동의

정체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YWCA는 전쟁 피해 복구 사업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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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여성운동으로서의 정체성도 강화시켰는데,

YWCA가 이 시기에 여권운동의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YWCA 재건 과정에 다양한 교단의 기독여성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초창기 한국YWCA가 형성한

초기 여성주의의 연속선으로 볼 수 있다. 초기 여성주의의 페미니즘

의 기본 방향은 여성의 자아의식을 깨우고 교육을 통해 여성의 불

평등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한국YWCA의 재건을 주도한 김성실과

신의경, 김필례 등은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

이었고, 창립자로부터 2세대의 리더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미국

으로부터 파견된 고문총무 박에스더는 미국YWCA 훈련을 통해 서

구의 여성의식을 교육받은 인물이었다. 자립적 정신과 미국YWCA

의 지원의 결합은 해방과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한국YWCA가

독립적인 조직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바탕이 되었다.

또한 1947-1972년까지 한국YWCA의 고문총무로 YWCA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박에스더166)는 재건과정과 자원조직의 시스템

을 구축하는 역할을 했다. 박에스더의 역할과 리더십의 특징은 제5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으나, 그가 리더십이 가졌던 ‘사람’ 중심의 운

166) 박에스더는 1902년 10월 18일 평남 강서군 증서면에서 목사이던 아버지 박종수(朴宗

秀)와 어머니 김경건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1904년 9월, 그가 두 살 되던 해 

하와이 이민 길에 올랐다. 위로는 두 오빠(관모 관두)와 아래로는 쌍둥이 남동생(관선 관

후)이 있었다. 그러나 큰 오빠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환으로 요절하고 둘째 오빠는 하

와이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건축가, 쌍둥이 동생들은 

하와이 대학에서 토목학 전공 후 시청 토지측량사가 되었다. 한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

서 고생하는 누이를 위해 오빠와 동생들은 그때마다 필요한 돈과 물건들을 보내주었다. 

연합회에서 오래 사용하던 피아노는 그의 오빠 박관두가 기증하여 후에 버들캠프장으로 

보내졌고 1968년 연합회 새회관 건립 때 그의 남자 3형제들이 누이를 위해 2층 기도실

의 스테인드 글라스와 의자를 마련해 주었다. 박에스더는 호놀룰루에서 성장하면서 

1926년 하와이 대학을 졸업하고 1928년 미국YWCA연합회 간사양성과정을 수료, 1936

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 수료 후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웨스턴리저브 대학교에서 사

회사업을 전공했다. 1936년 조선YWCA에서도 이미 박에스더의 파송을 미국YWCA에 요

청한 일이 있다. 그 자신도 그의 조국인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었으나 중일 전쟁으로 미

뤄지고 있었고 2차 대전이 끝난 후 미국YWCA 3년 대회에 참석했던 김활란이 상호협조

부에 정식 요청하여 박에스더의 파송이 결정되고 1947년 7월, 미국 상호협조부가 한국

YWCA 주재 고문총무로 임명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YWCA운동에 몸 바친 그는 

1969년 65세 규정에 따른 은퇴 후에도 국제 자원봉사자로 한국YWCA 고문역으로 끝까

지 봉사하다가 1980년 하와이로 귀환, 호놀룰루 아케디아 양로원에서 2001년 1월 30일 

99세로 영면했다.  박에스더의 삶과 YWCA활동은 김현자, 2003｢풍요한 삶｣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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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정체성은 재건 과정에서 유효하고 적절한 패러다임으로 작용했

던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YWCA는 1948년과 1956년에 열린 전국

대회에서 ‘목적’에 기초한 중점운동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새

로운’ 운동의 주체로 설정된 학생YWCA의 성장도 이 시기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

년도 프로그램 중점

1948년

1. YWCA 목적에 대한 검토

2. 우리 사회에 대한 지식

(현 여성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Y로서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가?)

가) 여성교화운동

나) 신생활실천 (의, 식, 주)

다) 국제친선운동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YWCA)

라) 직업여성훈련

1956년

YWCA운동은

1. 여성의 운동으로서

2. 회원의 운동으로서

3. 기독교 운동으로서

4. 세계적 운동으로서 라는 4가지 중점아래

(우리의 프로그램이 부녀자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내용 인가를 검토)

가) 여성의 법률적 지위향상

나)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노동법, 임금문제)

다) 정치적 평등

라) 교육평등

<표 17> 한국YWCA 프로그램 중점별 연혁 (1948-1956)

한국사회의 격동기에 한국YWCA는 박에스더 고문의 내한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대내외적으로 격변기의 혼란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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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훈련된 지도력의 존재는 한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례이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한국YWCA는

전란 상황에서도 세계YWCA에 지도력 훈련을 파견시킬 정도로 지

도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YWCA

에서는 많은 여성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박에스더의

파견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혁적 리더십

의 등장이었고, 한국YWCA가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를 세우는’ 자

발적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

한 바탕에서 한국YWCA는 초기 설정한 기독교 여성운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표명하면서 ‘가족법개정운동’과 학생YWCA

활동으로 대표되는 ‘기독청년운동’이 중요 주제와 주체로 활동하였

다.

좌, 우익의 대립된 상황 속에서 한국YWCA는 가족법개정운동을

중심으로 탈 정치적 여성운동을 지속해왔다. 초창기 기독여성운동이

진행했던 계몽운동이 이 시기 우익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속되었

고, 한국YWCA의 초창기 지도자들이 우익여성단체로 활동의 장을

옮겨갔으나 한국YWCA는 박에스더를 중심으로 새롭게 유입된 전문

적인 지도자들과 함께 여성운동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데 힘썼

다.

3. 회원의 조직화와 지역운동의 확장

(1) 박에스더 리더십

한국YWCA는 재건 후 7년 만에 다시 가진 전국대회와 하령회를

통해 재정난과 지도력 부족으로 취약한 지방YWCA를 돕고 학생

YWCA의 조직과 확장을 우선순위로 정하면서 미국YWCA의 지원

을 받아 박에스더를 고문 총무로 맞았다. 박에스더는 1세 때 부모를

따라 하와이 호놀룰루에 이주하여 성장한 이민 2세대이다. 호놀룰루

YWCA와 뉴욕YWCA에서 경력을 갖춘 지도자였던 박에스더의 내

한은 한국YWCA가 미국YWCA에 직접 요청하여 미국YWCA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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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YWCA 반백년사 , 1976).

박에스더는 한국YWCA가 오늘의 성장을 하기까지 가장 많은 공

헌을 한 지도자였고, 1947년 11월 한국에 도착한 직후부터 1972년까

지 고문총무로 한국YWCA의 발전을 이끌었다. 한국YWCA 운동과

조직구조의 모든 면에서 그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특

히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학생YWCA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

로써 한국YWCA 성장의 기초를 닦았다. 박에스더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몇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로, 미군정기에 미국으

로부터 내한한 박에스더는 미국YWCA와 세계YWCA의 협력을 이

끌어낼 수 있었던 자원이었고, 국내에서도 그 자체가 ‘상징’인 인물

이 될 수 있었다. 둘째로는 20년간 미국YWCA에서 훈련된 그의 리

더십은 조직의 재건기에 있었던 당시의 한국YWCA 상황에서 꼭 필

요한 것이었다. 특히 탁월한 모금 능력은 한국YWCA 재건의 기초

를 세울 수 있게 했다167). 셋째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식이

었다. 전란 속에서 본국의 송환 요구로 미국에 돌아갔으나, UN의

한국재건위원단의 일원으로 1952년에 다시 돌아와서 난민구호에 앞

장서서 일했다168). 한국에 대한 그의 애정이 한국YWCA 뿐만 아니

라 외부에서도 그를 지원하게 한 바탕이 되었다.

박에스더가 한국에 온 후 시작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

다. 첫째로는 ‘자발적 결사체’의 기초가 되는 ‘자원(自願)’ 활동가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169). 그는 회원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167) 박에스더는 YWC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달을 획기적으로 수행한 인물로 평

가되고 있다. 그는 어느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YWCA의 후원을 요청했고, 그의 후원

으로 YWCA회관의 건축, 소사에 있는 버들캠프장의 건축 등이 이루어졌다. 매년 크리스

마스에 전세계 600명이 넘는 YWCA 후원자들에게 직접 카드를 써서 보낸 일은 많은 사

람들에게 회자되는 일이다. 

168) 당시 UN 재건준비단의 조사단 자격으로 2주간의 여권을 입수, 한국에 들어온 박에스

더는 이승만 대통령의 강연회장에서 대통령을 만나 여권 연장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직

접 유엔군 사령관에게 여권 연장을 부탁하여 2년간을 연장, 부산에서 YWCA의 재건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 1952년 8월, 다시 한국에 돌아온 그는 "어찌나 고국산천이 그립던

지, 더구나 전란 중에 처해있는 내 나라 내 동족, 사업을 같이 하던 벗들을 생각할 때마

다 눈물이 앞서고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이 간절했다"고 했다(김현자, 

2003). 

169) 한국YWCA는 초창기 창립부터 외국 YWCA 경험을 가진 창립자들에 의해 세계YWCA

의 조직체계가 전해졌다. 한국YWCA는 창립 기에는 정확한 조직 체계가 갖춰져 있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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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자원지도자, 즉 리더십을 갖춘 회

원이 되도록 해야 함을 역설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다 합의하는 것은 그리

중요 하지 않지만 그들이 참여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참여의 기회는 보통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치활동이고 다

른 하나는 자원단체나 민간 사회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다.

민주사회의 참 시민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참여를 다 해야 한

다.

자원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들의 존재가 없이는 어떤 단체나 조

직에서도 운영될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을 말한다. 이들

은 프로그램의 팔이요, 다리요, 눈이요, 영혼이다. 그들이 행하

는 일은 크건 작건 다 중요하다. 따뜻한 미소, 친절한 행동 하

나가 남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가 강조한 자원지도자의 개념은 ‘좋은 시민’으로서, 민주적인 사

회를 구성하는 시민사회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자발적

결사체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한 토크빌의 개념에 입각한 것

이라 볼 수 있다(A. 토크빌, 1997).

"YWCA는 어떤 기관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YWCA는 ‘사람’입

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종파를 초월해서 개인의 발전을 조장하

는 동시에 개성을 인정해주는 곳입니다. 둘째, YWCA는 움직

입니다. 언제나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목표만

은 불변입니다. 그러기에 YWCA는 100여 년 동안 발전하고 향

상하여 왔습니다. 사회와 여성의 요구에 따라 변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YWCA는 기독교적 목적 앞에서 일합니다. 위

로는 하나님을,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교훈을 실천

보다는 기초적인 조직형태만 가지고 있었다. 또한 조직체계가 미친 영향보다는 ‘민족의 

독립과 여성의 계몽’이라는 뚜렷한 운동의 목표가 조직을 움직인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재건 기 한국YWCA는 새로운 조직 체계가 요구되었고, 이 때 박에스더는 미국YWCA 경

험을 토대로 자원조직체의 고전적인 조직체계를 한국YWCA에 정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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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옮기려 합니다. YWCA는 활동을 위하여 행사 자체에 중점

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여 민주주의적으

로 잘 자라서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임

무입니다."(월간 한국YWCA 1959년 제2호)

이러한 그의 생각의 바탕에는 기독교의 평등주의적 인간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이 죄인의 구세주가 되고 친구가 되신 것

같이 YWCA도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YWCA가 다양한 회원의 운동체로 존재하도록 했다(김현자,

2003). 또한 민주적 회의구조를 확립시킴으로써 모두가 평등한 회원

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지도자로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다.

둘째로, 한국YWCA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참여하도

록 지원했다. 당시 세계YWCA 프로그램 정책은 인종, 계급,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의 사람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대하는 운동

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평등․정의 면으로 프로그램 방향을 전진

시키는데 비해 해방 직후 한국YWCA는 종교교육, 신앙고백을 강조

한 예배가 중심을 이루고 사회적 활동도 구제사업에 그치고 있었다

( 한국YWCA 80년사 , 2006). 박에스더는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여

성 사회운동으로서 YWCA 활동이 이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고 판

단하여 그때부터 이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서울YWCA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한 말에서 그는 모든 회원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도자의 교육에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 YWCA는

회원의 운동임을 알게 하고 회원이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결코 YWCA는 어떤 그룹이나 어떤 일부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특히 YWCA는 사회문제에 있어 앞서고 항상 연구하여 도와야

한다. 우리의 사회문제는 기독교 문제이다." (1963년 ‘서울

YWCA 총회에 부치는 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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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는 한국의 NGO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기 이전에 광의의

결사체 개념으로 한국YWCA의 고유한 조직적 정체성을 확립시켰다

고 볼 수 있다. 즉 자발적 회원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운동체

로서의 조직의 특성을 명확히 밝혔고, 그에 맞는 조직체계를 확립했

다. 회원의 제한이 없고(연령, 성별, 인종의 제한 없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자원봉사’를 가장 중요한 운동의 자원으

로 개념화 한 것은 한국YWCA가 모든 주제의 운동을 다양한 주체

들이 지역의 상황에 맞게 펼쳐가는 운동의 주제별, 지역별 분화가

가능한 조직의 체계를 확립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박에스더는 한국YWCA운동의 중심으로 무급 자

원봉사자(자원지도자)와 유급 전문활동가(전문직간사)의 개념을 확

립했다. 한국사회에서 80년대 이후 사회운동조직이 비약적으로 성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것

은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의 시민운동이 자발적 결사체로서 일반

시민들의 대중적 참여에 기반 한 것이 아니라 이슈 중심의 시장형

조직(조대협, 199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의 시민들이 자

발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공동체형 조직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러나 이러한 시민참여형 조직의 모형으로 YWCA의 회원조직체계,

즉 결사체적 모델은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결사

체들의 기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박에스더는 회원구조의 대

중조직을 체계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셋째로, 핵심 리더십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훈련을 체계

화시킨 점이다. 결사체적 조직은 핵심리더십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

게 된다. 리더십은 미시동원맥락인 조직과 자원, 즉 회원조직을 결

속시키며 이들을 상부구조인 운동의 전략과 매개하는 고리이다. 회

원의 다양성과 평등성이 인정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부

분의 YWCA 회원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들로 한정되고 중

류이상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YWCA가 중산층

기독여성 중심의 운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조직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대상의 편중이 운동의 한

계를 갖게 한다는 판단으로 박에스더는 공장과 농촌 등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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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하는 YWCA운동을 목표로 지도자 양성을 시작했다.

"YWCA는 모든 여성을 인종과 주의와 신조와 경험을 막론하

고 한데 결합시키는 정신적 세력이다. YWCA의 기독교적 목적

은, 또한 종교는 생활전체와 관련된 것이며 민주주의적 사회의

행복과 원천이 되는 것이라는 신념의 확인이다. 종교란 공무와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사람들의 생활을 좌우하며 인간성

을 성취시키든지 파괴시키든지 하는 사회문제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 YWCA회보 , 1950년 3월)

그는 계몽운동과 복음주의적 운동에 머물던 한국YWCA 프로그램

을 YWCA 본래의 운동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변경시켜 나갔다. 직업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대학 졸업생 중 훈련간사를 선

발하여 미국YWCA의 청년회 사업을 연구하게 하고 지방 YWCA를

순회하면서 지방YWCA의 프로그램과 조직활동을 지도, 지도자 강

습회, 임원강습회를 열어 학생YWCA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력

양성에 주력했다170).

"1.대학생이나 Y틴을 육성하지 않으면 YWCA는 쓰러진다. 기

성층은 너무 고집하지 말자. 2. 지도력을 강화해야겠다. 경비가

문제라고 지도자를 줄이지 말자. 3. 회원을 강화하자. 가치 있

고 합법적인 봉사나 특권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YWCA에 속할 때에 이상과 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속

한다는 것이다. 대학생Y운동으로 YWCA가 역할을 할 것이 많

다고 본다. YWCA는 목적이 중심이지 프로그램이 중심이 아니

다. 많이 하는 것이 YWCA가 아니다. 목적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월간 한국YWCA 1962년 8월호)

당시 상황에서 박에스더의 생각은 획기적인 것이었고, 그는 말로

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그의 생각을 전했기 때문에 많

170) 당시 훈련을 받은 대표적 인물이 손인실, 김현자, 김봉화, 안인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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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YWCA연합회 총무를 역임한

고 박영숙 전 여성재단 이사장은 박에스더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에스더 선생은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만드는 분이었어요. 그

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 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셨

어요. 그러면서도 매사에 정확하고 철저하게 임하셨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에스더 선생에게서 회의하

는 법, 말하는 법, 일하는 법을 모두 배웠어요. YWCA에서 실

무자로 일하면서 배운 것이 내가 다른 단체에서 지도자로 일할

수 있게 한 기초였습니다."

박에스더의 활동시기에 한국YWCA의 조직적 정체성인 "A"가 ‘연

대추구형’ 조직을 넘어서 ‘목적추구형’ 조직(이승훈, 2002)으로 전환

하는 개념과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자원적 조직의 핵심인 자원활

동가(자원지도자)의 리더십의 핵심이 ‘시민성’에 있고, 이를 갖추도

록 하는 교육과 훈련을 체계화시켰다. 또한 학생과 청년층의 참여

확대로 한국YWCA가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교체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에스더의 리더십을 통해 한국YWCA는 전란과 전후 복구과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직의 정체성, 즉 조직의 존재이유

를 고민하고 찾아 나간 중요한 도전의 시기를 가졌다. 그것은 박에

스더라는 개인의 힘이 아니라 박에스더가 훈련받은 YWCA의 정신

이었고, 그가 경험한 미국의 학생YWCA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박에스더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한국YWCA

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박에스더의 노력

은 이념적 분리가 강하게 드러난 1960년대 시기에 한국YWCA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개방된 조직이면서 관변화 되지 않는 조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했다.

(2)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한국YWCA는 정부에 등록된 NGO의 조직 형태로 존재했다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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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허용되나, 내부 의사결정은 회원들의

총회에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시민운동조직은 전문가나 상근실

무자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기 쉽다. 김준기는 NGO의 내부지배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총회가 명목상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는 존재

하나, 실제로 영향을 주는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는 이사회와 운영

위원회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상임

위원회와 달리 단체의 집행부로 구성된 사무처와 집행위원회가 포

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책임성의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특히 대변형(advocacy) NGO는 37.21%의 단체가 운영

위원회를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 응답해서 서비스 NGO등과 비교할

때 책임성 주체에 대한 명확성의 요구가 드러나고 있다(김준기,

2005:43).

빈도 (열 백분율) 최고의사결정기구 실질적 의사결정기구

총회 48 (63.16) 4 (5.26)

이사회 14 (18.42) 30 (39.47)

운영위원회 2 (2.63) 23 (30.26)

상임위원회 9 (11.84) 2 (2.63)

상임운영위 1 (1.32) 6 (7.89)

집행위원회 2 (2.63) 8 (10.53)

기타 0 (0.00) 3 (3.95)

합계 76 (100.00) 76 (100.00)

<표 18> NGO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출처 : 김준기, 2005:44>

자원조직체의 핵심은 자원 활동가들의 ‘참여’에 있다. 이들이 참여

171) 한국YWCA는 1946년에 문교부에 등록, 임의단체로 존재했고, 자산관리를 맡는 한국

YWCA연합회 후원회가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존재했다. YWCA가 임의단체로 존재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도 구조연구를 통해 연합회가 전국을 

대표한 기구로 법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제안되었고(한국YWCA연합회 구조연구보고서, 

2010), 이에 따라 2011년 1월에 문광부 소속의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로 법인 체

제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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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적절하게 만드는 것이 운동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요구와 이익에 체계적

으로 대응(systemic responsiveness)하는 것(May, 1978; 김준기,

2005에서 재인용)이라는 정의를 기초로 김준기는 NGO가 과거의 성

과와 사회의 구성원이 인지하는 명성에 따라 조직의 생존이 결정되

며 특히 조직의 내부지배구조에 있어 민주성의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NGO의 활동에 관련되거나 영향

을 받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발언권을 주어야 하며, 이는 선거제

도나 ‘선출을 통한 대표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들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김준기, 2005:31-36).

YWCA는 조직 구조 내에서 민주성을 갖추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신력을 유지하면서 역사를 이어올 수 있

었다. 한국YWCA는 1930년에 규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회인

연합위원회와 이사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실행위원회 구조의 조직체

계를 갖추어왔다. 총회의 기능을 하는 연합위원회는 지방의 대표로

서 회원YWCA의 회장이 직권상 대표로 참가하고, 연합위원회와 별

도로 회원대표가 직접 참가하는 전국대회가 존재한다.172) 총회인 연

합위원회의 상위기구로 조직되는 전국대회는 향후 3년 동안 실시하

게 될 1) YWCA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결정 2) 헌

장개정 3) 실행위원과 공천위원 선출 4) 연합위원회와 회원 YWCA

가 제시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173) 이렇게 구성된 연합위원들은

172) 하령회로부터 출발하여 전국대회로 바뀐 구조는 1956년부터 시행되었다. 2년마다 한 

번씩 전국대회를 가졌고, 이후 3년주기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2010년에 다시 2년 주기로 

변경된 후 2011년 사단법인 체제로 개편되면서 4년 주기로 변경되었다. 여기서 공천위

원(7인)을 선정, 공천위원은 연합위원을 천거한다. 연합위원이 되면 정책결정에 참여한

다. 연합위원회는 바로 전국대회에서 선출된 30명 내외의 실행위원과 정회원․준회원, 

YWCA회장, 대학 YWCA전국협의회 회장, 청년협의회회장으로 구성되는 만큼 연합회의 

최고 의결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연합위원회는 매년 열리는 총회와 하령회를 주관하며 

그 구성원인 연합위원은 8명에서 12명까지 총회 때 회원의 투표에 의해 연합위원, 공천

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위원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연합위원을 천거하면 총회에서 

이를 인준해준다. 집행부의 임원은 연합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73) 3년 주기로 열린 전국대회는 대회가 열리기전 대회준비위원을 구성하여 전체 준비위

원회와 수차례의 소 분과회의를 거쳐 대회준비에 들어간다. 전국대회 대표자 자격심사위

원회는 연합회 헌장 제7장 제26조(대표) 1항 "전국대회 대표는 정식대표(회원비례대표, 

직무상 대표)와 방청대표로 구분한다"에 의거하여 정식대표와 준회원 YWCA의 회원 비

례대표, 직무상 대표와 방청대표를 배정하게 된다. 정회원 YWCA의 회원비례 대표는 회



- 191 -

한국YWCA연합회 회장단(회장, 부회장)의 선거권을 부여받고, 직접

선거 방식으로 한국YWCA연합회의 대표를 선출한다.

또한 실행위원의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 연합위원회와 별도 구조인

공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천위원도 배수로 추천된 후보들 중 제한

된 숫자의 공천위원을 전국대회에서 회원들이 직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174). 공천위원회는 매번 실행위원의 공천규정을 개정하고,

연령별로 선출 숫자를 정해서 각 연령층이 실행위원으로 고르게 분

포하도록 한다175).

한국YWCA연합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2명, 회계 2

명으로 구성된다176) 임기는 각 3년이고, 회장은 2선으로 제한하고

있다.177) 해방 이후 YWCA가 재건된 이래 지금까지 연합회 임원이

장․총무를 포함한 6명의 대표와 매 300명 회원을 기준으로 1명의 비율로 하되 회비납부 

실적과 회원수에 의해 대회 참가자를 배정한다. 방청대표는 정식 대표수의 80%로 하되 

회원수를 참작하여 정회원 YWCA 3명, 준․클럽․준비회에는 2명 한도에서 추가로 배정하

고 있다(한국YWCA연합회 제32회 YWCA전국대회 보고서:17-18).

174) 공천위원의 자격은 6년 이상의 YWCA 경력을 가진 정회원, YWCA 목적달성을 위해 

책임을 수락하는 사람, YWCA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후보자의 인

적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한국YWCA연합회 운영규정’ 

2011).

175) 실행위원은 1)소속교파 2) 최종학력 3) 직업 4) YWCA 관계(관계연한, 경력, 직책)등

으로 자세한 인적사항과 후보자를 대회 이전에 고지하기 시작했다. 전국대회가 열리기 

한달 전에 월간｢한국YWCA｣에 인적사항과 함께 35세 미만 6명, 36-45세 10명, 46-55

세 12명, 56-65세 12명, 65세 이상 8명 등 40명과 공천위원 후보자 14명, 세계YWCA 

대표 후보자 8명 등 총 62명의 사진을 싣고 있다.(월간 ｢한국YWCA｣ 1976년 7.8월

호:11-19) 각 해당 연령에서 그 절반이 투표 결과에 의해 위원에 선출되는 것이다. 

176) 한국YWCA 헌장에는 임원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회장은 1) 대한YWCA연합회를 대

표하며 연합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2) 전국대회, 연합위원회, 실행위원회,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후원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상임위원장, 전국대회 위원장 등 기

타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다. 4) 모든 위원회에 직무상 참석할 수 있다. 부회장은 회장

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서기는 전국대회, 연합위원회, 실행위

원회 및 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는 업무를 맡는다. 회계는 연합회의 모든 회계업무

를 관장, 매월 결산보고는 실행위원회에, 연차 결산보고는 연합위원회에 제출하고 3년 

종합결산보고를 전국대회에 제출한다. 회계는 연합회 후원회 당연직 이사가 된다 (｢한국

YWCA연합회 헌장｣, 2009년 최종 개정).

177) 종신제나 다름없는 경우는 초창기 임원 중 유각경은 1922년 6월 연합회 재정위원으

로 출발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 외에 회장의 당연직인 연합위원을 겸하고 1924년부터 

10년간 서울YWCA 총무․이사를 겸임, 1966년까지 44년간 YWCA 실무에 종사해왔다. 

김활란은 1922년 회장으로 출발하여 연합위원을 겸하면서 헌장제정위원, 총무 등 32년

간 실무의 핵심에 있었다. YWCA와 한번 인연을 맺으면 서기, 회계, 총무나 회장이 아니

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의 부장, 위원장, 위원, 간사 등으로 자리 위치만 바뀌거나 겸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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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행위원을 보면 매 전국대회 때마다 임원개선과 연합위원을 선

출하고 있으나 특별한 유고시를 제외하고는 재선, 3선을 하는 예가

대부분이고 실행위원이나 각부 상임위원의 경우에도 20년, 30년 이

상 근속 이사들이 계속 연임, 중임되어 종신직이나 다름없는 지도체

제를 갖추고 있었다. 실행위원은 초창기부터 역대 행정 구조에 연합

위원=실행위원을 묶어 12인으로 명시하고 1950년부터 25인 이상,

1956년에는 연합위원 30인 이상(임기 6년)으로 늘어났다. 연합위원

은 대략 25인에서 1956년에 30인, 30인은 다시 6년 위원, 4년 위원,

2년 위원으로 나뉘어진다. 지도력의 빠른 교체라는 면에서 답보상태

를 인식한 연합회는 1962년 제21회 전국 대회에서 회장에 관해 4선

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YWCA80년사 , 2006). 이후

1970년 7월에 개정된 헌장에는 회장의 임기가 3선 제한으로 단축되

었다.

1960년대 당시 한국YWCA 구조는 각 단위의 연결을 자세히 보여

주면서, 특히 구조도에 ‘선출’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가 확립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많고 실행위원, 이사로 연결되어 Y와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들을 실무에서 벗어나면 명

예로운 명예연합위원으로 묶어두고 있다(｢｢한국YWCA 반백년사｣, 1976:179, 243, 262). 



- 193 -

구 분 명 단

임원
회장: 김애마 부회장: 손인실 김현자

회계: 문태임 이마리아 서기: 이희호 김영희

연합위원
김갑순 김영정 김종희 김현자 문태임 손인실 오

춘희 이마리아 이명자 정희경 최구 최순 (12명)

공천위원
이희호 최이권 유주경 정광모 현하규 이차례 주

선애(6명)

<표 19> 1973∼1976년도 연합위원 명단

<그림 3> 1965-1973년의 한국YWCA연합회 구조도

1973년도 제25차 전국대회에서 선출된 임원과 연합위원(선출된 실

행위원 포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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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YWCA

협의회평의원
김갑순 김영정(2명)

실행위원

고황경 김갑순 김신실 김애마 김영정 김영희 김

정옥 김정한 김종희 김현자 문인숙 문태임 성정

순 손인실 심치선 유성순 이마리아 이명자 이태

영 이효재 이희호 정희경 채선엽 (24명)

명예연합위원 김필례 김폴린 박에스터 양매륜 (4명)

1970년 제1차 연합위원회에 보고된 자원지도자 현황은 전국적으로

선출된 이사 197명, 임명된 무급 자원지도자는 441명에 달한다. 1년

간 이들이 참석한 이사회와 위원회 회의가 400회 이상인 것은 자원

적 조직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60여 년간 한국YWCA의 자원지도자의 활동을 지속해

온 김영정 명예연합위원은 "한국YWCA가 시대별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부여했고, 각자의 전문성이 모아서 여성운동의 전문영역을 개

척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한국YWCA는 평생운동으로서 누가 참

여하더라도 연령과 전공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원지도자 수 이사회 각부 위원회

이사

위원(무급

자원지도

자 포함)

회의수
참석자수

(연인원)
회의수

참석자수

(연인원)

197명 441명 100회 1,371명 328회 2,539명

<표 20> 자원지도자 구성과 회의 현황 (1969)

민주적 조직구조가 확립된 조직 참여의 경험은 여성리더십이 훈련

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다수의 리더십이 훈련되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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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체계 정비는

이와 동시에 운동의 이념적 고민, 즉 운동의 프레임이 형성되었을

때 정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지속적인 성과를 가질 수 있다.

(3) 회원의 조직화

자원조직체의 핵심은 회원의 조직화에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YWCA운동의 핵심 리더십의 역할을 수행한 회원조직은 학생

YWCA(대학YWCA/Y-틴)이다. 초창기 한국YWCA는 학생과 청년

회원층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재건 이후인 1950년대 말부터 지역조

직이 확대되고 성인회원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

생YWCA는 독자적 활동을 지속해갔고, 성인회원의 조직화는 한국

YWCA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YWCA는 대학YWCA와 구별되는 청년YWCA 활동으로 성인

회원조직을 시작했다. 청년활동은 직장 청년들을 중심으로 취미와

봉사활동을 하는 클럽활동이 대부분이었다. 청년활동을 통해

YWCA는 다양한 청년들의 상황과 요구를 보게 되었고, 특히 대도

시인 서울의 경우는 초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도시에 몰려드는

청년 인구의 특성과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

작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60년대의 서울YWCA 지역 활동과

주부클럽이 태동되었으며, 이 활동들은 1970년대 한국YWCA가 본

격적으로 진행한 여성노동자를 위한 인권보호운동으로 연결되었다.

1965년 1월에 서울YWCA는 지역활동부를 설치하였다. 지역활동부

는 서울YWCA가 전개했던 지역 봉사활동을 확장, 전문화시킴과 동

시에 회원의 조직을 지역단위로 넓혀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서울의 인구가 600만 명에 이르게 되면서 명동의 회관을 중심

으로 하는 YWCA 활동은 다양해지는 지역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

기에 역부족이었다. 지역 상황에 맞는 분산화를 고민해 온 서울

YWCA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려는 노력으로 지역활동부를 신설했

고, 지역활동부는 지금까지의 소외된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넘어

서 더 깊이 사회문제에 파고들어 지역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요구

에 응하는 활동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YWCA 50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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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93).

지역활동부의 활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서울YWCA는 청년 활동

으로 대동모방, 서울부녀 보호소, 여군, 교도소 등 4곳에서 교육과

클럽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1965년 2월에 마포 아파트를 중심으

로 어머니 교실을 시작했고, 당시 수재민 동네로 알려져 있던 남가

좌동에 클럽활동을 조직했다. 이어서 10월에 서울여객 여차장 합숙

소에 여차장 클럽이, 동여직물 공장 여직공 클럽이 조직되었다. 이

러한 다양한 형태로 1965년 한 해 동안 10개 거점 지역에 클럽 활

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서울YWCA 50년사 , 1976:193).

지역 활동은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단위

별 모임은 버스 여차장의 단체 숙소가 거점이 되기도 했고, 대한모

방이나 공영직물 등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

원하는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담당 실무자로 일했던 홍인숙 Queens

YWCA 고문총무는 당시 지역활동부 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보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그가 플러싱의

한인YWCA(현재의 뉴욕 Queens YWCA)를 세우는데 기초가 되었

다.

"한달에 20일은 족히 서울을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

명했던 경향신문의 신태민 기자가 강사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

니다. 당시 수색이나 송파는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특히 송파에

있던 상이군인촌에 가서 이들과 사회와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

할도 지역활동부가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여차장의

활동이었는데, 버스 종점에 있는 숙소에 마련된 교육장에 가서

10대 여성이 대부분이었던 여차장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한 의식 교육이 이들의 자립에 큰 영향을 주었습

니다." (홍인숙 인터뷰 자료 중)

지역활동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기관장들은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해 주도록 요구하거나, 활동을

기피하는 사례도 많았고, 지역의 교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

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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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짐으로써 지역활동을 확대하는데 노력했고( 서울YWCA 50년

사 , 1976:194), 서울YWCA의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의 YWCA와 연

합회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한 기초가 되었다.

1965년 3월 18일, YWCA연합회는 저소득 직장인 및 실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도시산업선교회 소속 목사들을 초청하여 60년

대 이후 부쩍 늘어나기 시작한 공장 여직공들의 문제와 윤락여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강연회를 가졌다( YWCA소식 1965년 3월

호). 당시 교육 내용에 대해 YWCA소식 1965년 3월호에서는 다음

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3,500여명의 부두노동자 중 22명으로 조직된 월미회는 각 가

정을 심방하여 부인이나 자녀들을 만나고 가족계획을 상담했

다. 1963년 통계를 보면 월수입 3,000원으로 8명 내지 10명의

가족이 생활하다보니 그 비참한 지경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근해에 나가는 선원들은 약 3개월 노동에 7,000원을 받고 있다.

그들이 집을 비우는 동안 어부들의 가족을 돌봐주는 일이 절실

히 요구된다."

당시 방직공장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영등포 공장지대는 정식으

로 고용된 5만 1,000여 명의 직공 중 여공은 4만여 명, 노동시간은

하루 11시간, 임금은 월평균 2,800원이며 일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

을 합산하면 노동시간은 하루 14시간이나 되었다. 수많은 여공들은

저임금 노동력으로 한국의 공업화에 기여하고 있으면서도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받을 수 있는 노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었다. 조지송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전국 공업노동자들의 25%에 해

당하는 약 25만 명이 노조에 가입되고 나머지 60, 70만 명은 제외되

어 있었다. 여공들이 소속된 것은 주로 방직 제약 이용 미용 차장

합판(목재회사) 등으로 여성들은 직업전선에 나왔다가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해 윤락여성으로 전락하는 일이 많았다( 한국YWCA 80년

사 , 2006).

영등포지역에서 산업전도를 해온 조지송 목사는 "이런 문제들을

종교단체가 국부적으로 돕기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높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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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 모임 수 참석자 수

여차장 16회 1,592명

후암동 기숙사 12회 116명

부녀보호소 10회 315명

여군대대 9회 1,054명

남가좌동 9회 181명

서울여객 5회 138명

서대문교도소 10회 794명

대한모방 8회 913명

동영직물 10회 794명

샘골 6회 319명

<표 21> 서울YWCA 지역활동 현황 (1966)

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단결된 힘을 과시하는 것만이 그

들 스스로를 향상시켜주는 지름길이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어려운

형제의 어려운 일에 동참할 때 비로소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기독

교산업선교회의 전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YWCA 소식 1965년 3월

호).

도시산업선교회 목사들의 강연은 YWCA 지도자들에게 많은 감명

을 주었다. 이제까지의 농촌지역과 저소득층을 향한 부엌 개량, 농

촌 일손 돕기도 중요하지만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사회 저

변에 깔린 문제의 핵심에 파고드는 지역 운동을 벌여야한다는 자각

을 안겨주었다.

지역활동은 1970년대의 본격화된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노동운동으

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활동은 기관의 책임자들의 요구에 맞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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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실무 리더십이 부족한 한계

에 부딪히게 되었다.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 놓여있던 여성 근로자

들을 위한 기초 교육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된 1960년대

후반의 지역활동은 도시로 이주한 젊은 여성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지역 활동은 YWCA운동을 회관

의 ‘프로그램’ 중심에서 지역으로 흩어지는 ‘지역’과 ‘회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와 여차장 등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여성 청년의 조직화는 성과를 갖지 못했다178). 그 이유

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당시의 활동이 각각의 거점인 공장과 회사

에서 허가를 받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주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

램을 중심으로 해야 하므로 교양교육과 취미활동을 주로 하게 되었

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참가 구성원들을 이해

하고 계층적 격차를 갖지 않는 산업 프로그램 전담 실무 리더십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선교에서 채택한

실무자의 훈련내용에는 남자는 1년, 여자는 6개월 이상 공장에서 노

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조승혁, 1981:91). 그러나 YWCA의

경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무

훈련을 거친 리더십을 지역에서 갖추기는 어렵다. 이러한 배경으로

보면, 당시 지역활동에 대한 서울YWCA의 접근은 관념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여차장이나 여자 노동자 중에서

자생적 지도력을 형성시키는 노력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활동의 노력은 당시 실무활동가로 조직화의 경

험을 축적한 홍인숙에 의해 미국 이민자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

는 자생적 지도력 형성으로 이어졌다179). 또한 이 지역활동의 기반

178) 서울YWCA의 지역활동은 청년조직의 봉사활동으로 시작된 것이다. 청년클럽이 빈민촌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공장 여직공을 위한 프로그램, 여군 초청의 프로그램을 실시했으

나, 이러한 활동은 클럽회원의 단결을 가져왔다고 평가되었으나,(｢서울YWCA 50년사｣, 
1976:144), 봉사활동의 의미로는 조직화에 이르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역활동이라는 새

로운 영역으로 이관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활동부의 목표는 조직화 보다는 

지역의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179) 홍인숙에 의하면 지역활동의 축적된 경험은 미국 플러싱에 한인을 중심으로 이민자 

YWCA(Queens YWCA)를 조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 한다. 특히 같은 이민

자로서 삶을 공유했던 홍인숙의 경험은 서울YWCA에서 훈련받은 리더십이 지역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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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후 여성의 인간화를 주제로 진행된 한국YWCA의 여성인권운

동에 영향을 주었고, 지역활동에서 나타난 주부조직의 요구는 클럽

회원의 조직화로 연결되었다.

(4) 주부클럽의 회원 리더십

1965년 10월 8일에 있었던 서울YWCA의 지역개발 심포지엄에서

연세대 오기형 교수는 "도시화하는 근대사회의 필연적인 과정양상이

지만 전통적 사회에서 도시화 과정에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

러한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Community Organization을 통해

지역의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 좀 더 건전한 방향을 제시하여 조직

적으로 토의하며 대표적 지역을 선택하여 전문적 견지에서 어려운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단위지역으로 전문 분야

를 달리한 책임자들이 모여 도시지역 개발과 관계되는 문제를 해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서울YWCA 지역활동부 보고자료, 1965). 심

포지엄을 통해 YWCA는 지역의 실태 조사의 실시와 시민지도자회

의를 통해 영향력 있는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이러한

지역개발에 있어 주부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일임을 확인했다180).

지역활동은 분산된 소(少) YWCA를 세우는 것이다(서울YWCA

지역활동부 보고자료, 1965).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지역활동은 유동

성, 다양성, 평신도를 통한 선교사업 중심의 형태, 소집단의 형태, 협

동을 지향하는 디아스포라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Hoekendijk,

미국 현지에서 모든 연령대의 회원을 조직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홍인숙 

고문총무 인터뷰 자료 중)  

180) 이날 심포지엄에서 오기형 교수는 "우리나라의 도시생활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서구지

역에서 농촌 사회가 도시사회로 변모하는데 긴 기간을 요했듯이 점진적으로 전통사회에

서 급격한 도시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개발이 더디게 되는 원인을 소급해 보

면 1) 시대 자체가 남들이 우리 자신의 생활을 인식하지 못한다. 가정, 사회에서 나를 알

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소외감을 느낀다. 2) 지역사회에서 공통한 관심을 가지고 조직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에 대해 해결할 만한 상당한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

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방법이 현재 각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같은 문제를 취급하는 단체와 힘을 합하여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았고, 각 구청 사회과, 여성문제연구회, 여성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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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95). YWCA는 개방된 열린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 사회

선교의 역할을 담당하는 YWCA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YWCA운동

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YWCA운동을 동시에 담당해야 한다. 한

곳에 모이기만 하는 YWCA의 운동은 고정화되고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YWCA운동은 조직사업을 의미한

다. 호켄다이크(Hoekendijk)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평신도의 소집

단 형태를 의미한다. 소집단 운동은 이미 학생YWCA의 조직이 그

원형을 가지고 있다. YWCA의 클럽활동은 흩어지는 교회로서

YWCA의 운동 모형이면서 회원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남과 교

제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길러진 리더십이

자원적 결사체의 운동 주체로 자리잡게 하는 기초가 된다.

일반적으로 소집단 내에서의 교육활동은 강의식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황주석, 2006). 누군가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우는 방식의 교육

은 정보에 대한 교육으로 한정되기 쉽고, 교육의 주체와 객체로 구

분되거나 참가자들을 대상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주체로서의 회원

활동은 누군가를 일깨우는 목표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다

른 사람들과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 자기 세계를 비판적으로 직시하

는 내적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181). YWCA의 회원운동은 회원들이

정의와 평화, 생명에 대한 감수성, 인간에 대한 애정, 조직 및 회의

진행과 설득 등의 집단 활동의 기술, 사회와 역사에 대한 구조적 인

식을 가짐으로써 시민사회의 주체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

한 것은 소그룹의 클럽활동을 통해 훈련될 수 있다. 자원적 결사체

조직구조를 갖춘 YWCA는 기구적 훈련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

은 바탕이 된다. 소그룹 훈련만으로는 조직의 리더십을 배우기 어렵

다. YWCA가 가진 조직적 기반은 소그룹 훈련을 받은 리더십이 전

국적 운동의 리더십으로 활동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회

181) 파울로 프레이리는 ｢페다고지｣의 서문에서 모든 인간이 아무리 무지하고 침묵의 문화

에 함몰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 자기 세계를 비판적으로 

직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페다고지｣에서 프레이리의 핵심개념인 ‘의식화’는 

‘의식을 발달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현실을 변화시키는 의식적 힘’이다. 의식화는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재성찰하는 의식이다. 의식의 본질은 세계와 더불

어 존재하는 진정한 인간성을 창조하는 길이며, 교육 자체가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

니라 교육과정을 통해서 ‘역사적 사회적 과정’으로서 자신을 파악할 때 변혁의 의식이 생

기게 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파울로 프레이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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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이 시민의식을 가진 사회 각 영역의 리더십으로 배출할 수 있

다. 이신행 교수는 이러한 소그룹 공동체운동이 대안공동체가 아닌

‘바탕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고(황주석, 1983:48), 이 개념에

서 YWCA는 시민사회의 훈련소로 가장 적합한 기구가 될 수 있다.

서울YWCA가 1970년대에 시작한 주부클럽은 바로 이러한 개념의

회원운동을 통한 시민훈련의 기능을 담당했던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활동은 청년회원의 조직화로 이어지

지 못했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주체적 참여를 담지하기 어려

운 프로그램 주도의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의 지역

활동은 YWCA운동의 새로운 주체인 ‘주부’들을 만나게 된 계기로서

의미를 가진다.

서울YWCA의 주부클럽은 1950년대 말부터 조직된 청년 클럽이

이후 분화의 과정으로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년부에서 시작

한 그룹활동의 일환으로 1965년 마포 아파트를 중심으로 어머니 교

실이 시작되었고, 같은 해에 남가좌동에 주부 클럽이 조직되었다.

1967년에 지역활동부가 신설됨에 따라 주부클럽은 청년부 소속으로

부터 지역활동부로 이관되었고, 용산아파트 주부클럽, 갈현동 주부

클럽, 청량리 주부클럽이 같은 해에 조직되었다.

1969년의 기록에서 청년의 전체 클럽수가 30개로, 이 중 주부클럽

이 12개가 됨으로써 당해 5월에 주부클럽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서

울YWCA 50년사 , 1976:150). 아파트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된 도

시 환경에서 만남과 교제, 훈련의 요구가 있었던 주부들에게 주부클

럽은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었던 활동이었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부클럽활동이 태동되기 시작했다.182)

서민아파트를 중심으로 조직된 주부클럽은 취미, 기능적 교육과

리더십 양성을 동시에 진행했다. 취미활동으로 매듭이나 꽃꽂이 강

습을 이수한 회원들은 강사 과정을 밟아 지역의 전문강사로 활동하

182) 주부클럽을 중심활동으로 하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연혁에 나타난 바로는 주부클

럽의 전신인 ‘화요클럽’이 김활란을 회장으로 10명의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1964년에 

첫 모임을 시작했다고 한다. 화요클럽을 중심으로 주부클럽 기구의 창설을 준비한 이들

은 1966년 주부클럽 창립 총회를 열고 제1대 회장으로 정충량 회장이 선출되었다. 주부

클럽연합회의 창립 멤버이면서 창립당시 총무를 맡은 후 최근까지 회장직을 수행한 김천

주의 경우 당시 서울YWCA의 지역활동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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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전문클럽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지역운동

으로도 진행되었다.

"당시 주부클럽은 주부들이 자기 계발을 통해 자기 능력을 알

게 되는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성수동 클럽의 경우 A, B로

나누어져 있을 만큼 회원수가 많았는데, 회원들이 매듭강사의

사범 과정을 이수하고 지역에서 동단위의 모임을 구성해서 무

료 강습을 실시했고, 연희동은 회비를 모아 목돈을 만들어 지

역에서 창업을 원하는 분들의 창업 자금으로 무이자 융자를 해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지역의 미소금융사업

과 같은 것입니다." (김형 당시 담당 실무자 인터뷰 자료 중)

주부클럽은 회원활동의 의무 조건으로 1년에 1회 이상은 봉사활동

에 참여하도록 했다. 1969년 연희동, 시영아파트, 휘경동 지역 등 5

개 주부클럽이 신규로 조직되었고, 1970년에는 매월 13, 14회의 모

임에 월 모임 참가자가 2,000명에 달하기도 했다( 서울YWCA 50년

사 , 1976:198). 지역주부 협의회와 연구모임을 통해 주부회원의 리

더십이 계발되어 이들이 현재까지 서울YWCA의 자원활동가로 활동

을 이어오고 있고, 청주와 대전, 부산YWCA의 조직화로 이어졌

다183).

주부클럽 조직화는 지역별 편차, 본부의 조직적 지원, 서울YWCA

의 구조적 한계 등에 부딪히면서 서민층을 조직화하는데 한계가 있

음이 내부적으로 지적되었다. 빈곤 등 기본욕구 충족의 지원에 주부

클럽이라는 조직의 틀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1971년부터 서

울YWCA의 주부클럽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동 단위 주부클럽과 서

민아파트 중심의 어머니교실의 두 축을 중점으로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서울YWCA 50년사 , 1976:198). 시간과 재정적 여유가 있는

183) 당시 주부클럽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이들이 서울YWCA의 위원과 이사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서울YWCA 직전회장인 이연배를 비롯, 이주영 증경회장과 최복진, 박명숙 명

예이사, 그리고 전 현직 이사로는 최성자, 이경애, 변영희, 이정호, 민흥숙, 이화자, 故 임

정심 등이 주부클럽에서 배출된 리더십이다. 위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전금숙, 김정순, 

현옥순, 백숙현, 박희숙, 임희야, 차타리 등으로, 지난 20여년간 서울YWCA의 중심 리더

십이 주부클럽을 통해 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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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들을 중심으로 자치적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 이 같은 결정은

이후 확대된 클럽활동의 결과를 가져왔으나, 다양한 계층의 조직화

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이후 YWCA가 중산층 중심의 리더십으로 편

재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부클럽의 조직화는 흩어지는 교회로

서 YWCA의 조직화를 지역에서 이룬 사례이며, 대중적 조직활동을

통해 지역YWCA의 리더십을 발굴한 사례이기도 하다. 서울YWCA

의 경우 주부클럽에서 배출된 리더십이 지난 20-30년간 YWCA의

중심 리더십으로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지역의 경우

1960년대까지 학생YWCA로부터 배출된 리더십이 주부클럽으로 이

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부클럽이라는 조직적 정체성이 갖는 지

역과 생활 중심의 활동은 YWCA 운동이 생활과 밀착된 이슈에 접

근하도록 한 장점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시기에 다양한 조직 활동

으로 훈련된 리더십을 배출하지 못함으로 인해 리더십의 특성이 단

일한 프레임으로 고착되는 구조적 한계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소그

룹 활동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점, 그리고 소그룹활동을 통해 평신도

주부 리더십이 사회적으로 훈련된 리더십으로 배출되었다는 점, 이

와 함께 당시 상황에서 다른 여성들을 조직하지 못했던 비판적인

지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후로 지역의 리더십 형성의 과제에 시사

점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여성 리더십 체계 구축

(1) 전문 실무활동가(Professional Staff) 리더십

해방 이후 한국YWCA는 자원적 결사체적 조직 형태를 갖추면서

운동조직체로서 조직체가 정비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YWCA 조직

은 해방 이전과 달리 실무적인 체계를 갖춘 특성을 보인다. 이 시기

에는 탄탄한 훈련을 받은 실무지도력들이 한국YWCA 운동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들의 영향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시기이다.

이전에도 ‘유급총무’가 존재했으나,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와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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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되어 있었고, 회장이 다시 총무를 맡는 등의 전문적 활동가로서

‘전임 실무(full time staff)’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러나 해방 이후 전임실무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재건과

조직의 형성과정에 이들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 즉 이 시기는 이

전 시기와 달리 조직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집단보다는 개별 리더

십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박에스더 고문총무는 20년

이상 외부에서 훈련받은 경험의 바탕이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가장 큰 특성은 국내와 국제를 아우르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

은 재건과정에 무엇보다 필요한 리더십의 요소였다. 이와 동시에

‘고문총무’라는 그가 가진 직책은 내부의 조직 안에 존재하나 내부

와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였다. 고문총무로서 초기에 그는 실

제적 ‘총무’의 위치에 있었다(1947-1958). 이후 이희호를 총무로 채

용하면서 총무를 돕는 ‘고문총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위치에서 그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이사그룹(자원봉사자)과 집행의

역할을 맡는 전문활동가(실무자)의 양 그룹을 총괄하거나, 양 그룹

의 중간에서 갈등을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박에

스더에 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다룬 바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 시기에 전문활동가로 채용된 ‘총무’들의 리더십 영향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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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활동기간 주요활동

신의경 1946

조선YWCA 임원, 부회장으로 지방Y조직

김성실과 Y재건 주도, Y회관 부지 마련

미군정 입법의원 관선대의원

예장 여전도회 회장

박에스더 1947-72 미국YWCA 파견 고문총무로 활동

이희호 1959-63

한국YWCA연합회 총무

18년간 연합회 실행위원으로 활동

여성문제연구원 창립(이태영, 박순천)

감리교 장로

박영숙 1963-69

이화여대 대학YWCA 활동

재정확보 위한 회관건물 신축

13대 국회의원,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여성재단 이사장

박순양 1969-1990

박에스더의 조카

오하이오주 YWCA 직원양성학교 수료

서울 YWCA총무

<표 22> 한국YWCA 역대 총무(1946-1972)

1959년에 취임한 이희호184)는 박에스더 고문 총무 이후 유급 총무

로 직책을 수행했다. 이희호 총무에 대해 후배들은 두 가지 기억을

떠올린다. 첫째는 집회나 시위 때 들고 나갔던 피켓에 쓰여진 그의

글씨이다. 1960년대 당시에는 손으로 쓴 글씨로 집회에 사용하는 플

184) 이희호(李姬鎬)는 1936년 이화여고에 진학, 1940년에 이화여전 문과에 입학했다. 그

러나 1944년 교육긴급조치에 따라 학원의 자유가 박탈된 후 이화는 자연과학계인 여의

전만 남기고 인문계는 ‘여성청년연성소지도원 양성과’라는 이름으로 3개월간 기숙사 훈

련을 시킨 뒤 학생들을 각 지방으로 배치했다. 그는 이 연성소를 나와 1946년 9월, 서울

대 사범대 교육학과로 전과하여 1950년에 대학을 졸업했다. 대학졸업 후 대한 여자청년

단총본부 외교국장을 지내고 1952년 부산에서 황신덕, 이태영, 박순천과 사단법인 ‘여성

문제 연구원’을 창립, 상임간사로 일하면서 그때부터 여성운동에 뛰어들었다. YWCA에서 

해외간사훈련에 파견했던 김봉자와의 인연으로 1954년 미국 램버스대학에서 사회학, 미

국 스칼렛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958년 귀국 후 이화대학에서 강의를 맡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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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카드나 피켓을 사용했다. 이희호의 글씨는 힘이 있었고 그가 글씨

를 쓰던 모습은 사진으로도 남아 있다. 두번째는 그의 강연이다. 대

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남편인 고 김대중 대통령보다 힘이 있었

다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1959년부터 63년까지 연합회 총무,

1964년부터 18년간 연합회 실행위원 등 그의 이력을 보면 정치와

직접 관련을 맺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활동이 YWCA를 중심으로 하

였고, 여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가 여성운동가로 투신할 수 있었

던 것에는 기독교의 영성이 바탕이 된 것이다. 그는 신앙의 바탕위

에서 민족과 여성을 위해 일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하늘이 내리시는 평화와 위로만이 진정한 자유인

것을 안다. 인간의 온갖 술수와 모략이 종내는 무슨 힘이 있던

가.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평화와 자유와 평등이 우리나라와

모든 국민들에게 머지않아 단비처럼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나

는 매일 매순간, 시편 23편의 성경말씀과 더불어 간절한 기도

를 드릴 뿐이다."(이희호, 1998)

2002년 한국YWCA 창립 80주년 때 한국YWCA를 방문한 그는

"100년을 향하는 새로운 헌신과 실천을 위한 결단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21세기 여성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는 시점인 만큼

고용할당제, 직장탁아문제 등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을 둘 것이며

TV 토론회와 같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수

렴하도록 노력하겠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YWCA같은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소비자 운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로 YWCA운동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남겼다(월간 한국YWCA , 2002년 5월호:10).

이희호는 1960년대 한국YWCA가 여성운동의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해결하도록 도운 실무활동가로 기록되고 있다185).

185) 이희호는 1970년까지 여성문제연구원 회장, 1972년까지 범태평양 동남아시아 여성연

합회 한국지회 부회장을 지냈다. 김대중과 결혼한 후부터는 야당 정치인의 아내로서 많

은 어려움을 겪었다. 남편 김대중은 1972년 납치 살해의 위기를 넘겼고 1976년에는 민

주구국선언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되었다. 김대중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쓴 편지는 신앙인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신의 고

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지만 나의 환경은 그 큰 고통을 덜어드리기에는 너무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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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에 이어 한국YWCA연합회 총무를 역임한 고 박영숙186)은

1959년 이화여대 재학 시절 학생YWCA 활동을 시작했다. 박에스더

선생을 만나 한국YWCA의 실무자가 되기로 결심한 박영숙은 대학

YWCA지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당시 대학YWCA 활동에는 재정

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 YWCA연합회에서는 대학

YWCA 활성화에 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당시 고문총무였

던 박에스더의 지원을 받아 박영숙은 대학YWCA를 중심으로 기독

여성운동의 중심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1963년 이희호

의 후임 총무로 취임했고, 당시 서울YWCA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

서 연합회에 1966년에 재정자립을 위한 새 건물이 필요함을 제안,

연합회 총무로서 현재의 연합회 건물의 신축을 시작했다. 이 결과로

연합회는 새로운 건물을 지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 재정자립의 기

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는 1965년 연합위원회에서 사업보고를 통해 YWCA가 여성운동

으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이러한 그의 노

력은 1970년대 초반에 YWCA가 적극적으로 수행한 ‘여성의 능력개

발’과 ‘사회정의 실현’의 활동에 기초가 되었다.

"내년이면 창설 45주년을 바라보는 전통이 오래된 여성단체로

서 그 업적이 지대한 만큼 20여개를 헤아리는 모든 여성단체들

이 YWCA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한국 여성운동의 지표를

YWCA에서 구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YWCA 프로그램은

각계각층의 부녀자들이 전 인간으로 성장하여 변천하는 세계상

황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보다 치중했다면 우리는 새로

운 환경을 조성하면서 정수분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녀자

워서 다만 묵묵히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신에게 미치시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

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풍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로 시작된 이 편지들은 1998년 

｢이희호의 내일을 위한 기도｣로 출판되었다.

186) 박영숙(朴英淑)은 1932년 평양에서 출생했다. 한국YWCA 간사로 여성운동을 시작하

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1970),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을 역임했고, 여성재단을 

설립하여 여성운동에 평생 헌신했다. 아쉽게도 논문이 작성되는 중에 박영숙 선생의 영

면 소식을 들었고, 2013년 5월 20일 여성계와 사회운동의 많은 사람들의 추모 속에서 

영결식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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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육성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YWCA의 기독교정신을 여성

과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로 돕는 한편 사회악을 제거하는데 집

단적 행동으로 참여하는 두 가지 기능을 균형있게 모색하여

YWCA의 힘을 발휘해야한다".( 한국YWCA반백년사 , 1976:164)

그에게 YWCA를 통한 훈련과 YWCA에서 만난 지도자들과의 자

매애는 그가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회운동에 투신하게한 기초가 되

었다187). 그의 인생이 담긴 책에서 박영숙은 젊은 시절 YWCA에서

일한 경험과 박에스더를 만난 것이 인생에서 큰 경험이었음을 말하

고 있다(김현아, 2008). 박영숙은 1999년 12월, 여성을 위한 재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초대 이사

장을 맡고 약 10억 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각 여성단체를 지원하

는 여성재단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그의 공을 인정하여 한국YWCA

는 2011년 제9회 "한국YWCA 여성지도자상" 대상 수상자로 박영숙

을 선정했다.

아쉽게도 박영숙은 2013년 5월 17일 향년 81세로 영면하게 된다.

영결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든 시민운동가를 품어 안았던 어

머니 박영숙’을 추모하였고, 여성과 환경, 평화의 전 영역에서 쉬지

않고 운동을 추동했던 그의 업적은 기독교 여성운동가로서 그가 가

졌던 인류애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영숙에 이어 21년간 한국YWCA연합회 총무로 활동한 박순양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격변기의 한국YWCA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인물이라 할 수 있다188).

187) 박영숙은 1967년 안병무박사와 결혼한 후 출산과 함께 YWCA를 떠나게 되었고, 70

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전국구 의원으로도 활

동하게 된다. 그는 외부에서도 YWCA가 초창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한 가족법 개정

과 고용평등법, 탁아법 등을 통과시켰고, 이후에 영국으로 유학 후 환경운동에 앞장서게 

된다. 

188) 박순양 (朴淳陽)은 서울 YWCA의 총무에 이어 한국YWCA연합회의 총무로 1969년에 

취임했다. 박순양은 고문총무 박에스더의 조카이고 YWCA회장으로 일하던 중 납북된 최

예순이 이모가 되기도 한다. 박순양은 1926년 7월 18일 평남 평원군 한천면에서 태어났

다. 정신여고를 거쳐 이화여전 음악과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박순양은 예배와 행사 때 

피아노 반주를 도맡아 했는데, 그가 가진 강한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더불어 그의 연주는 

그를 따뜻한 지도자로 인식하게 했다. 박순양은 1950년 5월, 대학 졸업 후 한 달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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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양은 고모인 박에스더와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특히 국제적인 리더십 훈련을 많이 받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는 1958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9회 국제사회사업대회 참가

를 필두로 1971년부터 아프리카 가나에서 열린 세계YWCA협의회,

제네바 세계YWCA 국제지도자 훈련회, 카나다와 그리스, 싱가폴에

서 열린 세계YWCA대회 등 지속적인 해외활동에 참여했다.

그는 한국사회 민주화의 전 과정 동안 YWCA를 지키면서

YWCA운동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기독성의 강화’로 설정했다.

민주화 격동기 과정에서 ‘365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철야기도회’를

열었고, 박에스더의 영향을 받아 YWCA의 행정체계를 정비했다. 또

한 실무자들을 전문적인 간사로 훈련시키는 일에 매진했다.

박순양은 뉴욕에 ‘퀸즈YWCA’(YWCA of Queens)가 창설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미국은 1960년대 케네디 이민법을 발효하여 세계

각국으로부터 전문직이민자를 받기 시작하여 한국에서도 의사, 간호

사, 약사 등이 대거 이민을 가게 되어 70년대 이후 전문직들의 가족

을 포함하여 한국인 이민자의 수가 점차 증가되어 뉴욕의 경우 후

러싱(Flushing)에 한인교포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때 서울YWCA에서

박순양 총무로부터 훈련받은 홍인숙(1967년-1971년)이 뉴욕에 이민

을 가서 1978년 드류 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박순양에게 귀국문

제와 장래거취문제를 의논하면서 이어 뉴욕의 교포사회에 대한 문

제점을 편지를 통하여 알렸다. 이때 박순양은 "YWCA에서 훈련 받

은 사람은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봉사를 해야 한다. 한국에는 일할

일꾼들이 많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서 홍인숙은 박순양의 그

한마디에 한국행을 접고 한국에서 YWCA 활동을 했던 실무자, 이

사, 위원 등을 찾아 1978년 5월6일 뉴욕에 한인YWCA를 창립하게

되었다189).

6·25를 만나 부산으로 피난, 당시 부산 필승각에서 대리 총무이던 김신실을 도와 YWCA 

실무에 참가했다. 1952년 11월부터 9개월간 미국YWCA가 마련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에 참여한 후 매사츄세스에 있는 스프링필드대학원에서 YWCA에 대한 연구, 오하이오주 

YWCA 직원양성학교를 수료하고 돌아와서 프로그램부와 지도자 양성부 간사로 일했다. 

1959년부터 서울YWCA 총무로 일했고, 10년 후인 1969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YWCA 

총무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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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총무님의 한마디는 저를 움직였습니다. 당시 미국에 살던

이민자들에게 YWCA 활동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을 위한 방과후교실, 이민자들의 초기정착을 위한 교육,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 언어문제, 문화와 사회성의 차이 등등, 수많은

과제들을 놓고 YWCA 조직을 만드느라 동분서주 했을 때 박

순양 총무님께서는 한국YWCA는 재정적인 협조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 하여 "moral support"를 약속하시고 세계YWCA와

미국YWCA를 통한 행정적인 협조를 하시고 항상 용기를 주셨

습니다. "YWCA of Queens"는 미국YWCA 역사상 이민여성들

이 조직하여 미국YWCA연합회에 정식YWCA로서 가입한 첫

사례입니다. 우리의 초기 역사는 한국YWCA가 최선을 다해 도

움을 준 그 뒷받침 속에서 특별히 박순양 총무의 그 한마디가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홍인숙 고문총무 인터뷰 자료 중)

특히 박순양은 한국YWCA가 외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

다. 1962년 전국 9개 지방조직이었던 한국YWCA는 10년 후인 1972

년에 18개 지방YWCA로 확대되었고, 88년에는 21개로 증가하였다.

정체성 확립기에 박순양은 전국조직으로 한국YWCA의 위상을 자리

잡게 했고, 이를 위해 실무자의 역량 배양을 가장 큰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실무활동가를 육성하고 훈련시킨 것은 이후 한국YWCA가

지역운동으로 분화되고 확장되는데 기여한 것이다. 또한 그가 철저

하게 지켰던 기독교 운동으로서의 YWCA정체성은 YWCA조직을

유지시키기 위한 선택이었고, 그 과정에서 조직유지 우선의 보수적

정책이라는 ‘정체성’의 질문을 받게 되었으나 그는 객관적 입장에서

기독교 단체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

다190).

189) 퀸즈YWCA 창설자인 홍인숙 고문총무는 박순양의 지도력에 대해 사람들의 역량을 꿰

뚫어 보면서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가서 봉사하게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

한다. 서울YWCA와 연합회 총무로 30여 년간 근무하면서 박순양은 많은 실무 리더십을 

훈련시켰고 특히 행정과 사무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 박순양 총무 역시 2011년 9월에 영면했다. 한국YWCA 성장에 있어 그가 끼친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에서 퇴임한 이후 한국YWCA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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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한국YWCA는 미국YWCA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 박

에스더라는 훈련된 리더십을 제공받게 되었다. 박에스더의 리더십은

한국YWCA의 2세대 리더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실무 활동가들을

배출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까지 활동한 총무의 대

부분이 박에스더의 영향을 받았고, 그와 동시대에서 그의 지원에 힘

입어 한국YWCA의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2세

대 활동가들의 특성은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중심에 세우고 있는

동시에 애국적 여성운동(신의경), 여권운동(이희호), 여성의 세력화

(박영숙) 등 여성운동의 이념적 기반을 가지고 YWCA 운동을 이끌

어갔다. 이후 박순양은 이 기초 위에서 한국YWCA가 전국적 규모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활동가를 배출하는 역할을 했다. 박에스더

가 가지고 있었던 ‘지역’ 과 ‘사람’ 중심의 가치와 연합하여 한국

YWCA가 전국규모의 연합된 운동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밑거름이 되었다191).

(2) 대학YWCA의 여성 리더십 : ‘독자성 선언’

세계YWCA 운동방향이 정의실현을 앞세워 각 나라의 YWCA가

이에 앞장설 것을 촉진하는데서 대학YWCA는 좀 더 적극적인 학생

운동단체로 강화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여자 대학생만으로 구성된

조직활동의 제한에서 어떻게 벗어나 도전해 오는 대학사회의 요청

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학생운동을 전개할 것인가는 이 시기

에 있어 대학YWCA가 지닌 심각한 과제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YWCA, YMCA 및 KSCM 등의 같은 계통의 학생단체 간에 발생하

는 알력, 경쟁, 프로그램의 중복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이 당면한 과제였다( 한국YWCA 반백년사 , 1976).

그와 관련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국YWCA가 현존하

는 선배 지도력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 

191) 1991년 이후 2003년까지 취임한 사무총장은 이종경, 김은경, 강교자이다. 이후 현재

까지 5명의 사무총장(총무)를 보면 이들 중 3명이 교단 목회자의 사모(김은경, 강교자, 

박영숙(고) 박영숙과 동명이인임)로, 이것은 80년대 이전까지 세계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국제적 맥락으로 전개해왔던 기독교적 운동의 흐름을 80년대 이후에는 국내의 기독교적 

내용과 연결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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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국내외적으로 학생 및 청년층의 세력이 부패한 집권층과

억압적인 기존질서에 도전해 학생운동을 새롭게 전개하기 위해 기

독교 계통의 남녀 학생단체를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 속에, 대학

YWCA, YMCA 그리고 한국기독학생회(KSCM) 등의 3개 단체가

‘한국학생기독교운동협의체(KSCC)'를 구성하여 3단체를 점진적으로

통합시킨다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YWCA연합회에서 독립된 학생단체로서 자주적이며 좀 더 효과

적으로 단합된 힘 있는 운동을 위해선 통합해야 한다는 찬성의견과

YWCA 자체 내의 세대 간 관계 및 지도력 배양의 연속성 단절과

여성의 요구와 관심에 적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제

시하는 반대의견으로 활발한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찬반론의 입장

들 속에서 YWCA가 여성을 위한 독자적 특수사명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아래의 내용으로 대학생YWCA 결의문을 발표했고, 연합

회는 실행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으로 1968년 10월 5일자로 대학

YWCA의 독자성에 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실행위원회 회의록

철(1968.6-12)).

<대학생YWCA 결의문>

지난 1968년 2월 20-23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가졌던 한국학생

기독교운동 에큐메니칼 정책협의회 이래 대학생YWCA는 그곳

에서 건의된 두 안건에 대해 신중한 연구와 토의를 거듭해왔

다. 오늘 여름대회에 임하여 KSCM과 YMCA 두 단체의 통합

발표와 아울러 대학생YWCA는 아래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

힌다.

1. 우리는 대학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냄을 사명으

로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한다.

2. 우리는 에큐메니칼 근본정신인 포용성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서 다양한 상황에 현존할 것을 결의한다.

3. 우리는 보다 효율적인 여성지도력의 함양을 절실히 느끼는

바 YWCA대학생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통합체제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우리의 독특성을 지양할 것을 결의한다.



- 214 -

4. 우리 대학생 YWCA운동의 방향은 통합된 두 단체와의 긴밀

한 협조를 계속할 것을 결의한다.

5. 우리는 두 통합단체가 지금 보다 성숙한 자세로 근본적인 통

합정신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계속 대화를 나눌 준

비를 갖출 것을 결의한다.

1968년 7월 20일

전국 대학생 YWCA연맹

‘대학생YWCA 독자성 유지결의에 관한 성명서’

대학 YWCA와 대학 YMCA및 KSCM 세 단체의 통합문제는

한국학생기독교운동의 오랜 과제로 되어왔다. 1968년 2월 20-23일

한국기독교연합회와 한국 학생기독교운동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대학세계에서의 에큐메니칼정책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인 통합안을 제

시하고 관계기관의 인준을 요청했다.

대한YWCA연합회는 통합의 기본목적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

에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거듭했다. 학생들, 대학당국자, 지도교수,

사회지도자 및 세계 등 광범위하게 여론과 의견을 모으고 종합하기

에 힘썼으며 특히 지난 여름 수원에서 열린 전국 기독학생 여름대

회에서 YWCA 학생들의 독자성 유지 결의에 대한 성명서를 주시했

다.

그 결과 YWCA는 대학생 YWCA의 독자적 존재의 이유를 재

확인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

이다

1. 오늘날과 같이 대학과 대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따라서

학생들의 문제와 요구가 다양화한 시대에 있어서는 한 단일 기

관이 도저히 그들의 요구에 다 응할 수 없으며 또한 미칠 수

있는 학생의 수에도 크게 제한을 받는다. 오히려 같은 목적을

가졌더라도 각 기관의 독자성과 특유성을 강화 유지하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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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보충하고 협동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민주주의적이라고

믿는다.

2. 47년 전 기독학생운동으로 출발한 한국YWCA는 여성운동 및

청년운동으로서의 오랜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생

사업을 하는 유일의 여성단체로서 안정된 기관적 기반과 전문

적 지식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여대생들로 하여금 변천하는 세

계에서의 다원화된 여성의 역할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도

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사회의 여건 하에서 아직도 여성

들의 지도력은 자치경험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된다고

믿는다.

3. YWCA는 각계각층의 모든 연령의 여성들로 이루어진 운동체로

서 대학생YWCA는 도시 YWCA와 함께 바로 YWCA 자체를

이룩하는 핵심적인 구성원이다. 대학생들은 장래의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활기와 진취성과 기독교적 통합으로 전체운동에

공헌하는 중요한 존재다. 또한 많은 여대생들이 평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여성운동의 일부가 될 것을 원하고 있다.

4. 학생 기독교운동은 순수한 평신도운동으로서 창의성과 자율성

을 가지고 대학세계 안에서 기독자의 현존을 구현해야 된다고

믿는다. 외부로부터의 보조와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 부담은 자

치단체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에 지장을 가져올 위험성이 많다고

본다.

5. 대학생YWCA는 대학세계에서 에큐메니칼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서 합동된 두 단체와 긴밀히 협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세계학생

기독교연맹(WSCF)의 친선 안에 머물 것이며 대학세계와 대학

생들의 새로운 요구를 포착하여 보다 강화될 지도력과 자원을

가지고 대학 안에서 효과적인 증거와 봉사와 친교의 사명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1968년 10월 5일, 대한YWCA연합회

이러한 내부 결정을 통해 대학YWCA를 제외한 대학YMCA와

KSCM 두 단체가 합하여 KSCF를 결성했고 이후 대학YWCA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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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왔다. 이 결과로 찬반 논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났다. 기독학생운동의 구심점으로 3

단체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들 학생조직은 각 단체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졌으나, 통합으로 한국YMCA는 학생Y

조직이 내부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한국YWCA는 외부의 직접적

인 지원 기구인 기독자교수협의회나 WSCF와의 연결이 약해졌다.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입장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으로 인한 결과는 이후 전개된 KSCF의 이념논쟁과 내부 갈등

으로 기독학생운동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일한 조

직으로 편입이 되었을 때 운동의 다양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조직적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독학생

운동에게이 당면한 국내적 상황과 기독학생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던

WSCF의 요구가 결합된 결과였다.

대학YWCA의 ‘독자성 선언’에서 밝힌 한국YWCA입장을 정리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성 선언에서 한국YWCA는 대학YWCA

를 활동의 뿌리로 재확인하면서 대학YWCA조직이 한국YWCA 활

동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여성 지도력의 사회적 배출’로 제시하

고 있다. 한국YWCA 활동의 중심이면서 ‘자치적’인 조직으로 대학

YWCA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조직과 함께 한국YWCA의 핵

심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기독학생운동 진영에서 대학YWCA가 가진 정체성, 즉 ‘여

성’(W)의 독자적 영역을 확고하게 지키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통합논의의 핵심은 한국사회에서 기독학생운동의 ‘세력화’이다. 이에

대해 한국YWCA는 여성의 운동을 위한 ‘여학생’ 조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운동의 전략에서 단체 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강점보다 다

양하고 독자적인 조직들의 존재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보

았고,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기독학생운동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속에서 정리된 대학YWCA의 위치와 과제는 다음과



- 217 -

같다. 첫째, 대학YWCA로 상징되는 청년운동은 한국YWCA가 초창

기부터 지속해 온 한국사회의 여성리더십 훈련과 양성의 역할이라

는 점이다. 초창기 한국YWCA의 설립자들은 20대 여성이었다. 당시

유교적 전통사회에서 이들의 위치는 이들이 가진 교육적 배경을 고

려한다고 해도 단체를 설립하고 사회를 이끄는 리더십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요

인은 당시 ‘A’라는 조직적 특성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YWCA운동은 계몽적 여성운동을 이끌 선각자적 리더십의 요구와

함께 YWCA 지속적인 리더십의 양성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대학YWCA를 포함한 청년조직체의 존재는 한국YWCA의 존재조건

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독자성 선언에서 한국YWCA는 ‘기독여성운동’의 정체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대학YWCA의 통합논의를 통해 한국YWCA

는 전 연령층이 주체가 되는 여성운동적 정체성을 운동진영에 재확

인시킴으로써 여성운동으로서의 조직 정체성을 확립하는 또 다른

계기를 갖게 되었다. 통합을 통한 학생운동의 사회 변혁적 역할 강

화에 초점을 둔 타 단체와 달리 기독여성운동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음을 볼 수 있다.

셋째로, 한국YWCA는 대학YWCA를 존재시킴과 동시에 기독학생

운동의 지속성을 위한 조직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이후

한국YWCA가 담당해야 할 과제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YWCA의 ‘독자성 선언’은 단순한

통합논의의 결과를 넘어서 대학YWCA의 존재 이유와 한국YWCA

의 청년, 여성운동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계기로도 볼 수 있다. 통

합 이후 KSCF는 학사단 활동을 전면적으로 시작하여 현장 중심의

기독학생운동을 전개했다. 한국YWCA는 학사단 활동에는 직접적으

로 참여하지 않았으나 서울YWCA의 지역사회개발사업, 소비자운동

등에 참여하였고( 한국YWCA 80년사 , 2006), 1971년 전국 대학생

YWCA 동기대회에서는 "스튜던트 파워를 사회정의 실현에"라는 주

제를 내걸고 1970년대를 통하여 기독학생으로서의 사회참여에 적극

적인 자세를 유지하고자 했다( 한국YWCA 반백년사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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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민사회 담론과 지역운동의 분화

(1973-1985)

1. 1970년대 ‘민중’ 의식과 기독교의 결합

(1) 개발계획과 기독교 사회운동의 대응

윤상철은 제3-4공화국이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한다고 전제하면서

"정치체제의 억압성의 원인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와 상관없이 제3-4

공화국의 국가 성격에 대한 논의들은 국가가 민중부문을 경제적으

로 배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의 접근을 허용치 않으며, 국가 행정기

구가 팽창하는 반면 의회 및 정당의 기능이 위축되었다는 점에 대

해서는 유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윤상철, 1997)고 지적하고 있다.

이효재는 이시기를 ‘가부장적 권위주의 정치체제’(이효재, 1986)로

지칭하면서 여성에게 있어서 이중적인 억압이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5·16 쿠데타에 의한 3공화국의 거듭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사회불안은 날로 고조되어 갔고 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강압적

인 처방으로 1971년에는 위수령과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유신헌

법이 제정되었고, 경제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당해야 할 것을 강요

하였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는 제5차 5개년 경제개

발계획들로 구체화되었는데 이 계획은 한국사회의 모습을 크게 변

화시키게 되었다. GNP 중 농림 어업 부문이 격감한 반면 사회간접

부문은 증대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농업국가

의 모습을 점차 탈피하여 외형적인 측면에서 기적적인 고도성장과

공업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고도성장정책 자체의 모순으로 인한

농업의 피폐와 이농, 도시빈민의 증가, 노동조건의 악화에 따른 계

층 간의 양극화, 엄청난 외채누적과 이에 따른 해외의존의 심화 등

의 수많은 문제들이 누적되었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기본적으로 농

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다. 수출 확대의 유일한 조건으로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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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는 저임금 정책은 결국 저곡가가 실현되어야 가능했고 수출지

향의 수입의존 정책은 국내 공업원료의 공급원으로서 농업의 성장

을 억압하였다. 그 결과 사람들은 피폐해진 농촌을 떠나게 되고 대

도시로 유입된 이농인구는 도시빈민가에서 저 임금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 노동 상황의 악화는 점

차 더 심화되어갔다. 1970년대 접어들면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항의

하여 분신자살한 전태일 사건은 당시 노동자들의 고통과 분노를 보

여주는 전형적인 실례이다. 이러한 노동문제와 함께 도시빈민의 문

제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대도시 인구의 급팽창은 도시 자

체의 생산기반 성장에 따른 인구 흡수(pull in)가 아니라 농촌생산

기반의 파괴로 인하여 도시로 밀려오는(push in) 인구라는 점에서

심각한 도시문제와 빈민문제를 낳게 되었다(최만자, 2001).

1970년대는 이처럼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후순위로 설정했고, 이로 인해 억압적인 체제를 반대하는 사회

운동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다. 당시의 사회운동은 이전부터

있었던 여성, 농민, 노동, 학생운동 등이 이어져 왔으나,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해서 문제의 근원을 독재정권으로 설정했고, 그 기초 하

에서 단일한 목소리를 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운동은 민주화

운동과 결합되었다(신광영, 1993). 서구의 경우 자본주의, 근대국가,

시민사회가 16세기경에 동시에 출발하여 성장함에 따라 민주주의로

의 이행 과정 속에서 조직화의 권리가 시민권의 핵심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김수진, 2001), 이 속에서 계급사회의 특성을

띤 견고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치

적 특수성에 의해 서구와 같이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급불평등에 기초 한 경제적 저항이 계급운동에 기반하여 이루어

졌다기보다는 한국의 독특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의해 국가와 사

회계급간에 존재하는 ‘민중운동’이라는 형태로 정치적으로 접합되었

다(구혜근, 1993).

1970년대 한국의 경우 사회운동의 중심축이 국가의 권위주의 체

제와 그것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이었고(신광영, 1993), 종교계

가 중심을 이룬 이른바 ‘재야192)’세력이 민중과 결합하여 민주화 운

192) 조희연은 "재야운동이라고 할 때에는 양심적 정치인, 종교단체, 진보적 지식인 등 사



- 220 -

동의 토대를 이룬 것은 사회운동의 모델 중 독특한 유형이라 평가

된다193).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서 합법적 혹은 반합법적 공간이 지

극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회운동에서 교회와 같은 공개 기구

를 통한 운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조희

연은 "70년대의 민주노동운동은 크게 보면 ‘경제주의’적 수준에 머무

르고 있었고, 노동계급 자신의 주체적 역량이 취약하였으며 또한 군

부파시즘의 탄압이 강고하였기 때문에 70년대의 노동운동은 종교운

동·지식인 운동 등 재야운동의 강한 영향력 하에 있었다" 고 설명한

다(조희연, 1990).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분석하는 논문들은 이러한 한국의 사회운

동이 지식인과 기층 민중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주로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중심이 된 재야세력은 민

주화 이슈들을 대중화하거나 또는 대중들과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매개적인 역할을 했다(조희연, 1990). 특히 기독자 교수와 학생운동,

학생운동의 경험을 가진 청년운동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것

은 기독교 시민운동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194). 종교단체들은 처음

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노동자와 농민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

나, 기독교 내부에서도 기복신앙 중심의 기존 교회에 대한 비판적

회적으로는 주로 소시민층에 기반을 두면서, 70년대 이후 탄압의 직접적 피해자들을 중

심으로 운동권을 형성하며 수행해 온 운동의 흐름을 말한다"고 개념을 설명한다(조희연, 

1990). 당시 민주화운동의 주체로 활동한 재야세력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주로 중산층 

지식인들로 설명하고 있는데(박광주, 1996; 윤상철, 1997), 이러한 재야세력은 물리적 

대항능력의 직접적인 과시보다는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거나 지원하

는 후견인 역할에 치중했다(박광주, 1996).

193) 김동춘은 사회운동의 모델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가 구 사회운동에서 신 사회운

동으로 이어진 독일 등 서구자본주의 국가이고, 둘째는 후발자본주의의 모순이 중첩되어 

급진적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지식인 주도의 전위정당과 결합하여 혁명으로 나아갔던 

러시아 혁명, 중국혁명이고, 한국의 경우는 제3의 모델로 보았는데, 민중이 지식인과 결

합하여 사회의 총체적인 변혁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의 흐름을 말한다(김동춘, 

1994107-108). 

194) 1966년 창립된 ‘기독자교수협의회’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되어 임원 15명 중 12명이 

해직교수가 되었고, 김찬국, 김동길 교수가 구속되었다. 이어 1974년 11월의 ‘민주회복

국민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백낙청 교수와 김병걸 교수가 파면 또는 권고사직되었다. 

이후 많은 교수들이 연이어 해직되었고, 1976년 2월 28일에 교수 재임용제를 실시하여 

총 416명의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재임용에 탈락된 교수들 중 일부는 민주화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원회 편,｢1970년대 민주화운동｣, 198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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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제기되면서 1960년대 말부터 기층 민중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다195). 또한 전태일의 분신자살은 70년대 민

주화운동은 민중운동에 대한 관심과 유대를 발전시킨 계기가 된 것

으로도 볼 수 있다(김경일, 1995).

산업사회의 문제와 노동문제에 대해 기독교는 산업화의 맹아기인

1900년대 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전점석, 1984). 그러나 ‘도시

산업 선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기독교 운동은 1958년부터 시작되

어 1967년까지의 초기와 1972년까지의 중간기, 그리고 그 이후의 현

재기로 나뉘어지는 27년간에 걸쳐 전개되었다(조승혁, 1981). 초기의

10년은 교세 확장의 입장에서 교회 프로그램을 공장으로 이식한 내

용들이었다. 이 기간 동안 주요 교단들이 대부분 산업 전도를 시작

했으며 예장, 성공회, 구세군은 교단의 하향식 작업에 의해, 감리교

단은 산업지역의 목회자들로부터 출발해 교단의 인정을 받았고, 기

장은 개인적 관점에서 출발, 교단의 인정을 받아 다시 하향식 조직

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각 교단은 실무자, 신학생, 기독학생을 공

장에 보내 노동 실습을 통해 훈련을 하였고 노동자, 평신도 훈련을

시도했다. 공장을 교회로 삼는 공장목회 활동과 신협, 의료사업 등

의 복지활동이 주요 내용이었다. 중간기에 들어서면서 산업 전도는

도시산업 선교로 용어가 바뀌었고, 도시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빈민

문제에의 접근과 함께 크리스챤 사회행동 협의체가 신구교의 연합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실무자들은 연세대학교 도시문제 연구소와 고

려대학교 노동문제 연구소, 서강대학의 산업문제 연구원 등의 국내

교육기관과 마닐라의 아세아 노동교육원, 시카고의 루즈벨트 대학교

노동교육원, 일본 동지사대학교 등에서 전문교육을 받았다. 활동으

195)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기제가 봉쇄되어 있고 한국

노총이 기층 노동자들의 권리의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자생적 

투쟁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한국노총을 불신하게 되고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찾거나 새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것이 1970년대 대표적인 노동운

동의 한 형태였던 민주노조운동이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학생운동가들과 도시산업선교회

나 카톨릭노동청년회와 같은 종교계 단체들이 지원하게 된다. 즉, 의식화된 노동자들은 

조직노동운동의 상층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가면서, 점점 더 독자적인 노동운동을 추구하

게 되었고, 기층 노동자들도 악화되는 노동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조직노동운동 상층

부가 아니라 도시산업선교회 등 종교단체와 연대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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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참가횟수 참가인원

1973년 1,648회 11,536명

1974년 891회 7,915명

1975년 1,662회 16,544명

1977년 1,988회 22,564명

1979년 5,200여회 62,400명

<표 23> 영등포산업선교회의 소그룹 모임횟수와 참가인원

로는 노동운동 지도자와 기층 노동자의 의식화 교육, 노동조합의 조

직과 육성, 예배 활동, 신용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복지 활동 등

이었다(조승혁, 1981)196).

기독교 조직을 통한 기층 민중의 의식화 교육은 소그룹운동과 중

간집단교육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 이루어

진 소그룹은 1972년부터 1980년대 이후까지 지속되었다197). 소그룹

운동은 종교 조직에서 익숙한 조직 방식이고, 소그룹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은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과정을 갖게 되었다. 가장

활발하고 오랫동안 활동을 유지한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1970년대

후반까지 소그룹 모임의 횟수와 참가인원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동일방직과 YH 무역 사건은 도시산업선교회가 노조운동을 지원한

대표적인 사례이다(최현명, 2001).

<출처 : 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 기획위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40년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등포 산업선교회, 1998; 최현명, 2001

에서 재인용>

1970년대의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노동운동, 농민운

196) 당시의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의 공동 협조로 노조 신규 조직을 시도한 바도 있어 

100여 개의 업체에 4만여 명의 조직을 한 적도 있었다. 당시의 특징으로는 청년, 학생 

운동체가 산업선교와 하나가 되어 도시빈민 문제와 산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

췄다는 것과 노총이나 정부와 부분적 협조가 가능했다는 데 있다. 또한 신학적으로는 초

기의 전도 개념을 뛰어넘어 하느님의 선교 개념이 확고한 입장으로 확립되었다(조승혁,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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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도시빈민운동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와 실천적 담론을 기독교 지식인들로부터

받게 되었다. 또한 선교적 차원에서 유입된 해외의 자금과 국제적

연대망을 통해 유신체제에 대항하는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중산층 지식인 중심의 운동은 성명서 중심의 소극적

운동이라는 평가와 계급적 한계를 가졌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198).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지식인 중심의 운동 지원은 민주

화운동의 기초를 이룬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 개발계획의 ‘여성동원’과 대중적 여성노동운동의 발생

19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체제는 경제개발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경제개

발을 저해하는 저항들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이른바 ‘개발 계획’을

국가 유지의 기반으로 삼았다. 이는 국가에 의해 주도된 개발계획은

다른 사회적 자원들을 국가 주도로 동원하고 조직하는 ‘헤게모니적

기획(hegemonic project)’ (Jessop 1990; 황정미, 2001 재인용)에 의

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 시기 여성관련 정책과 제도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199). 1970년대의 이른 바 ‘여공’ 문제는 여성

노동력에 대한 가부장적 국가의 억압과 통제로 개념화 되었고, 특히

노동 일반에 대한 국가 ‘통제’와는 구별되는 ‘여성노동’의 문제가 등

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현미는 산업화 자체에 내포된 ‘성별화

된 질서’가 여성노동자의 위치를 더욱 주변화시킨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의 산업화는 ‘일’의 개념을 노동자와

사업주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가족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관계로서 형성하였다(황정미, 2009). 즉, 국가가 주도한 개발계획에

서 가족주의적 집합의식은 일터와 국가단위로 그 범위가 확정되었

으며,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존재; 다른 한편으

198) 1970년대 재야 민주화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최장집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자유주의

적 개혁주의의 특성이라고 평가했고, 조희연은 진보적 자유주의로 설명했다(조희연, 

1990; 최장집, 1989).

199) 페미니스트들은 근대적인 개발 그 자체가 남성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왔다고 지적해 

왔다(Scott, 1995).



- 224 -

로는 ‘주장이나 논쟁을 삼가면서 근면하게 일해야 할 존재’라는 두

범주 사이에 놓이게 된다(김현미, 2000). 이러한 개발계획의 국가정

책 속에서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주변화된 여성노동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여성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200). 여성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여러 가

지 주장이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여성노동자가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다수를 이루기 때문이었다(구해근, 2002).

1964년에서 1969년 사이에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평균 8%에 가까

운 증가로서 그중 2%가 출산에 의한 자연증가, 6%는 농촌에서 도

시로 전출해 들어온 인구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급증한 이입인구

(移入人口) 중 3분의 1이 15세에서 29세에 속하는 미혼 독신자들이

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나 더 많았다. 이들의 대다수는 수출진흥

을 위한 공업에 싼 임금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을 위시한 각 지방 산업도시에도 고루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1970년에는 이들이 속하는 기능공 및 단순 노무에서 종사자들의 수

가 전국적으로 41만 명을 넘고 있다(노선익, 1971). 1970년 10인 이

상의 고용사업체를 기준으로 여성노동자의 숫자가 36만 명이었으나,

1978년에는 109만 명이 이르렀다. 1974년에 한국YWCA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보면 근로여성 중 제조업 종사자들은 농촌출신이 50%,

그중 미혼이 59.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YWCA 1974-77년 자료집

). 이들은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근무기간은 4년

미만인 경우가 75%,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47.7%, 임금수준은

일급제가 50%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변하는 사회운동이 없었던 상황에서 1970년대 여성노동

자들은 파업과 거리 캠페인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투쟁했고,

국가는 공권력으로 이를 탄압했다. 1979년 8월 YH 무역 여성노동자

들의 신민당사 점거농성은 전국적인 노동운동을 점화시키는 계기가

200) 1970년대 여성노동운동이 전체 노동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수의 산업에 여성노동자가 집중되고, 지속적으로 계급차별이나 

성차별을 갖게 되는 구조적 원인, 공장노동 자체를 일시적인 과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노동투쟁에의 참여비용도 낮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1970년대 여

성노동자들이 외부의 지원세력 중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조직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

서 여성노동운동이 성과를 가졌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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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201). 경제개발 기획에 의해 ‘동원’된 여성노동자들은 여성노동

운동의 주체로서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고

이러한 배경에는 개신교 산업선교회 등 여성노동자교육을 지원하거

나 파업을 지원한 기독교사회운동의 지원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

다. 이러한 여성노동운동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침윤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강인순, 2001). 그러나 차별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하여 노동자로서 계급정체성을 획득하였고, 이런 변화를 토대로

전통적인 여성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강남식,

2001). 여성해방이념에 기초한 여성노동운동으로 출발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여성노동운동은 1970년대 노동운동을 주도

했을 뿐 아니라 이후의 여성운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정현백,

2005).

2. 기독교 여성인권운동의 정체성

(1) ‘여성의 인간화’로 확장된 YWCA 운동

1970년대 기독여성운동조직으로서 YWCA의 활동 범주를 <표

20>의 YWCA의 주제와 중점 프로그램 주제에 입각한 활동을 분석

하였을 때, 여성운동으로서의 한국YWCA는 여성노동자의 인권운동,

여성능력개발과 교육활동,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 운동을 수행했다.

이 시기 한국YWCA는 여성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사무직 여행원 근로조건개선운동, 가족법개정운동, 여성복

지운동, 여성능력개발 및 교육 운동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

YWCA는 ‘여성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이 확고하였고, 여기

에 기독교 교리에 의거한 ‘정의와 평화’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이란 원칙의 결합은 ‘여성의 인간화’를 위한 활동으로 나

타난다. 1975년 4월 29-30일, ‘한국여성과 인권’을 주제로 열린 회

201) 당시 YH무역의 여성노동자들을 조직한 이들이 바로 기독청년그룹인 EYC였으며, 위장

취업을 통해 주도적인 조직 활동을 했던 이가 부천YMCA 사무총장을 지낸 황주석 이었

다.  YH사건과 산업선교에 관한 내용은 이후에 다시 서술된다. 



- 226 -

원대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YWCA는 기독교 목적을 가진 여성운동체로서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믿으며 모든 인간은 날 때

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성

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YWCA운동은 지금까지 단순한 여성지위, 권리행사 운동에서

한걸음 더 발전하여 여성의 인간화 내지 여성 인권보장 운동으

로서 새로운 문화 창조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건설을 목표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월간 한국YWCA 1975년 6월

호:17)

‘인간화’ 운동을 운동정책으로 수립한 것은 두 가지 외부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1970년대 초의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다. 1970년대 초 세계교회의 관심은 개발문제

에서 인권문제로 옮겨지게 된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5:58). 이

에 따라 KNCC는 연구위원회 국제문제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

문제협의회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1973년 11월에 ‘신앙과 인권’을

주제로 인권문제협의회를 갖게 되었다. 이 모임은 한국교회사상 처

음으로 ‘인권’을 주제로 모인 모임이면서 한국교회가 인권운동을 전

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협의회라는 의의를 갖는다. 당시 모임

의 결과로 ‘인권선언’이 제안되었다. 이 선언에는 <학원에 있어서의

인권>, <여성의 인권>, <노동자의 인권>, <언론인의 인권>의 4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202)(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5:60). ‘인권선언’

은 "인권운동의 개념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최초의 사건"(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3:169)으로 기록된다. 1974년 KNCC는 제26차

202) 인권선언은 국민의 주권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됨을 천명하면서 이를 위해 교회가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1.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복음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의 내적 갱신을 기한다. 2. 교회는 개인 영혼 구원에 힘쓸 뿐 아니라 ‘구조악’으로부

터 인간을 구출하기 위하여 사회 구원에 힘쓴다. 3. 교회는 인권 확립을 위하여 교회의 

자원을 집중시킨다. 국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 교회와 함께 인권 확립을 위

해 투쟁할 것이며, 이 투쟁은 세계의 평화와 인간 회복의 꿈이 실현되어 하나님의 나라

가 성취되기까지 지속할 것을 우리는 신앙공동체로서 선언하는 바이다(한국기독교교회협

의회, 20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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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열고 헌장을 개정하여 인권위원회 설치를 의결하였고, 각 교

단의 대표 12명과 KNCC 대표 3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구성

하였다. KNCC의 인권위원회는 인권 주제의 성서연구, 연구조사, 법

률구조활동과 상담, 국제적인 연대활동 등을 주요 내용을 민주화 시

기의 인권운동을 주도해갔다.

둘째는 1970년대 여성운동의 이념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크리스챤 아카데미와의 연대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당시 사회운

동의 지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었던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중간집

단 교육에서 아카데미가 표방한 것이 근대화에서 표방된 ‘인간화’

담론을 ‘여성의 인간화’로 재개념화 했고, 일련의 대화모임을 통해

‘여성의 인간화’는 ‘여성지위향상운동’이 아니라 ‘여성해방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박인혜, 2009). 1973년 전국대회 주제 강사였던

강원용 당시 크리스챤 아카데미 원장은 YWCA가 사회운동에 적극

적으로 나서야 하는 기독교 운동체임을 강조했다.

"기독교 신앙을 생활에 구체적으로 반영시켜 신앙과 행동이

병행하여 발로 전하는 전도를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의 흔

적이다. 이점은 YWCA를 창설한 이들의 공통된 염원이기도 하

였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어떻게 시대의 절실한 요구에 적용시

켜 과연 움직이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갖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역시 YWCA가 지속하여 온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203)

이 대회를 통해 한국YWCA는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운동의 주

제로 설정했고, 이어서 1976년에 ‘여성의 인간화’를 중점운동으로 채

택하게 되었다.

"당시 크리스챤 아카데미 중간집단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YWCA 활동에도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교류가 많이 있었어요.

203) 강원용 목사는 YWCA가 근세 기독교 연합운동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기독청년운동 

단체임을 강조하면서 이 말을 한다. 이러한 기본정신이 오늘날에도 생생한 의의를 주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WCA소식｣ 제10권 제3호(1962년 8월) :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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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YWCA의 실무자들도 아카데미의 다양한 교육에 참가했

구요. 특히 아카데미가 진행한 ‘대화’의 방식은 독특한 방식이

었는데,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 전원이 한 주

제를 깊이 토론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차경애, 인터뷰 자

료 중)

강원용 목사는 KNCC의 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

라 크리스챤 아카데미 여성분과의 토론과정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강목사를 통해 한국YWCA에 전해진 ‘여성의 인간화’ 프레임은 크리

스챤 아카데미에서 여성운동의 과제에 대한 수차례의 토의 끝에 나

온 결론이었다. 강원용 목사도 이 모임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인간

화를 여성운동의 핵심 주제로 제안했던 것이다. 또한 이 논의를 주

도하던 크리스챤 아카데미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YWCA의 실행위원

또는 위원을 역임했던 인물들이었고, 한국YWCA의 내부 인사들과

계속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념적 공감대를 저변에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교호작용을 통해 이후 두 번의 전국대회에서 ‘여성

의 인간화’는 한국YWCA 여성운동의 핵심 프레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시기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YWCA의 운동은 기독교의 교리에 입각하여 여성주의가 ‘인간화’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YWCA의 활

동은 가장 소외된 여성계층 문제에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졌고, 여성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도 문제를 안고 있는 소외 여성들의 지원 요

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로 인권

운동으로서의 ‘소비자 운동’과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

여성들을 위한 ‘직업개발’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서울YWCA와 광주YWCA 등의 시대 ‘강좌’는 연합

회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일정부분의 선을 유지하는 기조에도 불

구하고 기독교 사회운동과의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것은

이 시기부터 변화된 조직의 분화 구조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여성의 인간화’에 초점을 맞춘 활동내용(여성교육과 복

지, 가족법개정운동, 여성능력개발 등)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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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전국대회 주제와 중점사업

1970.7

1970년대의 YWCA-여성의 능력을 사회정의 실현에

(이한빈:서울대)

중점운동채택 :

1.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성인교육

2.여성의 취업지도

3.소외계층과 소외 지역의 발전도모

4.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위한 능력개발

5.도시화 속에서의 기독교운동 강화

6.보건 및 환경정화

사회문제:

1.여성의 공민권 강화

2.소비자 보호운동

3.근로여성복지 향상-근로여성의 조직활동 강화

4.아동복지 향상-탁아소 설치

5.국가안보를 위한 대내외 활동

1973.7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정의와 평화를 향하여(강원용목사)

프로그램 중점: 1.근로여성의 복지향상

2.여성의 법적지위향상

3.기독교운동 강화

사회문제 : 1.소비자보호활동 강화

2.관광사업에 따르는 문제와 그 대책연구

1976.7

함께 사는 세계-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김영정:이대)

프로그램 중점 : 1.기독교신앙 강화

2.여성의 인간화

3.소비자 보호

4.농촌개발

5.성인교육

전국사업 : 원폭피해자 돕기 운동

<표 24> YWCA 활동주제의 변화(1970년-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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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실히 요청되는 여성운동의 주제들이다204). 특히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척적인 활동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분야이다.

(2) 여성인권운동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말살된 채 모든 정책은 경제개발 산업발전

에 치중되고 경제개발의 가속화는 가난한 계층의 여성들의 노동력

으로 충당되었다. 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으로 내몰렸으며

그곳에서 또 다른 계층과 성의 이중적 차별을 받는 낙후된 시대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 나가 공장 노동자나 가정부, 식당 종업원, 윤락녀로 전락하

거나 취로사업에 종사하고 산등성이나 개천가 등 도시주변은 판자

촌 밀집지대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1950년대 말부터 인천과 영등포를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이끌어온

도시산업선교회는 주로 공장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

면서 196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교회의 안과 밖으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1960년대 후반에 회원YWCA에서 진행된 지역

활동은 도시산업선교회 활동과 만나면서 본격적인 여성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도시산업선교회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던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활동한 신영희(청주YWCA 전 사무총

장)은 당시의 활동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YWCA의 실무자로 일하다가 영등포 산업선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산업선교는 현장 전도라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

는데, YWCA 활동과는 유사한 면이 많았어요. 우리는 현장에

서 노동자들을 조직했는데, 특히 공단의 여성 근로자의 환경은

정말 열악한 것이었고, 이들을 돕는 데 한국YWCA와 같은 조

직력 있는 단체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신영

희, 인터뷰 자료 중)

204) 여성단체엽합 등 진보적 여성운동에서도 여성의 사회권 획득 차원에서 노동운동, 복지

운동 등을 핵심목표로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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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의 보호문제는 YWCA가 인식한 여성인권옹호의 중요

한 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들어와서 여성근

로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은 고도 경제성장의 주역이면서도 우

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 사회적 지위가 낮을 뿐 아니라 이

들 임금이 최저 생활급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근로여성은 산업

사회가 갖는 문제에서 피해자가 되고 동시에 남성중심의 사회문화

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어 이중 억압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되

는 경우가 많았다. YWCA는 나이어린 여성근로자들이 국가의 공업

화 정책에 따라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신성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데 대해 책임을 절감하고 1974년을 ‘근로여성을 위

한 행동의 해’로 설정했다(월간 한국 YWCA 1974년 4월호:4-8)

YWCA의 여성노동자 인권보호운동은 1960년대 후반부터 저소득

층 근로여성의 복지향상의 차원에서 공단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이전 시기에 이루어진 대한모방, 동영

직물 등의 여직공 교육활동과 여차장 프로그램과 함께 학생YWCA

의 청계피복 평화교실이 이어졌다. 산업사회의 이농현상으로 형성된

도시 빈민지역에 저소득층 가족을 위해 시민 아파트가 건립되었고

대학YWCA는 서민아파트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YWCA 반

백년사 , 1976:216-219). 대학YWCA는 저소득층 문제에 대한 관심

을 저소득 근로여성에게로 확장하여 그들이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한국YWCA연합회 대학생

위원회는 1972년 청계 피복부 공장녀를 중심으로 중등기초과정을

위한 야간학교인 평화교실을 개강하였다. 여성근로자들이 공통점으

로 갖는 문제는 숙소가 불안정하고, 근로환경이 열악하며, 노동량에

비하여 임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인 소망

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월간 한국YWCA 1974년 4월

호에 실린 평화시장 여근로자인 이숙희의 글은 배움에 대한 갈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싶은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 배우고 싶

은 것이다. 낮에는 부지런히 일하고 밤에는 배우고 싶지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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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의 일이 보통 저녁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도저히 배울 수 없

는 상황이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어머니와

동생들 4식구가 살아가려면 도저히 쉴 수 있는 형편도 안된다.

그래도 일하면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독서나 라디

오의 교양시간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크리스챤 사회행동협의체의 협조로 시작한 이 야간학교는 1, 2학

기로 나누어 각각 50명, 20명의 등록을 받고 매일 오후 7시부터 9시

까지 7명의 YWCA회원 및 노동조합 지도자 3명이 한 팀이 되어 6

개월간 여공 30여 명을 교육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기본적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일깨워주는 의미에서 영어, 국어, 수학,

역사, 가정, 공민, 과학 및 노동조합 담당의 자치회 시간으로 교육과

정을 작성하여 운영하였다. 평화시장 옥상의 10평 남짓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1972년 8월 31일과 11월 29일에 각각

수료식을 통해 25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런 결과 평화교실 수료

자들이 공장 내 각 그룹 활동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고 노

동조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대학생들의 활동이 계기가 되어 평화교실의 기업주와 노동조합 간

부들은 이들을 위한 교육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하였고 그

결과 1973년 6월 노동교실 개관이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 또한 대

학 YWCA는 평화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을 갖고 1973년 3

월부터 구로동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공장녀를 위한 시민교실 활동

을 전개했다. 여기에서도 중등교육 기초과정을 중심으로 경수산업

선교회사무실에서 매일 저녁 7명의 YWCA회원과 노동조합 지도자

3명이 한 팀이 되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공장녀 30명을 교육

하였다. 대학YWCA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없

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계속 관심을 쏟았다.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YWCA는 대학YWCA 활동을 포함한 현

장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과정

에서 한국YWCA는 여성노동운동 진영과 관계를 갖게 되었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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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진행되던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호소문205)을 접수하게 됨

에 따라 197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년도 사업장 내용

1977년 방림방적 체불임금, 휴일준수 문제

1977년 남영나이론 (11명)
불공정 임금 조정문제, 여성근로자 구타

문제

1977년
동광통산, 대남통상

(176명)
체불수당문제

1977년 초석건설(6명)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 미지급문제

1977년 낙산섬유 퇴직금 미지급문제

1977년 신흥섬유 퇴직금, 잔업수당 미지급 문제

1978년 동일방직
지부장선거와 노동조합 지부총회 개최

문제

205) 여성노동문제로 접수된 호소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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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년도 내용

생

산

직

여

성

노

동

지

원

활

동

1977

년

1977년 10개 여성노동운동자들의 호소문(대부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노조결성과 관련된 문제)을 접수하

고, 이와같은 여성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하여 정부에

해결 요청

남영나일론 노사문제(불공정 임금조정문제, 여성노동

자 구타 문제)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통해 직접 개

입하여 11명 복직시키고 임금 20%를 인상하는 성과

를 올림

1978

년

동일방직사건에 대한 호소문을 접수(126명 집단해고)

하고 정부에 해결을 요청함과 동시에 노사 간 대화기

회요구. 아울러 이들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

을 전개. 당시 언론 통제 상황에서 YWCA회원들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활동을 통해 알림.

1979

년

해태제과 8시간 노동시간 쟁취운동을 지원하여 사측

에 관계개선요구

사

무

직

여

성

노

동

지

원

활

동

1977

년

여 은행원 처우 및 근로조건 개선운동. 이 운동을 통

해 남녀평등원칙에 입각하여 1978년부터 대졸 중견

여행원이(전여행원의 10%) 채용되기 시작함.

1979

년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여직원에 대한 30세 차별정

년제, 생리휴가제 무실시, 특근수당 및 임금 인상분의

성차별 관행 등에 대한 노동자 측의 시정 협조를 받

아 YWCA는 회사 측으로부터 정년폐지, 생리휴가제

자유신청 가능, 특근수당 및 임금인상에 대한 오해 등

을 해결하는 성과를 얻음.

<표 25> 여성노동운동 지원활동

현장의 이러한 요구는 한국YWCA가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해 적

극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9년 한국YWCA에서 발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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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 프로그램 자료집 에 나타난 활동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남영나일론의 여성노동자 인권옹호

1977년 5월 불공평한 임금인상에 항의, 농성하다가 경찰서에 연행

되어 구류를 살고 나온 남영나일론의 여성근로자의 사건은 사회에

큰 파문을 던졌다. 회사의 편파적인 임금인상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

였던 남영나일론 여성근로자들은 5월 18일 출근 중 회사 측의 남자

간부들에 의해 머리를 쥐어 잡히고, 발길로 채이고, 목을 졸리우는

등의 폭행을 당한 뒤 영등포 경찰서에 연행되어 각각 15일, 20일의

구류를 살고 나왔다. 이에 YWCA를 비롯한 몇몇 여성단체 및 종교

단체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폭행 등 인권유린은 좌시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이 요구한 공정한 임금인상과 11명 근로자의 취업이 이뤄

지지 않으면 남영나일론 상품불매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하였다.

같은 해 6월 4일 YWCA연합회 실행위원회에서는 ① 남영나일론

에 모든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② 여성단체협의회

에 요청, 이 문제를 범여성문제로 다루어 불매운동까지라도 전개하

도록 할 것과 ③ 만약 여성단체협의회가 이에 불웅할 경우 YWCA

가 관심있는 여성단체들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1977년 6월 21일에 YWCA연합회 이사실에서 남영나일론 김재식

사장과 연합회 대표(손인실 회장, 문인숙, 이효재, 박인덕 사회문제

위원, 박순양 총무) 등이 회의를 갖고 ① 여성근로자 구타행위에 대

한 공개사과, ② 불공정한 임금인상의 재조정, ③ 11명 근로자들의

40-50일간의 봉급지급(경찰에 구류되었던 기간과 복직될 때까지의

기간), ④ 11명에 대한 차후 보복행위가 없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

였다. 이에 대해 김재식 사장은 여성근로자들이 문서로 사과하지 않

았기 때문에 봉급은 지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고 불공정한 임금인

상에 대해서는 YWCA가 제안한 23%는 수용할 수 없고 20% 인상

만을 약속했다. 결국 남영나일론사건은 YWCA의 요구사항 중 ①,

②, ④항만을 해결함으로써 일단락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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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일방직 사건

당시 경공업 중심의 수출 중심적으로 추구된 산업화는 단순노동집

약적인 성격을 갖는 산업들로서 단순한 미숙련 노동력을 많이 요구

하였다. 이에 십대 후반의 여성들이 대거 산업전선으로 나오게 되었

다. 이들은 대부분 공업중심 정책하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와 저

임금․장시간 노동을 담당하는 노동력이 되었다. 이 시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1960년의 28.4%에서 37.6%로 증가되어, 같은 기간

의 남성경제활동 참가율이 76.7%, 72.5%로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

과 비교할 때 빠른 속도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었다(김

기, 1978). 그러나 사회적 노동에 여성의 참여비율이 크게 증대한 사

실과 여성의 경제력의 신장이나 사회적 지위의 개선과는 무관한 것

이었고 오히려 노동 분야에서 크게 성차별을 당하게 되었다. 1977년

6월 노동청의 월간노동조사보고서 에 의하면 여성의 전 산업 급여

총액은 남성노동자의 41%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열악한 근로조

건을 개선하고자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1978년에 드디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이 집단으로 자신들의 인권을 부르짖는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였

다. 동일방직 여성노동자의 상황은 저임금으로 차별당하면서 동시에

남성노동조합 대의원에게서 성으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여성노동

자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동일방직 근로여성들은 어용 노동조

합원들의 대의원선거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선거를 강행하

였다. 그런 와중 동일방직 지부는 1978년 2월 20일 관내 경찰서인

인천 동부경찰서에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병력 4-5명을 요구하는 공

문을 발송하여 파견약속을 받았다. 투표일 2월 21일 아침 투표를 반

대하는 회사 측 어용남자조합원들이 기물과 투표함을 파괴하였고

5-6명의 남자들은 미리 준비한 방화수통에 똥을 담아 와서 고무장

갑을 낀 손으로 선거하러 들어오는 여자조합원들의 얼굴에 똥을 묻

히고 빈 방화수통을 머리에 뒤집어씌우는 등의 사태가 벌어져 50여

명의 여자조합원이 부상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치안유지를 위해 경

찰관들이 있었으나 제지하지 않았으며 여자조합원들에게 오히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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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대의원 선거는 치루지 못하였고, 이들 근

로자는 3월 10일 노동절 기념행사가 있던 장충체육관에서 문제해결

을 호소하다 명동성당에서 40명이 13일간, 인천 탑동성당에서 62명

이 11일간 단식농성을 하였다206).

한국YWCA연합회는 1978년 2월말부터 동일방직 사건에 대한 호

소문207)을 접수하였다. 이러한 호소문에는 그간 여성근로자들의 권

리를 찾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이 호소문을

접수한 후 5월 실행위원회에서는 사회문제부가 제안한 4가지 항을

실행하기로 하였다(한국YWCA, 1979년 자료집 ).

1. YWCA는 정부당국과 해당기관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를

위하여 사실을 알리며 문제해결을 요청한다.

2. 동일방직 기업주에게 이 사건에 대한 규명을 요청, 대화의

기회를 갖는다.

3. 현실적인 문제인 생계비를 모금활동을 통하여 지원한다(생계비

1인 1개월 4만원).

4. 근로자 문제는 언론이 통제되어 있으므로 YWCA 회원에게 알

려 재정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근로자의 고통에 동참하도록

한다.

이것은 YWCA가 당시 여성노동자의 상황에서 직접 현장에서 여

성노동운동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었으나 여성노동자의 투쟁 등을

세상에 알리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 YH 사건

1970년대 후반은 체제논란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경찰과 충돌이 잦

206) 동일방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월간 ｢한국YWCA｣ 1978년 6월호 참고.

207) 인권을 강도당한 인권을 강도당한 노동자들의 호소: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똥을 먹

고 살지는 않았다｣(전국섬유노조 동일방직지부), ｢인권을 강도당한 공장에서 부르짖습니

다｣(전국섬유노동조합 인천동일방직지부 조합원 일동),｢동일방직 인천공장 사건경위서｣
(전국섬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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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고 이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었다. 1979년 8월 9

일 YH무역의 여성근로자들이 회사의 폐업에 항의, 신민당사에 찾아

가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은 이틀 동안 대치

하다가 무술경관 등 천여 명을 신민당사에 투입, 농성 여공들을 강

제로 끌어내었고 이 과정에 여공 1명이 투신자살함으로써 정국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YH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는 기독학생운동이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1979년 당시 사회선교협의회 총무로 부임한 기독학생운동

출신의 서경석이 YH사건을 담당하고 있었고, 학사단 단장이었던

EYC 출신의 황주석이 YH노조운동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었다208).

YH사건은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YH여공 농성이 도시산업

선교회 등 종교단체가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보고 도시산업선교

회의 활동 및 성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종교계에도 큰 파문이

일어났다209).

YH 사건의 배경에는 1979년에 발생한 소위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210)’이 있었다.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은 당시에 기독교가 민주

208) 당시 상황에 대해 서경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황주석은 노동현장에 들어가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원희, 이상희, 신대균 등과 함께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

인 시인 고은, 이문영 고대 교수 등에게 YH사건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다. 그들에게 YH

노조의 상황을 설명하고 노동자들이 무사히 신민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민당 측과 협

의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상도동으로 가서 김영삼 총재에게 부탁해 

YH노동자들이 당사로 무사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서경석 인터뷰 자료, 조병호 

2005에서 인용).

209) YH사건으로 인명진 목사, 문동환 목사, 서경석, 이문영, 고은 등이 YH임원들과 함께 

구속되었고, 도시산업선교회를 용공집단으로 규정했다.

210) 1979년 4월 16일에 중앙정보부가 신문에 발표한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은 ‘사회주

의 국가 건설을 위한 크리스챤 아카데미 내 불법용공 비밀서클 결성’이라는 제목의 반공

법 위반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의자들은 크리스챤아카데미 간사 중 농촌사회(농민교육)담

당 이우재·황한식·장상환 등 3명, 산업사회(노동자교육) 담당 황한식·장상환 등 3명, 산업

사회(노동자교육) 담당 신인령·김세균 등 2명, 여성사회(여성교육) 담당 한명숙 등 6명과 

한양대학 사학과 교수 정창렬 등 모두 7명이었다. 이들은 1979년 3월 9일부터 4월 4일

까지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조사받았다. 사건의 내용은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

하면서 교육생들인 노동자, 농민, 여성들에게 자본주의 모순을 교육하고 계급의식을 조장

했으며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이들 교육생을 조직할 목적으로 크리스챤 아카데미 

간사 들 중에서 뜻이 맞는 노동자, 농민, 여성담당 간사들이 비밀서클을 만들었다는 것이

다. 재판과정에서 비밀서클을 만든 바 없다고 판결이 났으나 사회주의 서적과 이북방송

을 청취했다는 것이 유죄가 되어 이우재 5년, 한명숙 2년 6월, 신인령 집행유예 등 판결

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이우재는 "우리들은 사회과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었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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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독교 기관 중

산업선교를 용공으로 몰아가려는 시도였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기

독교 기관이 문제해결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노조집행부

가 당시 민주화투쟁을 내건 보수정당인 신민당에 호소하고자 신민

당사를 점거하는 YH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YWCA는 여성인권운동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인 사건으로 확장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됨에 따라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211). 당시 한국YWCA는 정치적인 목적성을 뚜렷

하게 가진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인권문제를 인간이라는 더 보편적

인 문제로 학습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인간

화운동의 측면에서 정치운동으로 전환된 여성노동운동은 YWCA가

표방한 목표와 맞지 않았다는 내부적 문제의식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국YWCA는 노조여성부장들의 초청간담회, 기

업주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여성근로자의 복지향상에 대하여 깊

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한국YWCA 80년사 , 2006).

(3) 여성 직업개발

경제개발 중심의 국가 기획의 영향으로 여성의 직업개발은 사회적

요구로 확산되었다. 1970년대 한국YWCA는 근로여성과 일반 저소

득층 여성, 소외당한 여성들에게 직업기술 및 생활기술교육을 본격

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212).

적으로 ‘사회주의 서적’을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특히 아카데미의 중간집단 

교육은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루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사회과학도로서 관심을 가질 수 밖

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YH사건을 일으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부마사태에 이어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이우재, ｢내가 겪은 

사건2｣중에서).

211) YH사건과 관련된 내부의 입장은 월간 ｢한국YWCA｣ 1978년 12월호와 1979년 ｢대한

YWCA연합회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다. 

212) YWCA의 직업개발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래 남성직업으로 여긴 직종에 대한 

훈련: 도배, 타일, 페인트, 감귤전정, 건축설계, 제도, 기계제도, 표구, 귀금속 훈련.  2. 

사회의 변천에 따른 직업개발: 피부관리사, 호텔미화부, 탁아모, 장신구디자이너, 판매사, 

비서, 전문음식점 경영 훈련.  3. YWCA가 1966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개해온 종

래의 파출부훈련과 요리사, 환자돕는 이 등(월간 ｢한국 YWCA｣ 1987년 6월호).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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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업개발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YWCA 내부에서 1973년부터 중점적으로 전개한 야간학교, 각

종 직업의식강화 강연, 직업기술훈련과 전국적으로 근로여성이 안고

있는 저임금, 취업기회의 불평등을 겪으면서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새로운 직종개발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외부적인 요인은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 차원으로 여성능력

을 개발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자한 것이다(한국YWCA연합회 연

합위원회 자료집 , 1988).

1974년 6월, YWCA가 공모한 근로여성 수기에 나타난 우리나라

저소득층 여성근로자의 연령은 14세에서 24세까지의 미혼여성으로

그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 소규모 서비스업이

나 행상, 노점상, 건축현장에서의 일용노동 등 일회성에 지나지 않

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저학력 미숙련 기술을 지닌 여성들로서

는 노동시장에 취업이 되더라도 남성보조역에 그친 비공식적 노동

으로 간주되어 노동조합이나 노동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저임

금으로 노동력을 수탈당하는 처지였다(한국여성연구소, 1991).

여성의 새로운 직업개발을 위해 정확한 조사 작업을 위해 한국

YWCA는 1975년 국제개발처(AID)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 여

성들의 직업현황과 ‘새로운 여성 직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213).

의 시점에서 전국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11개 지방YWCA에 34개의 직업여성 클럽과 

407명의 회원, 5개의 공장녀 클럽에 13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직업기술 교육반은 

타자반 1개(25명), 편물반 29개(187명), 양재반 43개(749명), 미용반 20개(548명), 여차

장반 10개(370명) 가정부 훈련반 3개(63명), 손편물반 50개(433명), 한재반 19개(223

명), 자수반 14개(120명), 전문요리반 1개(8명), 조화반 5개(50명), 주산반 14개(160명) 

등 총 209개 반에 2,603명이 기술훈련을 받았다.

213) 조사대상은 전국에 산재한 공공직업훈련소와 YWCA사업 내 직업훈련소, 인정직업훈련

소를 대상으로 훈련기준, 자격과 국가 규정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여성의 노동력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전문직과 기능직에는 남녀의 차이가 심하고 단순노동에 치

중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여성들은 주로 미싱, 봉재, 양재, 자수, 기계자수 등 14종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으며 남녀가 다같이 훈련을 받는 직종은 무선통신, 텔레타이프 등 9종

에 불과한데 비해 남성의 직종은 33종이나 되었다. 남녀가 다 같이 훈련을 받은 직종에

서도 여성은 1명이나 2명 정도가 구색맞추기로 끼어 있었다. 여성이 다양한 직종에 참여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적 통념이 강하게 뿌리 내려진데다 "여성

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식으로 차단되어 훈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런 

제한 속에서 여성 자신들도 직업관이 불투명하여 직업에 대한 긍지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월간 ｢한국YWCA｣1975년 1월호: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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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YWCA는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할 수

있는 직종을 정리하여 여성의 새로운 직업- 직업훈련소를 중심으로

를 발간했다. 이 결과에 의해 YWCA의 여성 직업 개발사업(Better

Jobs for Women)은 지금까지 여성의 직업에 속하지 않았던 도배공,

페인트, 타일 등 세 분야를 우선 새로운 훈련영역으로 선정했다. 이

들 세 분야는 당시만 해도 그것은 ‘남자들이나 하는 일’로 간주되어

여성들도 그 분야에는 미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잘만하면

노동시장의 수요가 많고 여성의 고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직종이었

다.

서울YWCA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1977년 6월 28일, 서울 독산

동 근로여성회관을 개관했고214) 새로운 직종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

했다215). 같은 해 9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산YWCA가 여

성 도배공훈련을 시작하여 여성직업훈련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

다216). 도배공 훈련을 받은 여성들이 도배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214) 서울YWCA의 독산동 근로여성회관을 시작으로 여성 직업교육 회관이 YWCA에 설치

되었다. 근로여성회관은 이후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명칭을 바꾸어 노동부의 지원으로 

전국에 설치, 운영되다가 1993년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52개 센

터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52개 센터 중 27개를 2013년 현재 한국YWCA가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5개를 16개 여성단체가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215) 서울YWCA는 직종훈련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산업사회에 필요한 

여성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기능직은 남성 직종이라는 고정관념을 불식시킨다. 둘째 저소

득, 저학년 여성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생활수준, 소득수

준을 향상시킨다. 셋째 파출부 등 단순 노동자에게 직업의 긍지를 심어준다. 넷째 한국사

회에서 여성 직업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며, 다섯째 미 진학 청소년들의 고용증대로 청소

년선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월간 ｢한국YWCA｣ 1978년 2월호:13).

216) YWCA연합회는 수출 공단이 밀집한 마산지역의 문제를 연구 조사하여 세계 YWCA의 

주선으로 1975년 독일의 개신교 개발사업본부(EZE)의 재정지원을 받아 1976년 1월부터 

3년간 독일로부터 보조(한화 4천 8백만원)와 한국YWCA에서 자체 모금하는 2천 2백만

원의 사업비로 마산의 근로여성을 위한 특별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YWCA연

합회가 주관하되 공업단지 내의 근로여성을 위한 활동이니 만큼 마산YWCA가 추진체가 되도

록 하였다. 연합회는 이에 근로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마산

YWCA의 특별사업의 중점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수출자유지역이라는 곳은 20세 전후의 

한국여성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110여 개의 외국투자기업체 중에 90%를 차

지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막대한 이윤은 곧 이 한국여성들의 피땀어린 노동의 대가인 것

이다. 그들은 남자 기능공의 월 평균 임금 50,987원에 비해 월 평균 29,000 여원의 저

임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3년간 계속된 마산YWCA의 근로여성특별사업은 마산지역의 특

수한 사정으로 회원들의 유동이 심한 편이었고 회관이 좁아 클럽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 

옥상이나 지하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방에서까지 모이는 예가 많았다. 임금 인상 투

쟁과 같은 적극적인 근로자의 자기 권리획득이라는 의식화 프로그램에는 손을 못 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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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회전반에 만연한 ‘도배일은 남성전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게 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마산YWCA는 도배공 훈련대

상자를 20대에서 30대 기혼여성으로 잡고 교육 내용은 매달 10일간

‘직업여성의 자세’ ‘실내장식’ ‘도배지 선택법’ ‘재단법’을 가르치고 회

원들의 가정을 실습장소로 사용하게 했다. 평균 12명에서 15명 정도

가 신청하여 네 차례에 걸쳐 63명이 훈련하고 그중 42명이 수료했

다. 1978년, 6회에 걸쳐 62명이 수료하고 바로 그 전해에 수료한 도

배공이 실습강사가 되어 차기 도배공을 훈련시켰다.(월간 한국

YWCA 1979년 1월호:31)

서울YWCA의 경우 1978년 1차 도배기술훈련 후 총 97명의 수료

생중 80%인 68명이 서울YWCA 독산동 근로여성회관에 소속되어

취업전선에 나섰으며 사회의 호응도 대단히 컸다. 수입도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높았고 남성과의 임금격차도 전에 비해 많이 좁아졌

다217). 여성들이 건축현장에서 당하는 임금격차는 1977년 9월을 기

준으로 타일의 경우는 남자 8,000원에 비해 여성은 그 4분의 1에 해

당하는 2,000원을 받고 페인트는 남자 5.000원에 여자 2,500, 2배에

서 4배 이상 심하게 격차가 나는 예가 있다.

그러나 훈련 후 페인트, 타일, 도배 세 분야는 남녀 똑같이 1만원

을 받게 되었다. 전에 비해 임금이 2배에서 무려 5배까지 높아졌다.

훈련 전에는 도배 페인트 타일분야를 ‘남성전용 직종’으로 생각한

사람이 300명 중 232명이나 되었으나 훈련 후 조사에서는 남성만의

직업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이 7명에 불과하여 꼼꼼하게 손이 가는

도배일은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신문들

은 ‘여성근로자 대책의 차원’( 경향신문 1978년 2월1일자), ‘여성기

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마산YWCA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물론 당시 한국 상황에서 

볼 때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전개된 프로그램이었다. 관계 YWCA 지도자들의 치밀

한 계획과 추진력, 지역사회의 협조, 근로여성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되었다(｢YWCA 특별사업｣, ｢한국YWCA｣ 1977년 3월

호:32-33)

217) YWCA 도배사 1호인 안육례의 경우 남편이 상가의 문을 여닫아주고 청소하는 일만으

로는 세 아들을 교육시키고 생활을 꾸리기가 어려웠으나 도배사 기술자가 된 후 세 아들

을 모두 교육시켰다. 김말려(서울정수기능대학 강사)의 경우도 도배공 훈련 후 강남터미

널 앞에 신축한 경남아파트 도배 일을 맡아 1994년에는 대한YWCA연합회가 주최한 여

성기능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가장 솜씨 좋은 도배사’로 인정받은 후 "YWCA 훈련

을 통해 새 인생의 지평을 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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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직의 새 개발-YWCA의 참신한 착상을 보고’( 조선일보 2월9일

자), ‘건축토목․기능직․기술훈련 계획’( 중앙일보 2월 9일자)등 사

설을 싣고 여성의 새 직종개발을 인정했다.

이 직업개발 훈련 중 가장 큰 수확은 노동청의 인정(認定) 직업훈

련소 인가를 들 수 있다. 직업개발을 할 때마다 당면하는 과제가 인

정 직업훈련소 인가였으나, 인가받는 기준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

다. 그러나 여성의 직업분야를 새롭게 개척하는 시점에서 인정직업

훈련소 인가를 받게 된 것은 YWCA의 직업훈련이 그만큼 사회적으

로 인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한국YWCA연합회 연합위원

회 자료집 , 1988). YWCA가 시작한 직종은 도배, 페인트, 타일에

이어 감귤전정기술과 표구, 제도, 목공예, 간판 등으로 확대되었다.

대상지역은 서울, 광주, 목포, 부산, 전주, 제주, 대구, 울산, 군산

YWCA로 시작하여 차츰 각 지방 YWCA도 노동부 인정직업훈련소

로 인가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

한국YWCA는 파출부 교육 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조직이다218). 여

성인력이 산업계로 진출함에 따라 상주 가정부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일손을 도와주는 편리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

들에게는 부업을 알선하는 취지에서, 또 가정부도 하나의 직업으로

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YWCA는 ‘가정부’라는 명칭을 ‘파출부’로

바꿨다( 서울YWCA 50년사 , 1976). 한국YWCA연합회는 1973년 4

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적인 가정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서울을 비롯한 12개 지방의 YWCA회원 263명과 회원가정에

상주하는 가정부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가

정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아울러 이미 여러

지방 YWCA에서 실시하기 시작한 시간제 가정부의 활용을 더욱 확

대시킬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간제 가정부의 훈련과 활용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은 서울

YWCA였다. 1966년 12월에 시작한 이 사업은 많은 호응을 얻어 다

218) 1966년 12월, 도시의 영세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시도한 시간제 가정부 훈련은 1주일

의 훈련과정을 거쳐 신원보증서, 주민등록초본, 재정보증서 등의 서류를 갖춘 사람으로 

한글을 체득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연락처가 분명한 20세에서 50세 미만의 여성을 선정

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근무에 점심을 제공받고 1일 300

원, 8시간이 초과하면 시간당 50원을 추가로 받았다(｢서울YWCA 오십년사｣: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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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방 YWCA에도 급속히 확산되어갔다. 10년이 지난 1977년에는

전주, 대구, 춘천, 대전, 광주를 비롯한 12개 지방 YWCA가 실시할

정도로 이 사업은 YWCA의 중점사업이 되었다. 파출부를 지원하는

주부의 수는 YWCA가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한번 모집에 수백명

씩 몰려들었다. 훈련 희망자는 대부분 영세 가정의 주부가 많았으나

간단한 시험을 쳐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주었

다219).

파출부를 모집한 후에도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서울YWCA의 경우 1주일간의 교육기간을 갖는데 그 내용은

YWCA 소개와 가정부로서의 자세와 책임, 위생과 가정보건, 그리고

요리 및 응급치료법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생활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지식과 기술을 교육 내

용에 포함시켰다. 이 교육을 ‘성인교육 특별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시작된 성인교육의 모델을 제시한 것

이라 평가할 수 있다(김현자, 1977).

YWCA의 파출․가정부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자 이 사업은 다

른 여성단체에도 급속도로 확산해 나갔다. 파출부 사업은 전국 26개

YWCA 중 23개 지방 YWCA가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가정에 파견

하는 가정부, 환자 돕는 이, 요리사 훈련도 개발하여 필요한 회원가

정에 수련생을 보냈다. YWCA의 가정부 훈련 사업은 YWCA가 여

성의 사회적 요구에 구체적으로 응하면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이바

지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노동부의 무료 직업안내

소 인가를 받게 된 동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직업개발 사업은 1970년대 이후 한국YWCA의 특별한 업

적으로 손꼽히며,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여

성의 직업의식을 높이고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을 비롯하여

219) 훈련내용은 서울YWCA의 경우 1주일간의 교육기간을 통해 인간관계, 파출부로서의 

자세와 책임, 가정보건, 산모간호와 아기 돌보기, 알뜰한 소비생활, 전기기구 사용과 화

제예방, 소방법,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위생, 응급조치법, 가정보건, 식생활에서는 요리, 

세탁, 청소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알뜰한 가정주부와 현명한 소비자세, 그

리고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지식과 기술을 가르쳤다. 파출부의 노동 조건은 지방에 따

라 다르지만 근무시간은 대부분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 점심제공과 시간당 1천원에서 

1,300원까지 받게 되었다. 이는 10년 전인 1966년 1일 300원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엄청난 액수다(｢한국YWCA 80년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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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회기관에 확산되는 데 분명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소비자 운동

한국의 소비자운동은 YWCA가 처음 시작한 대표적 운동의 하나

다. 소비자운동이라고 하면 YWCA가 떠오를 만큼 소비자운동은 우

리 생활전반에 걸쳐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가져왔다. YWCA의 소

비자운동은 소비자의 주체는 여성이며 소비자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일깨워주었고 기업의 이익을 우선 하는 상품생산보다 소비자인 여

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언제나 이를 향상시키고 있다.

서울YWCA가 소비자보호운동을 시작한 것은 1960년 후반기부터

한일 경제협력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따른 문제점에

착안하였기 때문이었다( 서울YWCA 50년사 , 1976). 1964년 사회문

제부 내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정불량 상품 개선 및 고

발활동으로 활발해진 이 소비자보호운동은 1970년대 전국 조직으로

전개되어 나갔다. 부산YWCA도 같은 시기에 소비자 상담소를 개설,

초기의 소비자 운동을 함께 주도했고, 1970년 초에 광주와 목포

YWCA가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소비

자 보호운동은 전국적 운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1973년에 이르러서

는 전국적인 조직을 위한 각 지방 YWCA 소비자보호위원회 조직운

동이 활발해졌다.

YWCA의 소비자운동에 대해 국내 여성단체들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1968년 4월 1일, 각 여성단체대표들을 초청하여 소비자

연합회의를 소집하고 대외적인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발족(위원장 정

광모)했다.( 서울YWCA 50년사 1976). 1970년대의 소비자운동은 소

비자의 주체적인 법적권리를 확보하면서 계몽과 교육, 고발의 과정

을 거쳐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YWCA는 고발창구에 비쳐진 소비자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

루어 사회에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소비자운동의 방향을 제

시하는데 공헌했다. 경제발전 제일주의로 치닫던 당시 상황에서 소

비자 고발센터는 소비자가 당한 불이익을 기업이나 상인, 정부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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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아 전

국적으로 고발센터가 늘어났다. 소비자 상담이 체계적인 접수와 처

리로 이어지자 1972년에는 식품 상담 외에도 좀 더 다양한 상담이

의뢰되었다. 이중 고발건수 총 72건 중 상품권이 21건(29%), 식품류

12건, 일용픔과 의류 각 11건, 전기제품 9건, 장식품류 6건, 기타 2건

으로 발족한지 3년 밖에 안된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이 잇달았다.(

서울YWCA 50년사 , 1976:238-239).

서울YWCA는 1972년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제1회 전국 소비자

보호 세미나(9월 12-13일)를 열고 지금까지 해 온 YWCA의 소비자

교육의 실제와 문제점, 정책방향을 돌아보고 "반 소비자 행위에 우

리는 도전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등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 세미나에서 소비자 고발상품

의 처리는 더욱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물가폭등 현상에 따른

경제교육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운영이 요청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

다. 이처럼 적극성을 보인 소비자운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인권

운동의 차원으로 질적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의 정책차원에

서 소비자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 선언’을 발표했

다.

-소비자 선언-

1. 우리는 정부 및 입법기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의

입법을 조속히 제정, 적절한 행정의 확립을 요구한다.

2. 우리는 정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소비정보를 소비자에게 제

공하고 그와 같은 체제를 조속히 확립할 것.

3. 우리는 올바른 상품선택을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제공하며 소비자의 불평처리를 담당한다.

4. 우리는 소비자의 소리를 모아 정부와 국회는 물론 생산자 및

판매자에게 전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관계를 개선한다.

5. 우리는 정부가 국민교육과정에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6. 우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른 민간단체와도 긴밀한 유대

를 갖고 소비자의 교육 계몽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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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는 정부가 조속히 소비자보호 민간단체를 육성해줄 것을

요구한다.

8. 우리는 끊임없는 감시를 통해 반 소비자 행위를 자행하는 생

산품에 대해서는 단호히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

서울YWCA 50년사 , 1976: 242)

1970년대에 지역YWCA에서 실시된 소비자 관련 교육내용과 활동

은 다음과 같다( 한국YWCA 80년사 , 2006).

교육 및 세미나: ‘공공요금 인상과 가계부’ ‘생활교실’ ‘가계

부에 이상 있다’ ‘SF마크를 진단한다’ ‘직장인의 경제생활교

육’(매주 1회) ‘여름철과 청량음료’ ‘화장품 가격 비싸다’(공청

회)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근로여성 소비자교육’ ‘소비자보호

법제정 공청회’ ‘육류파동과 소비자’ ‘핵문제, 약이냐․독이냐’

‘보험은 무엇인가’ ‘슈퍼마켓과 소비자보호’ ‘증권에 대한 상

식’ ‘가정용전기에 관한 일반적 상식’ ‘책임있는 자원의 활용’

‘프로판가스의 안전취급법’ ‘소비자보호와 시대적 책임’ ‘소비

자보호운동에 대한 계․실․평, 식품 및 약품남용에 미치는

영향’

훈련 및 연구모임: 소비자 모니터 및 책임자 훈련, 공동구

매 책임자 훈련, 소비자 지도자 교육, 향장품 연구회, 초중고

학생 소비자교육과정을 연구하는 TV 어린이 프로그램 교사

모임, 소비자보호 지도자 훈련(중부, 호남, 영남지역)

테스트: 햄과 소시지 방부제 검사(불량소시지 제조를 중

지하도록 당국에 건의), 제조분유 이물질 검사, 학용품 수거

품질 검사. 빙과류 대장균 검사, 전기장판 비교 테스트, 국산

화장품 첩부 실험, 대만산 송죽크림 유해성 검출(당국에 고

발), 불량전기기구조사, 구두․핸드백․백열구 및 형광등 품

질검사. 마산 중앙크림 유해성분 검출, 전기밥솥․보온병 등

사용비교 테스트, 시내음식점 식초수거 유해성분 검사, 학용

품사용 비교 테스트, 석유난로 사용비교 테스트, 직영백화

점․전문점 등 상품가격 비교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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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비자 보호운동 형태는 1975년, 1976년에까지 유사하게

진전되고 있고, 그때 그때의 사례들은 독특성을 가지게 된다. 즉 소

비자보호센타 활동(주로 고발상담 처리)으로 1974년의 경우 서울

YWCA가 321건, 광주 187건, 대구 56건, 부산 11건 등의 고발사항

이 접수 처리되고 있다(한국YWCA연합회 연합위원회 자료집 ,

1975).

1975년에는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어 이것이 소비자 보호운동에 긍

정적 영향으로 작용했고, 제주YWCA가 관광객 보호를 위해 관광객

을 대상으로 제주시 관광시설에 대한 평가를 한 점과 서울 YWCA

가 마산 중앙크림 수은함유량 고소에서 승소한 일 등은 소비자운동

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의 선상에서 소비자보호운동은 여러 단체들의 연합운

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976년에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가 구

성되어(대한YWCA연합회, 전국여성단체협의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주부클럽연합회 등) 소비자 보호운동은 상호협력과 협의를 통한 집

단세력으로 결집되었고 압력단체로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YWCA는 그동안의 선구적인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한편으로 연대활

동을 이루어나갔다.

3. ‘새로운 운동’의 도전과 지역운동의 분화

(1) 광주YWCA의 ‘민중논단’

한국YWCA연합회는 1962년 전국대회를 통해 ‘YWCA와 기독정신

의 통일’을 프로그램 중점사업으로 채택하여 평신도 운동을 전개하

였다. 이 운동은 1963년에 더욱 박차를 가해 이사 및 프로그램 회원

등 무급지도자와 직원들을 위한 종일 회에서도 주제로 토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평신도 운동으로서의 YWCA 운동에 대한 재인식과

YWCA 프로그램을 통한 기독교 증거 방안 연구, 변천하는 사회에

서의 책임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으며 이 주제를 가정, 교

회, 지역사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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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독교의 사회참여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 한국

의 평신도 운동은 사회참여에 있다는 데에 역점을 두었다( 한국

YWCA 반백년사 , 1976).

이어서 1974년 11월 5일 YWCA연합회는 전국 15개 지방YWCA

별로 ‘구속자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당시 기도회의 요청 공문

에는 ‘고난 중에 있는 수감자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정의와 평

화를 위하여’ ‘기독교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

하였다(한국YWCA연합회 연합위원회 자료집 , 1975). 그러나 ‘기독

인의 사회참여’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연합회가 주도한 기도운동은

당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극적인 형식이라는 내부적 비판을 받

게 되었다. 특히 기독교 사회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활

동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한국YWCA가 설정한 운동중점과 활

동 내용은 당시 시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것은 지역 네트워크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한국YWCA연합회로서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기

어려운 역할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

황은 이 시기 가속화된 지역조직화와 맞물려 이전 시기에 한국

YWCA가 유지해 온 단일한 정체성으로부터 지역 중심의 운동으로

정체성이 분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계기도 되었다. 특히 한국YWCA

와 같은 해인 1922년에 창립되어 한국YWCA의 역사적 맥을 이어오

고 있었던 광주YWCA와 서울YWCA는 지역 내에서 갖추어 온 조

직적 기반과 지역적 특성, 그리고 당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

는 상황적 요인에 의해 민주화 운동의 전면에 등장하는 특징을 보

였다.

광주YWCA는 광주의 YMCA, NCC, 전남 자유수호위원회의 4단

체와 공동주관으로 1974년 10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YWCA강당에

서 ‘목요기도회’를 개최했다. 모든 비판적 발언과 행동의 기회가 철

저하게 봉쇄된 긴급조치 9호 하에서 예배와 기도회만이 유일한 방

법이었고 YWCA강당은 가장 적당한 기도회 장소로 이용되었다( 광

주YWCA 70년사 , 1992:161). 이에 대해 회원들 중에서도 YWCA가

사회적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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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YWCA의 목적인 ‘사회정의 실현’에 참여해

야 할지에 대해 지도부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서 1976년 3월 29일-30일에 ‘이사, 위원 연수회’가 열렸고, 이 모임

에서 광주Y 지도자들은 ‘중간집단으로서의 YWCA의 역할’을 분명

히 하였다( 광주YWCA 70년사 , 1992:161).

"점차 심화된 사회의 양극화 현상, 즉 위정자와 국민, 야당과

여당, 남자와 여자,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서의 중재, 화해

와 역할을 할 중간집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예수의 삶 속에서 나타난 사랑(인간화)

을 실천하려는 기독교단체, 즉 YWCA가 중간자로서 화해의 역

할, 중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연수회를 통해 YWCA가 새로운 자각과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결의하였고, 광주YWCA는 1978년 6월부터 ‘민족의 주체인 민

중’의 역할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로 ‘민중논단’을 시작했

다.

횟수 일시 주제 강사

제1회 1978.6.19 성령과 민중 서남동

제2회 1978.9.29
민중의 의미와 역사발전에

의 참여
한완상

제3회 1979.3.15 기독교의 의식화 문동환

제4회 1979.6.26 기독교와 민중문학 현영학

제5회 1979.9.27 민중문학과 문학의 보편성 송기숙

제6회 1980.4.14 민중의 하나님 문익환

제7회 1981.11. 예수와 민중 서남동

제8회 1982.7 역사와 민중 김동길

제9회 1982.11 민중적인 삶의 지표 성내운

<표 26> 광주YWCA 민중논단(1회-9회) 주제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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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논단은 1990년대 이후까지 계속 진행되었고, 각 시기별로 시

대의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고 있다220). 이 민중논단은 회원들이 이

시대 이웃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새롭게 해 주었고, 사회의 핵심문

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했다. 당시 광주YWCA의 청

년부 이기봉 회장은 청년전국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서부지역 청년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광주YWCA 70년사 , 1992:165).

"진정한 크리스챤은 자기가 처한 시대와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바로 자기가 처해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신앙고백

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챤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 무한

히 넓고 개방적이다. 오늘날 기독교인 특히 YWCA가 대상을

해야 할 이웃은 당연히 억눌리고 가난하고 불한당 만난 사람이

다".

광주YWCA가 지역에서 시민운동의 구심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의 어머니’로 일컬어지는 조아라221) 전 광주YWCA 회장

220) ｢광주YWCA 70년사｣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992년 제24회까지 이어진 민중논단은 

경제자립(12회), 통일(14회), 이데올로기의 문제(18회), 원자력발전소문제(19회), 정신대

문제(24회)등의 주제로 이어졌다. 

221) 1912년 전남 나주 반남에서 태어난 조아라는 1931년 수피아여고를 졸업, 광주 이일

학교 교사로 재직 중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하고 광복 후 YWCA 실무책임자가 되어 광주

YWCA와 수피아여고 재건에 뛰어들었다. 1947년부터 1973년까지 26년간 광주YWCA 

총무, 1973년 제 13대 회장에 취임하여 9년간 광주YWCA를 이끌었다. 2003년 7월 8

일, 조아라(91) 별세소식이 전해지자 전남도의 각 신문들은 ‘한국 여성․민주화운동의 대

모’ ‘희생의 삶 살다간 광주(光州)의 어머니’보도에 이어 그의 투철했던 삶을 심도있게 

조명한 바 있다. 1980년 5·18 사태가 엄청난 비극으로 치닫게 되자 조아라는 광주 사태

를 위한 수습대책위원으로 활약하다가 학생과 청년 등 항쟁파를 지지한 남동성당 강경파

로 낙인찍혔고 6개월간의 옥고를 치뤘다. 당시 상소공판의 최후 진술은 법정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5·18 광주 사태는 계획된 방화사건이나 다름없는데 어

찌하여 나라의 법은 방화범은 찾지 않고 불을 끄러간 선의의 협조자를 죄인 취급하는가. 

우리는 국군이 죄없는 국민을 살상하고 짓밟는 일을 수습하러 나온 수습위원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내란 음모죄와 내란 음모수행 임무죄가 된단 말인가? 나는 일찍이 

민족비운의 역사 속에서 가진 수난을 겪고 이만큼 나이를 먹고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 

상관없지만 이 법정에 앉아있는 저 씩씩한 젊은 학생들은 학교로, 직장인은 직장으로, 교

수님들은 교단으로, 성직자, 변호사는 그들의 본직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한다." 출감 후 

구속자와 부상자를 일일이 찾아 보살피는 것을 보고 그의 열정과 진실한 인품에 감복한 

동양화단의 원로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은 그에게 티 없이 결백하다는 뜻의 소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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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아라는 1947년부터 1973년까지

26년간 광주YWCA 총무, 1973년 제 13대 회장에 취임하였고, 이후

명예이사로 활동했다.

광주YWCA의 민중논단은 조아라가 총무가 회장을 역임하던 당시

에 시작된 사업이다. 광주YWCA가 민주화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

게 된 것은 광주YWCA가 그 이전부터 지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결해왔던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방 직후 광주

YWCA 재건작업을 이끌었던 조아라는 재임기간 동안 3년제 야간중

학인 호남여숙, 전쟁고아를 위한 성빈여사,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직업학교인 계명여사 등을 설립했다. 6·25 피난 시절에는 기독교기

관이라는 간판만 보고 광주 YWCA로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가장 심각했던 것은 소녀들의 일자리였다.

그는 UN 원조기관에 후생시설 임시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식량을

원조 받아 그들을 보호했다. 광주YWCA에 ‘소녀관‘이 생겼다는 소

식이 전해지자 전쟁고아들은 희망을 안고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그

것이 ‘성빈여사’의 시발이 되었다. 1952년 5월말에 광주YWCA 복지

사업기관 설립 후 그는 1천여 명이 넘는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다222).

이러한 기반 하에서 지역운동의 구심점으로 활동하던 광주YWCA

는 당시 한국YWCA연합회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

하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제시했다. 1979년에 한국YWCA연합회 주

관의 제27회 전국대회가 열렸고, 참석한 회원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

황에 비추어 시국에 대처할 수 있는 안건이 제안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회에서 내려진 결론은 회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

흡했다. 한국YWCA가 나라의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소극적

이라는 평가를 내린 광주YWCA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제안서

를 제출하기로 하고, 전국대회에서 결정한 중점사업을 지역 상황에

맞게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YWCA 70년사 , 1992:169). 한

(素心堂) 이란 아호를 지어내렸다. 그의 공을 기리기 위해 YWCA는 1994년 제2회 송제

공로상에 이어 2003년 대상을 수여했다. 

222) 1965년, 용신봉사상을 받은 그에게  당시 신문은 ‘윤락엄마노릇 10년’이란 제목아래 "

명실공히 조여사는 광주의 모든 불우한 여성들의 한결같은 광주의 어머니"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붙이고 있다.(｢조선일보｣ 1965년 9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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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YWCA로서는 당시의 상황에서 기독교 중심의 운동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이미 한국YWCA는 지역운동이 분화되는 시점에 와

있었고, 그것은 지역에 연합회와는 다른 지역적 특성과 리더십이 존

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광주의 경우 대도시임에도 불

구하고 산업화 과정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낙후된 지역적 조

건 하에서 복지운동이 타 지역보다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지역

상황에 맞게 광주YWCA는 여성들을 위한 복지운동을 꾸준히 전개

해 왔으며, 다른 지역과 다른 형태의 운동의 지형을 보이게 되었다.

1980년에 일어난 5·.18 광주민주화항쟁은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상처이다. 광주YWCA에서는 당시 회장과 총무, 수위가 연행되

었고, YWCA 신용협동조합 직원 1명이 사망했으며, 1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상황을 전한 회의록에 따르면 5월 27일 새벽에 계엄군

이 건물에 난입, 총격을 가했고, 총에 맞아 사망한 직원 옆에서 이

를 저지하던 조아라 회장과 이애신 총무가 현장에서 연행되었다. 한

국YWCA연합회는 1980년 6월 2일에 회장과 총무가 광주YWCA를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도지사 등을 만나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

다. 당시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회 회의록 에 따르면, 위원들

은 언론에 비친 광주의 상황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고, 광주 시민

을 폭도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옳게 전해야 한다는 의견들

을 나눴다(한국YWCA연합회, 1980년 7월 5일 실행위원회 회의록).

운영비 조달이 어려워진 광주YWCA를 위해서 한국YWCA연합회가

긴급 사업비 25만원을 지원했고, 지방YWCA에서 광주YWCA를 위

해 모금한 돈은 140여만 원이었다.

광주의 특수한 상황은 광주YWCA가 여성의 인권과 복지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했으며, 지역복지의 구심점으로 활

동을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분화는 근대화 과정 속에서 대도

시의 산업화에 따른 지역 간의 격차 등으로 이전 시기와 같이 동일

한 운동의 프레임으로 전국조직이 움직이기 어려워진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가 단일한 정체성으로 지역조

직을 통합하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운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갖춘 지역조직의 등장은 뒤이어 보여주는 서울

과 차이가 있는 형태이며, 이후 부산YWCA와 청주YWCA의 생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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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운동이나 1990년대 이후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지역

YWCA의 생활정치 참여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역운동 분화로 이어

지게 되었다.

(2) 서울YWCA의 ‘수요강좌’

이 시기에 서울YWCA는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국

강연회를 개최했다. 1973년부터 1986년까지 13년간 이어진 수요 강

좌는 정치, 경제, 여성, 신앙, 국제, 가정, 민족,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한완상, 정광모, 전영우, 박근자, 은준관, 함석헌, 석주선, 박

대인, 안병무, 서광선, 안병욱, 여석기, 지학순, 김동길, 박동진 등 당

시의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명동에서 대중들과 만나는 집회의 현장

이 되었다. 1980년 3월 26일 서울YWCA강당에서 열린 수요강좌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몰려와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민

족혼을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출소 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선 강연도 YWCA의 ‘수요강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강당에 못 들어 간 사람들은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마당에서 강연

을 들었다.

당시 강좌에서 선정한 주제를 살펴보면 기독인으로 시대정신에 대

해 YWCA가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1980년도에는 강좌

에 이어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고 기독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

하고 있었다223). 특이한 것은 1979년에 ‘핵’의 이슈를 세부적으로 다

루었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이슈였으며 일반 시민들에게

핵의 문제를 던진 것은 시대에 앞선 행보였다.

223) 동아일보 1974년 11월 6일자에 실린 기사에서 당시 열린 기도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YWCA의 수감자를 위한 기도회가 전국 15개 지부 별로 5일 오후 7시 일제히 개

회됐다. 서울YWCA 종교부 주최로 명동 YWCA 회관에서 열린 기도회에는 회원 3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현자 YWCA연합회 부회장은 ‘나라를 위하여’라는 기도에서 "사회정의

와 부조리 시정을 외치던 사람들이 옥에 갇힌 일차적 책임은 기독교도들에게 있으며 기

독교도들은 위정자들이 남을 비판하고 탄압하기 전에 자기의 잘못을 깨우칠 통찰력을 갖

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수감자 가족으로 우홍선씨(45)의 부인 강순

희씨(42), 서울문리대 사학과 3년 이철군(26)의 어머니 정경조씨(52) 등 7명이 자리를 

같이 했으며 김대중씨 부인 이희호 여사의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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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주요 주제 주요 강사

1974

기독교인의 사회적 사명과 부조리

개발도상국 경제성장과 부조리

근로자와 인권 김수환 추기경

함석헌 씨알의소리 대표

문익환 목사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

이태영 변호사

강원용크리스챤아카데미

원장

김종일 가나안농군학교

교장

이범석 국토통일원장관

이우정 전서울여대 교수

한경직 영락교회 목사

송건호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서정주 시인

양호민 조선일보논설위

원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

이문영 고려대 교수

이기택 신민당 부총재

고은 시인

한완상 전 서울대교수

지학순 천주교원주교구

장

1975

민족이 걸어온 길

크리스천 양심선언과 경제

가족법 개정

1976

인권운동으로서의 소비자운동

기독교운동체의 사회적 책임

사회발전과 청소년 문제

1977

여성의 인간화, 인간화의 의미

기독인과 노동

기독교와 민주주의

1978

3·1운동과 기독교, 3·1운동과 민중

근대 한국민중운동

4·19와 교회, 4·19와 청년

1979

핵문제, 에너지로서의 핵, 무기로서

의 핵, 공해로서의 핵

미국과 일본 정책

1980

80년대 민족 통일을 꿈꾼다

민족혼을 부른다

역사의 봄은 오는가

개발계획을 평가한다

자립을 위한 길을 찾는다

정의실현을 위해 어디로 가야하는가

1981

가난은 극복되어야 한다

에너지는 아껴야만 한다

전쟁은 끝나야만 한다

1982
여성문제의 본질, 법적 불평등

제3세계와기독교·경제발전·정치발전

<표 27> 수요 강좌의 주요 주제와 강사

이러한 포럼 형식의 ‘강좌’에 직장인 뿐 아니라 일반 주부들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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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가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었다. 다른 조직과 달리 YWCA라는

공신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로서는 가장 유명한 분들만 모셨어요. 화요일에 하는 화

요모임과 수요일에 하는 수요강좌 모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매

번 꽉 찼습니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때라 어디에서

도 들을 수 없는 진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했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알

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김형 당시

서울YWCA 총무 인터뷰)

당시의 강좌에 대해 다수의 신문들은 행사에 대해 보도했고, 일부

신문들은 구체적인 강의 내용을 요약하여 알리고 있다. 이것은 당시

에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언론의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강좌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제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아래의 내용은 동아일보의 1974년 11월 30일자에 실린 기사이다.

YWCA 인권옹호 강연회

인권과 예수와 법률 / 헌법의 전문과 내용에 모순 / 공동체의

바탕은 사랑과 정의 / 현실은 강자들이 모든 것 독점 / 예수는

강자의 허식과 약자의 노예근성을 폭로

‘28일 오후 서울YWCA 강당에서는 ‘인권옹호를 위한 대 강연

회’가 있었다. 이날 강연 가운데 ‘예수와 인권’, ‘법률과 인권’ 등

두 주제를 간추려 옮긴다.(편집자주)

예수와 인권(문동환 한국 신학대 교수)

"...오늘날의 인권을 비추어 볼 때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인

권을 회복하기 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바탕은 사랑과 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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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야 한다...오늘의 현실은 강자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

법까지 약한 자를 억누르려는데 쓰여지고 있다...오늘의 상황은

예수가 살던 시대와 흡사하다. 박형규 목사 등은 이 시대에 예

수처럼 십자가를 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통해 구원을 얻을

것으로 믿는다."

법률과 인권(이병린 변호사)

"오늘의 상황은 위기의식이 점고함에 따라 당연한 것인들 법,

정의, 인권이 사회존립의 요건으로 확인되는 것이 필요한 지경

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열렬한 희망과 당국의 고집이 맞서 혼

미를 거듭하고 있다...현행 헌법 아래서는 기본적인 인권과 정

의가 확보될 수 없다...개헌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이든 국민

개개인이 자유스럽게 의사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명동성당에 인접해 있던 서울YWCA 강당은 강연을 듣기 위해 모

인 사람들도 매번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강사들은

최소한의 경비만 강사비로 받고 대부분 후원을 하는 마음으로 강의

에 참여했다.

"강사비도 없어서 매번 아주 조금씩, 오만원 정도 밖에는 강사

비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것도 다시 후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했

어요. 어디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을 수도 없는 프로그램이었지요. 특히 그 때 참가했

던 주부들이 이후에 주부클럽의 회원으로 소외된 지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김형 인터뷰 자료 중)

명동에 위치한 서울YWCA강당은 ‘강좌’를 통해 재야운동가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이른바 ‘YWCA 위장 결혼식 사건224)’

224) ‘YWCA 위장결혼식 사건’은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던 신군부 세력에 반발해 

윤보선, 함석헌 등의 주도로 결혼식을 위장해서 열린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말한다. 

즉, 계엄으로 모든 집회가 불가능했던 1979년에 결혼식을 가장하여 민청과 국민연합에

서 집회를 시도했던 사건이다. 집회는 함석헌 선생을 대회장으로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 저지 국민선언대회’로 이름을 붙였다. 많은 학생과 재야인사들



- 258 -

이 일어난 것도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이 당

시 서울YWCA는 신앙적으로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 기도모임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던 때였다. 보수적 신앙을 강하게 가지는 분위기에

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포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이들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독교인의 진정

한 신앙고백을 실천해야 한다는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신앙의 실천으로 포럼을 진행했다는 고백은 당시에 일했던 많

은 실무자들도 공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초기부터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기독교 여성운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이어 온 결과라 볼 수

있다.

"그 당시가 최근의 YWCA역사 중에 가장 신앙적으로 뜨거웠

던 때였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참 희안하게도 모든

실무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잡혀가도 이상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모시는 강사마다 현 정치에 대해 비

판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었는데, 뜨거운 신앙으

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힘으로 담대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성령의 힘으로 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사회에서도 실무자들의 결정이

라면 뭐든 밀어 주셨구요."(김형 인터뷰 자료 중)

또한 이러한 ‘강좌’ 형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었

던 것은 대중매체가 발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부에 의해 언론

이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까지 사회운동은 ‘메시지’

중심의 운동이었고, 합법적으로 활동이 보장된 종교계열의 시민단체

가 사회운동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YWCA에서는 성인교육 프로그램이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주부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은 서울YWCA가

이 명동을 가득 메운 가운데 YWCA에서 ‘국민선언 대회’가 열렸다. 이 사건으로 18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10명이 수배되었다. 당시의 사건에서 신랑 역할을 했던 고 홍성

엽씨는 2013년에 긴급조치 1호의 선고에 대해 사후 8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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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클럽 조직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성인교육의 모체로서 평가받는다. 그러나 "교육의 내

용이 여성생활에 관련된 제반문제와 국가 발전, 현대적 인간사회의

문제에서 조직적으로 계속된 기본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고 강좌

내용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선에 그쳐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월

간 한국YWCA 1974년 5월호:8-9). 이러한 서울YWCA의 상황에

서 ‘수요 강좌’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서울이 민주화운동이 집중되

던 지역적 특성이 있었고 서울YWCA로서 진보적인 운동성을 견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은

익명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수요강좌’와 같은 대중의식

교육이 가능했던 곳으로 보인다. 이처럼 YWCA는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기독교 선지자적 사명으로 대중들에게 사회문제를 적극적으

로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 든 기독운동체로 역할을 수

행했고, 이 결과로 1970년대에 한국YWCA는 기독교 여성운동체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3) ‘새로운 운동’으로의 전환

1970년대 후반의 한국사회는 격동기를 맞게 된다. 특히 1979년의

10·26과 12·12사태, 1980년의 광주민주항쟁과 전두환 정부의 집권으

로 이어진 시기는 더 강한 반독재 민중운동의 사회적 요구를 낳았

다. 이러한 정치적 격동기에 여성운동도 재편되기 시작했고, 특히

서구의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유입되면서 변혁적 여성운동

이 등장하게 된다.

1970년대 동안 소외된 여성문제, 특히 여성노동 문제에 많은 관심

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YWCA는 1979년 8월 ‘큰 뜻을 이루소서-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이라는 주제로 제27차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

써 ‘정의’와 ‘평화’를 내용으로 1980년대를 준비하였다. 이것은 정의

와 평화를 외치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도 일치했다.

이 시기의 한국YWCA는 ‘신앙의 생활화’와 ‘여성의 직업개발’, ‘청

소년 운동 강화’ ‘소비자운동’에 주력하게 된다. 1970년대 후반에 시

작된 여성의 직업개발은 새로운 직업영역의 개발, 여성의 직업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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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취 및 재교육, 취업 시 성차별 문제해결, 탁아사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80년대로 이어진 여성의 직업개발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가전제품수리공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어린

이 복지활동으로는 올바른 성교육의 실시와 학교급식 확대운동 등

이다. 특히 학교급식운동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기혼여성노동력이

급증해 간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앞서서 이슈 개발과 실천활동을 전

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년도 전국대회 주제와 중점사업

1979,8

(27차)

큰 뜻을 이루소서-정의와 평화의 사회를(은준관:연대신대)

프로그램중점:

1.신앙의 생활화

1)단계적 성경공부보급 2)복음성가를 보급

2.여성의 직업개발

1)여성을 위한 새로운 직업개발

2)근로여성의 복지 향상

3.어린이 복지향상

1)저소득층을 위한 탁아소 및 무료 놀이반 운영

2)골목유치원 운영

3)골목 도서관 운영

4)탁아소 유치원을 위한 지도력 양성 강화

5)올바른 교사관 확립

4.청소녀 운동 강화

1)청소녀 전문위원회 구성 2)근로청소녀 활동 적극 전개

3)타 단체와의 국제적 교류강화

5.책임 있는 소비생활

1)종전 소비자운동을 계속사업으로 전개

2)현실적인 기본식단을 작성한다

3)지방 특산물 식품점 개설

4)영양 카렌다 제작 보급

<표 28> YWCA 운동의 주제 변화(1979년-19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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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전국대회 주제와 중점사업

1982,8

(28차)

사랑과 평화의 일꾼으로 삼으소서(주선애:장로신대)

프로그램중점:

1.민주시민으로서의 어린이

1)신앙으로 자라는 어린이

2)창의력과 개성을 지닌 어린이

3)건강하게 자라는 어린이 4)존엄성을 인정받는 어린이

5)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어린이

6)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린이

2.자기개발을 하는 청소년

1)합리적인 사고력을 지닌 청소년

2)인내를 가지고 자기개발을 할 줄 아는 청소년

3)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청소년

4)삶의 목표를 세울 줄 아는 청소년

캠페인 : 온 가족 한 식탁 운동

3.풍부한 경험을 나누는 노인

1)풍부한 경험을 나누는 노인 2)계속배우는 노인

3)사랑과 존경을 받는 노인 4)건강한 노인

캠페인 : 자녀와 더불어 살기 권장

4.자원을 책임있게 활용하는 소비자

1)책임있는 자원활용자로서 소비자

2)계속 교육을 받는 소비자

캠페인 : 종이 아끼기

5.능력을 인정받는 근로자

1)근로정신 확립 2)취업기회 확대

3)불평등한 근로조건 개선

6.평등하게 참여하는 장애자

1)장애자에 이해 도모 2)적합한 교육 3)취업기회 확대

1979년 27차 전국대회를 통해 채택된 프로그램 중점사업은 1970년

대 프로그램과는 주제나 내용상으로 많은 변화를 나타내며 이는

1982년 제28차 전국대회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YWCA의 활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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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석은 1979년 9월부터 제29차 대회가 열리는 전 달인 1985년 6

월까지가 된다(<표 28> 참조).

첫째, YWCA의 중점 활동대상이 ‘여성’ 일반에서 연령과 사회적

범주에 따라 세분화되었다. ‘여성의 인간화’ 범주에 포괄되던 여성

들이 어린이, 청소녀, 노인, 장애자, 근로자, 소비자 등으로 세분화되

어 각각 특화된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었다.

둘째, 활동내용에서 여성들의 복지와 권리를 주장할 뿐 아니라 여

성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능력을 인정받는 근로

자’, ‘책임 있는 소비생활’ 등으로 표현된다.

셋째, 이 시기 YWCA는 여성운동의 주요 분야인 환경운동과 평화

운동이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1970년

대 내내 진행된 소비자 권리운동에서 환경운동으로의 질적 변화를

통해 일어났다. 환경운동의 출현은 27차 전국대회에서였다. 전국대

회에서 김영정 프로그램 위원장은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중점 프

로그램으로 제안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 YWCA는 종전의 소비자

보호운동을 적극 계속하는 한편 책임 있는 소비생활을 어떻게 실천

하느냐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오늘날 제한된 자원과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여 무제한의 소비를 추구한다면 인류는 생태적 위기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가치관에 입각한 삶의 모형을 이룩

하도록 한다"라고 제시하였다( 제27회YWCA전국대회보고서 ,

1979:33). 이것은 여성운동 진영에서 최초의 환경운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평화운동 또한 한국YWCA의 1983년 평화세미나가 그 출발점이었

다.225) 한국 여성운동진영은 YWCA에 의해 평화운동의 일환으로써

통일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여성운동의 영역으로 평화운동분야를

개척하고, 통일문제를 평화운동의 맥락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YWCA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다. YWCA 이외의 여성운동 진영에서

평화운동으로서 통일운동에 대한 이론적 모색을 한 것은 1988년 ‘한

국여신학자협의회’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 선언’을 발

표하면서부터였다.

225)세미나의 주제와 발제자는 김병서, "한국에서의 평화운동의 방향", 이삼열, "평화운동의 

세계적인 흐름", 정광모, "사건을 통해본 한국의 평화운동", 등이다.  



- 263 -

넷째, 기독교 신앙 강화 운동이 28차 대회에서부터 프로그램 중점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다. YWCA는 기독교 기관이었던 만큼 1970년

대 내내 그리고 1982년까지 신앙 강화 활동이 프로그램 중점사업에

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그런데 1982년 제28차 대회부터 현재까

지 신앙 강화 활동은 중점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여성운동의 연대 폭이 확장되었다. 즉 지금까지 주요 연대

단위였던 여협, 그리고 소비자 단체나 기업 측이 아니라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이다. 이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했

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민중운동의 활성화와 다른 하나는

1983년 여성평우회 창립을 기점으로 변혁적 관점, 혹은 새로운 여성

주의에 입각한 여성운동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대활동도

여성적 이해에 민감한 사안들이었다. 예를 들어 전화교환원 김영희

씨 조기정년제문제, 중고등학교 가정, 실과 교과서 개정, 경찰의 여

학생 추행사건 등이었다( 한국YWCA 80년사 , 2006).

여섯째, 운동중점에서 드러나는 YWCA의 여성관 및 가족관은 전

통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것이 눈에 띤다. 28차 전국대회에서 채택된

프로그램 중점사업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린이’와 관련된 캠페인

은 ‘퇴근시간 지키기’로, ‘자기개발을 하는 청소년’의 캠페인은 ‘온 가

족 한 식탁운동’으로, ‘풍부한 경험을 나누는 노인’에서는 ‘자녀와 더

불어 살기 권장’으로 제안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직업의식을

고취시키며 책임 있는 여성상을 제안했던 프로그램과 상충되는 것

으로 YWCA가 일관된 여성주의에 입각하여 여성운동을 전개하지

못한 한계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YWCA는 여성운동 진영에서 최초

로 환경운동과 평화운동을 시작했다. 이시기에 한국사회는 ‘신사회

운동’ 이론이 서구의 사회운동으로부터 유입되었고, 여성운동을 필

두로 ‘새로운 운동’의 화두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신사회운동’의

주제들이 한국YWCA를 통해 시민운동의 맹아기에 유입된 것은 세

계적 조직으로 기반을 가지고 있는 한국YWCA의 조직적 특성에 기

인한 것이다. 이러한 이슈들은 한국YWCA를 통해 한국의 여성운동

으로 전파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한국YWCA운동은 여성운동의 이

슈를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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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제기된 이슈들은 곧바로 한국YWCA 운동의 핵심영역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조직과 활동방식이 변화되지 못함에 따라 한국

YWCA는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고, 조직의 변화에 대한

내부적 요구가 분출되기 시작했다(한국YWCA연합회, 1985). 이와

함께 새로운 여성운동의 출현과 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YWCA

역시 활동에 대한 변화를 요구받기 시작한다. 1970년대 여성운동의

주축 세력이었던 YWCA는 서구의 여성해방주의에 이념적 바탕을

둔 진보적이고 기동성이 빠른 새로운 여성운동단체의 출현으로 많

은 영향을 받게 된다. 결국 1985년에 이르러서는 YWCA의 정체성

위기로 이어지고 조직체계의 변화까지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 한국YWCA는 2001년 열린 ‘한국

YWCA 정책협의회’를 통해 첫째 요인으로 사회운동의 이념적 지향

을 뚜렷하게 담론으로 정리하기 이전에 이슈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

문인데, 그 이유는 기독교 여성단체였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여성운동이라는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여성운

동의 프레임 속에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고민하고 담론을 만드는 노

력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둘째,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았으며, 셋째, 지도력의 변화가 더딘 것에서 그 원인이 있었

던 것으로 내부적인 의견을 정리하였다.( 한국YWCA 정책협의 보고

서 , 2001). 대학YWCA의 약화 또한 이 시기의 한국YWCA운동이

정체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는데226), 이는 회원감소로 인한 청년주체

성 약화와 내부 지도력 충원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은 1980년

대 이후 사회운동의 도전 앞에서 한국YWCA가 새롭게 도전하는데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26) 2011년 열린 전국YWCA사무총장 협의회에서는 한국YWCA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

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는 과제로 에큐메니칼 청년운동정신의 회복문제가 제

기되었다. 발제자로 나온 신영희 전 청주YWCA 사무총장은 "한국YWCA가 사회문제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 말부터 대학YWCA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대학YWCA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영향이 줄어듦

에 따라 한국YWCA가 진보적인 운동의 리더십을 잃게 되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2011

년 제2차 전국YWCA사무총장 협의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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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조직망 구축과 지도력의 분화

(1) 조직의 양적 확대

세계적으로 YWCA조직은 지방 조직이 먼저 생긴 후 통일체인 연

합회가 구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연합체를

먼저 구성하고 그 지부인 지역조직을 구성한 것이 독특한 점이다(

한국YWCA 반백년사 , 1976:22). 또한 한국YWCA는 창립시부터 지

역조직과 학교의 학생YWCA 두 조직이 같은 지위로 동시에 조직되

었다. 초기부터 정비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한국YWCA의 지역조

직은 급성장했다. 1962년 9개 지방조직의 회원 1,989명과 21개 대학

의 1,878명, 그리고 137개의 Y틴(중, 고교) 회원 2,300명의 총 6,167

명에서 1973년에는 18개 지방YWCA의 6,155명의 성인회원, 29개 Y

틴과 대학YWCA 4,282명으로 약 2배 가까운 숫적 증가를 가졌고,

1970년대 초부터 늘어난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20만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조직의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YWCA를 회원 수

와 운영조건에 따라 정회원, 준회원, 클럽회원YWCA로 관리하게 되

었다227). 이러한 양적 확대는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1985년에는

전국 23개 지역조직이 결성, 활동하는 회원 숫자가 20,000명, 프로그

램 참가자가 200만명에 이르게 된다(표 25 참고).

1973년부터 한국YWCA는 본격적인 회원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회원배가운동을 시작했다. 이것은 1970년대 초 기준으로 한국여

성인구 1,640만에 비해 한국YWCA 회원수가 1.04%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회원운동체로 회원의 양적 확보가 조직 성장

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한 회의의 결과였다(한국YWCA연합회,

연합위원회 총무 보고 , 1972).

한국YWCA는 매년 열리는 연합위원회를 통해 지역에 조직된 회

227) 한국YWCA연합회 ‘회원YWCA의 자격’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YWCA 헌장의 수락, 

2) 회를 운영할수 있는 지도자 확보, 3) 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확립, 4) 2년이

상의 활동실적, 소정의 가입절차의 이행(대한 Y연합회 헌장 제3장7조). 1982년 한국

YWCA는 헌장개정을 통해 회원의 종류와 기본 회원수는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정회원 

YWCA는 150명, 준회원 YWCA는 100명, 클럽회원은 30명으로 그 수를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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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YWCA가 총회, 이사회, 위원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지

도하면서 특히 실무 간사의 증가로 전문적 지도력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중에 집중적

인 훈련을 진행했다228). 특히 이 시기 한국YWCA는 ‘회원배가’를 목

표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회원 수의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1981년에

는 연합회에서 회원모집과 관리 체계 및 프로그램과 회원활동을 연

결시키기 위하여 ‘회원문제 연구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74년 진주, 화천지방 준비회가 발족

되었고, 1979년에 춘천, 1982년 의정부와 포항, 1984년 울산과 여수

가 각각 회원YWCA로 창립되었다.

년도 성인 대학Y Y틴 프로그램참가자

1973 6,155 1,508 2,674 249,137

1974 6,746 1,278 2,774 258,888

1975 8,750 1,035 2,615 306,772

1976 10,198 421 2,347 339,063

1977 13,198 923 2,465 382,240

1978 13,301 668 2,386 571,775

1979 14,039 563 2,564 607,806

1980 15,475 782 2,617 948,478

1981 15,757 837 2,780 879,249

1982 15,921 842 2,595 2,149543

1983 17,313 889 2,597 1,925,152

1984 17,299 658 2,660 1,450,892

1985 17,565 612 2,920 2,099,741

<표 29> YWCA 회원 증감표 (1973-1985)

228) ｢한국YWCA 80년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역조직의 확장이 시작되었으나 당

시 지역의 상황에서 훈련된 지도력이 많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한국YWCA는 지

도력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6,000여명의 자원지도자 및 실무자를 위해 3,300여회에 

걸친 회의, 협의회, 훈련의 기회를 가졌다고 기술하고 있다.(｢한국YWCA 80년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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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부 운영체제는 상임위원회 구조

이다. 상임위원회는 필요성에 따라 명칭과 활동 내용이 변화되어 왔

다. 전국조직망 확대로 연합회의 역할과 관리 기능이 증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조도 개편을 거듭했는데, 위원회의 변화된 내용은 각 시

기별로 한국 YWCA가 중점적으로 수행한 과제를 보여주는 것이기

도 하다. 이 시기 위원회의 변화의 특징으로는 첫째, 지역조직 확대

에 대한 지방조직 개편이다. 지방부위원회를 지역위원회로 변경하

고, 전국조직망을 동부(영남), 서부(호남), 중부로 나누어 각각 소위

원회를 구성했다. 이것은 전국으로 확대된 조직망을 하나의 단위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지역분권이 시작되고 있

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로, 청소년과 청년조직을 협의회

체제로 개편했음을 볼 수 있다. 학교와 직장 조직의 ‘연맹’ 형태에서

클럽조직의 ‘협의회’ 체제가 됨으로써 결속력이 약화된 조직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로, 1982년 제28회 전국대회와 1985년의 제29회

전국대회를 통해 양적으로 성장한 지역조직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한국YWCA연합회 제29회 전국대회 보고서 , 1985) 지도력 훈련의

강화와 사회문제 대처를 위한 전담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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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73 76 77 78 79 80 81 82 83 84 86

사회문제 및 조사연구위원회 0 0 0 0 0 0 0 0 0 0

지방부위원회 0 0

지역위원회(중부, 동부, 서부) 0 0 0 0 0 0 0 0 0

청소녀부 / 대학생부 0 0

대학생전국협의회 0 0 0 0 0 0 0 0 0 0 0

Y틴 전국연맹/청년중앙연맹

(1977년부터 협의회로 개칭)
0 0 0 0 0 0 0 0 0 0 0

인사위원회 0 0 0 0 0 0 0 0 0 0 0

재정위원회 0 0 0 0 0 0 0 0 0 0 0

공보출판위원회 0 0 0 0 0 0 0 0 0 0

국제친선부위원회 0 0 0 0 0 0 0 0 0 0

여성직업개발 사업위원회 0 0 0 0 0 0

어린이 해 특별사업위원회 0

성인교육 특별사업위원회 0

소비자보호 특별사업위원회 0

기획위원회 0

홍보,조사위원회 0

출판위원회 0

지도력 양성위원회 0

회원위원회 0 0 0

프로그램 및 사회문제위원회

(85년부터 국제친선부 포함)
0 0

건물관리위원회(1987년까지존재) 0 0 0 0 0 0 0 0 0 0 0

<표 30> 연도별 위원회 설립 현황 (1973-1985)

이 후 한국YWCA는 지속적인 양적 확대의 노력을 지속했다. 1986

년 이후 1990년까지 40개 지방YWCA조직을 목표로 설정했고, 그

결과 1989년에는 40개, 1990년에는 45개 지방YWCA가 조직되었다(

한국YWCA 80년사 , 2006). 이러한 양적 확대는 한국YWCA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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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망을 갖춘 운동조직으로 외형적 기반을 갖게 하였고, 이러한 기

반은 국가의 위탁시설을 대규모로 받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시민

사회 확대기에 대 정부 상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조직적 기반

이 마련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외적 성장은 내부적

진통을 수반할 수 밖에 없었다. 외적 성장의 과정에서 한국 YWCA

는 훈련된 지도력의 부족, 지방과 연합회와의 소통구조의 문제, 분

화되는 지역운동의 요구에 의한 정체성의 혼란 등이 강하게 제기되

었다.

(2) 지도력 분화와 청년 주체성의 약화

1975년 대한YWCA연합회에서는 행정 조직상의 변화에 따른 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YWCA를 지방 YWCA에 소속

시키고 연합회에서 계속 지도한다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대학

YWCA는 한국YWCA 운동의 초창기부터 각 캠퍼스 내에 조직되어

대한 YWCA 연합회의 별도 조직으로 전개해 왔으며 대학 YWCA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KSCF)과 함께 WSCF에 가입되어 왔다. 당

시 YWCA는 대학YWCA가 한국여성의 지도력 개발 및 양성에 기

여한 것을 감안하여 대학YWCA가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에 통합되

는 것을 거부하는 반면 대학YWCA의 지도력과 조직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대학YWCA는 계속해서 세계기독학생기구(WSCF)와의 관계

를 유지하고 여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세계기독학생운동에 대

한 정보와 지도력훈련 등 협조와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1970년대 이후 세계 YWCA운동의 방향이 ‘정의 실현’을 앞세워

각 나라의 YWCA가 이에 앞장설 것을 촉진하게 되자 대학생

YWCA는 좀 더 적극적인 학생운동단체로 강화되어야만 했다. 이러

한 와중에 대학YWCA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학도호국단령이 공

포되었다. 이로 인해 모든 학생 과외활동은 중지되었고, 각 서클이

호국단 내 부서의 각 부 각 반으로 소속되면서 각 대학 내에서나

대학생들의 연합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며 많은 서클들이 캠퍼스에

침투되면서 대학YWCA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여자 대

학생만으로 구성된 조직활동으로는 많은 제한을 받게 되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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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탈피하여 도전해오는 대학사회의 요청에 기민하고 역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는 당시 대학 YWCA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과제였다(

한국YWCA 80년사 , 2006).

대학YWCA는 정치 사회적 변혁에서 조직 변화로 인해 침체되어

가는 활동을 재정비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였다. 그러나 타성적인 프

로그램과 조직활동으로 학생운동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학생

YWCA는 통합 찬반양론에서 크게 자극을 받고 1971년 1월13일부터

17일까지 광주 피정센터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YWCA의 동기대회

에서 ‘스튜던트 파워를 사회 정의 실현에’ 1972년에는 ‘젊음 없이 발

전 없다’를 다짐하면서 ‘사회정의 결의문229)’을 채택, 왜 대학인이 사

회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규명함으로써 기독학생운동

의 책임과 기독학생 운동의 방향을 바로 세울 수 있었다.

1970년 제24회 전국대회 이후 대학 YWCA의 조직형태를 연합회

조직으로 존속시키는 안과 지방 YWCA에 흡수하는 안에 대해 네

차례의 구조특별위원회 회의와 두 차례의 연합위원회 회의를 거쳐

3년간 논의한 결과 1973년 현 체제를 그대로 존속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대학활동을 지원하던 총학생회의 재정지원이 줄어들어 자립

적 활동이 사실상 난관에 부딪쳤고 모금을 통한 활동은 활동의 약

화를 초래하여 재정문제 해결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1973과 1974년에는 KSCM과 공동주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학

생들의 사회개발의 신학적 이해와 방향을 모색했다. 사회적 긴장 속

에서도 대학 YWCA는 기독교정신을 비기독학생들에게 증거하며 정

의롭고 평화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현실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 활동

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봉사활동에 전념했다. 각 대학별로 여대생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모임과 대화 모임을 갖고 봉사대원 훈련, 도시

229)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귀중한 생명임을 

믿으며 어떤 악의 세력에도 굴하지 않는다. 2) 즉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서로 믿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기독학생으로서의 창조적이며 

비판적인 역할을 다할 것. 3) 대학자체의 정상화는 물론 비정상적인 사회풍토를 정상화

로 이끌기 위해 권력만능과 황금만능 사조의 부산물인 사회악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선

다. 4) 부정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 참여를 위해 대학과 지

역의 계몽을 펼칠 것이며 부정선거 고발에 앞장설 것. 5) 빈부의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국민 모두 다 잘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여 살인자의 손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자(한국

YWC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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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속에서의 기독교운동 강화, 소외계층에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국

가안보를 위한 대내외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1975년 6

월, 왕성했던 대학 YWCA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학도호국단230)이

조직되면서 모든 학생들의 과외활동이 중단되고 각 서클은 학도호

국단 내에 소속되어 대학생들의 연합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되었다.

학내에 많은 서클이 생기면서 학생들의 서클 기피현상, 프로그램 부

재, 연합행사의 경우 문교부 학도호국단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의

번거로운 이유들로 캠퍼스 활동은 다소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의 경우 대학 YWCA 회원은 22%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전

국에 658명으로 보고되었다. 회원감소와 프로그램 빈곤으로 대학

YWCA가 위기에 처하자 대학 YWCA의 지방 YWCA 소속문제가

다시 한 번 대두되었다. 캠퍼스의 조직 약화에 대한 우려 등 내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YWCA연합회는 행정조직상의 변화에 따른

구조 조정을 위해 대학 YWCA를 지방 YWCA에 소속시키고 연합

회가 계속 지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년도 회원수(명)

1972 1,906

1973 1,508

1974 1,278

1975 1,035

1976 421

1977 923

1978 668

1979 563

1980 782

<표 31> 대학YWCA 회원 현황표 (1972-1980)

230)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통하여 개성의 발전을 조장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하며 학도의 애

국운동을 통일 지도하여 사회봉사의 실행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등학교 이상의 

단체. 1951년 8월 24일 발족, 1960년 5월에 폐지되었다가 1975년 고교 이상에 다시 

부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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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관련 회의에서는 지방YWCA에 소속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이 지적되었다.

1. 기독학생운동의 본질로서 캠퍼스 활동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

다.

2. 캠퍼스 활동이 약화되면 세계기독학생기구(WSCF-세계기독학

생연맹)와의 관계도 약화된다.

3. 지방 YWCA가 대학 YWCA를 지도하는 데 확보해야 할 재정

및 지도력이 빈곤할 경우 대학 YWCA의 독자성과 자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4. 대학 YWCA활동은 그 활동영역인 캠퍼스에서 도외시될 수 있

다.

반대로 지방 YWCA에 소속되어 유익한 점은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개인 자격과 대학별로 캠퍼스 활동과 센터활동을 겸할 수 있

다.

2. 지방 YWCA 지도력 확충에 대학 YWCA가 직접적으로 공헌

할 수 있다.

3. 회원의 연속성과 여학생들의 요구와 취미에 의해 다양한 프로

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 1975년 대학 Y활동보고서 , 대한

YWCA 1976년 1차 연합회 보고서 ).

1976년 당시 대학 Y 회원은 1968년 기독학생 통합체 이래 421명

이라는 최소를 기록하면서, 연합회는 YWCA가 자원지도자

(Volunteer Agency)로 구성된 회원운동체라는 점에서 대학 YWCA

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평가를 진행했다. 대학 YWCA

활동의 위축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고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조직체 가입을 회피하려는 개인화 현상이 높

아졌다는 점. 둘째, 학도호국단 창설이라는 대학 내 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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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자치적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어 학생 자치활동의 자율

성이 포기상태에 이른 점. 셋째, 압력집단으로서의 학생운동 기

능이 강제적으로 축소당하여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

다"( 한국YWCA 80년사 , 2006).

이 평가 작업을 통해 연합회는 제26회 전국대회(11월 29일)에서

대학YWCA를 지방 YWCA로 흡수하는 안을 결정했다. 그 대신 대

학YWCA 강화를 위해 연합회에서는 3년간 헌장 개정 없이 가능한

한 모든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당시 서울YWCA가 인수받은 대학

은 전국 21개 중 서울 지역의 이화여대, 연세대, 서울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성심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명여대 등 10

개 대학이다. 그 외 8개 지방 YWCA에서 대학YWCA의 사무인수

인계가 이루어졌다. 인계 내용은 YWCA에 소재한 대학YWCA의 현

황인 회칙, 회원, 임원, 지도교수 명단, 프로그램 내용, 가입원서와

향후 지도에 관한 논의 등이다. 이후 주어진 변화를 검토하여 활성

화의 방향을 찾는 일이 요구되었다.

1977년부터 대학YWCA는 지방 YWCA에 소속되어 캠퍼스 활동

과 센터활동을 병행해 나갔다. 구조변경 당시 캠퍼스 회원은 442명,

전년도에 비해 별 변화가 없었으나 센터회원은 483명으로 늘어났다.

회관에 모이는 센터서클의 경우는 같은 해 2월에서 12월까지 등록

된 클럽이 12개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센터서클은 YWCA에 대한

소속감 부족으로 단지 장소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심적 활동으로 평가되지 못했다.

당시 가장 많은 회원들을 연합회로부터 인수받은 서울YWCA의

경우 초기에는 대학YWCA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했다. 당시 서울YWCA가 진행하던 지역사회 지원활동과 여성

노동권 운동에 대학회원들이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을 위

한 역사, 사회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1980년대 초까지 계속된 대학생을 위한 ‘4.19 기념강연회’에는 지학

순, 백낙청, 함석헌, 안병무, 한완상 등 당시 체제에 항거하던 지식인

들이 강사로 포진되고 한 번의 강연회에 1,500명에서 2,000명을 상

회하는 관중이 군집했다( 한국YWCA 80년사 , 2006). 이 강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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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F와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가 공동주최 하였고, 기독단체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으로 이관된 후 3년의 사업을 결산하는 대

학YWCA 전국대회는 1982년 1월 18-20일 버들캠프장에서 자성과

평가, 분석,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고, 월간 한국YWCA 에 실린 보

고기사는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다.

"꺼져가는 대학 YWCA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집행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묘안이 떠오르지 않고 실망의 상황만이 전

개되었다. 70년대 후반까지도 대학 YWCA는 대체로 시대적 사

명의식, 역사적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왔음에도 금번 대회의 주

제나 목적에서 대학 YWCA 자체의 존재이유를 파헤치는 일에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열띤 토론과 패기 넘치는

젊음은 어디로 갔을까? 분위기는 조용하고 안정위주였다. 중점

적인 문제의식도 발굴되지 않았고 주변만 빙빙 돌다 그쳐버린

인상이다. 학생들 자체의 지도력도 현저히 악화되었다. 지방

YWCA 간사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다. 회원의 반 이상이 비 기

독교인이며 세례교인 출신의 임원을 찾는 일은 지극히 어렵다

고 한다. 그래서 회원들은 취미위주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

다. 대학 내 수많은 써클들이 풍부한 지도력과 재정력으로 인

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YWCA회원으로 포섭하기가 어려운 실

정이다. 더구나 남녀혼성클럽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력

을 반감시키고 있다. YWCA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특징이 없

다. 임원의 저 학년화, 임기연한의 단기 등 문제점투성이다."(최

만자, 1982)

양적으로 뿐 아니라 활동에서도 이전의 기독학생운동 전통을 이어

가기 어려운 결과가 된 것은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부터 다양한 지

역의 조건에 의해 정책과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지역의 운동도 분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지역에 소속된

대학YWCA활동도 분화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다. 이와 함께 학내

에서 진보적인 활동이 불가능했던 당시 상황과 기독학생운동 내부



- 275 -

의 노선 분열도 대학YWCA가 기독학생운동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984년까지 기록된 대학YWCA 활동은

대학별 농활을 주관할 정도로 캠퍼스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이화여대 YWCA회원으로 활동했던 전현숙 현 서울YWCA사

무총장은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활동했던 시기를 돌아보면 자체 회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KSCF와 통합하지는

않았지만, 당시까지는 YWCA와 SCA(기독학생회)가 활동의 내

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대YWCA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의 조직들도 개별로 농활을 진행했을 정도로 개별 활동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주로 활동의 영향을 받은 것은 선

배들이었고, 성경공부와 주제별 연구 활동을 통해 고학년 선배

들이 학년 당 30-40명의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학내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전현숙 인터뷰 자료 중)

당시 활동을 하던 회원의 인터뷰를 통해서 볼 때, 대학YWCA는

선배들을 통한 학습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 협의회 구조가 있었으나, YWCA의 협의회 모임보다는 캠퍼

스별 모임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4년을 기점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대학YWCA는 급격한 방향 전환을 이루게 된다. 당

시 서울YWCA에서 활동했던 실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독학생운

동 진영에서 이념적인 논쟁이 심화되고, 반정부 운동을 전면에 세우

려는 학생YWCA 지도부를 내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

하게 되었다. 내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캠퍼스 소속의 대학YWCA

핵심 지도력들은 YWCA를 떠나게 되었고, 1985년 이후 캠퍼스

YWCA는 거의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YWCA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1980년 광주항쟁 이후 학생운동은 학원민

주화에서 사회민주화로 이슈를 변화시켰고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들

어가면서 KSCF에 소속된 SCA와 학생YMCA 활동도 비밀 언더 소

그룹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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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첨예한 정치투쟁을 담당하면서 KSCF는 극심한 탄압 아

래에서 운동력을 보존하기 위해 분산적이고 비밀적인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독학생들의 정치적 대

응의 차이가 본격화되어 정체성 논쟁을 촉발했는데, 정체성 논

쟁은 당시의 정세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 그리고 조직 노선

상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안재웅 인터뷰 자료 중)

당시 정치적 탄압 속에서 정치투쟁을 목표로 설정한 KSCF는

1983년부터 학생총회를 재개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고, 1984년에 ‘84

기독학생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미 기독학생운동은 전국적으로

세력이 약화된 상황이었고, 기독학생운동 내부에서는 10·26 이후 노

선의 갈등이 본격화 되었고, 이른바 정체성 논쟁이라는 기독운동의

논쟁으로 이어졌다. 이신행 교수는 기독학생운동의 약화 원인이 단

체간 통합에 있다고 보았다.

"KSCM의 통합과 기독학생운동의 일반학생운동으로서의 전이

(轉移)라는 두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반추거리

로 남는다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 나름의 운동론적 구조를 좀

더 이루고 난 뒤에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즉, 학사단

의 신학·사회학 운동론의 구조가 더 만들어지고 난 뒤였더라면

하는 점이죠. 학사단의 통합에 관계된 지도력들이 좀 더 국내

현장에 머물면서 현장과 민의 바램, 신학적 사회학적 성찰이

보다 일체화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둘째, 대학

YWCA와 YMCA, KSCM 모두 자기 캠퍼스에서 자기 정체성

을 굳혀가기 전에 ‘통합’이라는 해체과정과 ‘학사단’이라는 개체

캠퍼스를 부정하는 동원과정에 휘몰리게 됩니다."(이신행 인터

뷰 자료 중)

또한 기독학생운동의 아젠다를 모체 조직이 담지하지 못했던 것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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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YMCA나 대학YWCA, SCM의 선배 구조는 어느 정도 이

루어졌습니다. 이 구조를 통하여 선배 그룹들의 의식화가 진행

될 수 있었더라면 사회민주화나 각 대학 사회의 성숙화뿐만 아

니라 기독학생운동에서 일반학생운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나

일반학생운동의 이데올로기적 경직성도 많이 극복될 수 있는

바탕에 더 갖춰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신행 인터뷰 자료

중)

KSCF에 통합된 YMCA의 경우 기독학생운동이 일반학생운동으로

전환되면서 기독학생운동의 신학적, 운동론적 구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기독학생운동이 일반학생운동을 견인하기보다는 흡

수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1980년 중반부터 기독학생운동은 전국적으

로 크게 약화되었다. 기독학생운동이 일반 학생운동으로 전환되었을

때 선배 지도력들이 일반학생운동을 견인할 수 있는 기독운동의 신

학적, 운동론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1970년대까지 기독운동

이 사회운동을 주도해온 흐름에서 이후에 진행된 시민사회 운동 역

사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갖지 못한 아쉬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것은 이후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비판과 맥락이 이어지는 것이다.

회원운동을 기초로 시민사회의 토대를 갖추는 것은 이전의 사회운

동을 이끌어 온 기독교 시민운동이 담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의 하

나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사회운동이 일반 사회운동을 포

괄할 수 있는 논리와 담론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조직의 유지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게 된 것이 기독학생운동의 쇠퇴 뿐 아니라 다

양한 지형의 시민운동의 출현에서 기독교 시민운동과 기독교 여성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 YWCA 역시 지역으로 이관한 이후 통합적인 기독학생운동

의 정책을 이끌어 내는 구조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실무자였던 최만자는 KSCF의 통합논의와 지방으로의 이관이

대학YWCA 활동에 변화를 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지적하고 있

다.

"1968년 통합 이전까지 대학YWCA는 WSCF의 신학적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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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운동의 핵심 주

체로 활동할 수 있었지요. 당시에 YMCA도 통합을 반대한 분

들이 YWCA 활동의 약화를 우려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거에

요. 또한 당시 치열했던 민주화 운동에서 한국YWCA가 대학생

들의 급진적 활동을 용인하기도 어려웠구요. 활동의 구심점이

약해지니까 핵심 리더십의 성향도 변화되었고, 회원감소도 이

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학YWCA를 지역으

로 이관시키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독립활동이 유

지되어 왔던 대학YWCA를 하나의 회원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화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로서도 대학YWCA 유지의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지역이관을 결정했지만, 그 결과는 문제도 해

결되지 않고 대학YWCA의 독자성을 유지하지도 못하는 결과

를 가진 것입니다."(최만자, 인터뷰 자료 중)

지역 이관의 요구는 회원YWCA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연합회의

정책적 결정이었던 것이었다. 지역 이관의 필요성을 역설한 자료에

서 이관 이전에 이미 대학YWCA는 약화되고 있었다. 기독학생운동

의 체계적 지원 체제가 지역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이관

으로 이관하기로 한 결정은 KSCF 통합 이후 기독학생운동이 조직

기반의 주체적 역량을 상실하게 된 것과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는

것이다. 실제로 1993년의 대학YWCA 실태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보

면 대학YWCA 활동의 대부분이 특정 기능을 과제로 삼던 그룹들이

었고, 공공성을 담보한 신앙의 연구 훈련은 지역에서 거의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었다((한국YWCA연합회, 대학YWCA 정책협의회 자

료 , 1994). 대학YWCA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 회원YWCA 대상의

응답자 대부분이 대학YWCA의 의미를 청소년 지도자나 자원봉사자

등 ‘수급지도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다(한국YWCA연합회, 대학

YWCA 정책협의회 자료 , 1994).

역사적으로 대학YWCA는 창립부터 한국YWCA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대적으로 분석하고 신학적 이론을 적절하게 제공해왔다(

한국YWCA 반백년사 , 1976). 박에스더 선생을 통해 전해진 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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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념과 주체형성의 과제는 역사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배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학YWCA 활동이 거의 중단되면서 YWCA는 젊은이들을 통

해 그들이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화두를 생산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

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가 팽창하는 가운데 기독

학생운동의 부재는 대학YWCA가 담당해왔던 신학적, 운동론적 담

론의 생산이 중단되는 것과 함께 기독여성운동의 지속적인 리더십

이 양성되지 못하며, 다양한 회원주체의 역동성을 갖지 못하는 결과

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의 한국YWCA는 기독교 이

념에 기반 한 여성단체로 대외적으로 정체성을 표방했고, 크리스챤

아카데미 여성분과와 함께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활동을 한 ‘기독교

여성운동단체’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YWCA가 표방한 인간화 운동

은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들, 인권문제와 공해 문제들을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비인간화에 대한 분노를 기초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여성단체이면서 여성

주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주의에 기반하기

보다는 기독교적 운동의 관점에서 여성문제를 고민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볼 때 한국YWCA가 여성운동으

로서 위치를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운동의 이념적 변화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이 요구되며, 이것은 여성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과제로 보인다.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에 대

한 이념적 확장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후 1980년대 변혁적

관점의 여성운동이 출현하면서 YWCA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활동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는 정부와 YWCA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는 여

성운동으로서 YWCA의 발전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난다231).

231) 1972년 YWCA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이때 YWCA의 지도자들이 한국사회에 

공헌한 YWCA 운동에 대한 감사로 김필례가 국민훈장 동백장, 박에스더가 국민훈장 석

류장, 최이권과 이마리아가 대통령 표창, 실무자 조아라와 조명숙씨가 국무총리 표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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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유신체제에서 사회운동은 억압받게 되었고 합법적 기구

인 종교조직은 국가의 근대화 패러다임에 맞춘 정책개발과 조직성

장의 과제를 안게 된 동시에 재야 시민운동의 지원체로서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YWCA는 ‘기독자적 사명’을 고

민하게 되었다. 이전 시기에 배출된 한국YWCA의 지도력들은 연합

회 뿐 아니라 지역운동의 지도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광

주YWCA의 조아라와 서울YWCA의 실무활동가들의 민주화운동의

참여는 당시 YWCA운동의 정체성이 지역운동으로 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두 지역은 한국YWCA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가진다. 역사성을 가진 두 곳에서 뚜렷한 분화의 특

성이 나타난 것은 이미 1970년을 지나서 YWCA운동이 지역운동의

분화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지역은 당시 교회운동보다 민주화운동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 지

역적 특성이 반영되면서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조직과 리더십의 기

반이 있었다. 그러나 서울과 광주에서 차이가 보이는 것은 5·18 이

전에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제의 틀로 바뀌는 과정에서 광

주는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있었고, 도시의 시급한 문제가 복지, 인

간화 문제였기 때문에 인간화의 발현으로 지역 실천적 복지운동이

중심운동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정치운동으

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반면에 서울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인구가

급격히 팽창된 특징에서 지역운동으로 가기보다는 의식화 교육운동

을 많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특성을 갖는다. 서울YWCA의

수요강좌는 광주와 같은 민주화운동의 대열에 들어가지만, 광주가

반정부 운동으로 전환한 것과 달리 간접적인 형태의 민주화 운동

방식을 선택했고, 새로운 지도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76년에 대학YWCA가 지역으로 이관된 것도 이러한 상황적 변

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한국YWCA는 기독교 중심의

운동노선을 분명히 했고, 이러한 기독교 중심의 운동 노선이 지역의

상황과 결합하면서 이전시기까지 한국YWCA가 하나의 조직체계로

받았다. 이외에도 한국 정부와 외국정부의 지원금에 의한 YWCA 활동이 수행되기 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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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었으나, 중심 지도력을 지역으로 이관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만큼 구조적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시민사회가 분화를 시작하고

있던 시점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지역 이관 과정에서 치밀한

준비와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YWCA의 지역 이관

은 기독학생운동으로서 대학YWCA의 주요 리더십이 일반학생운동

으로 흡수되거나 자체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KSCF가 정치운

동화된 것이 직접적인 영향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YWCA가 기독여성운동의 신학적, 사회운동론적 담론의 생산자로서

기독학생운동의 역사성과 사회적 의미를 주도적으로 강화시키지 못

했던 것은 젊은 층의 문제의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의 과

제 도출을 포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부산과 서울YWCA가 시작한 소비자 운동이 전국으로

파급되면서 전국의 소비자운동을 견인한 것도 운동이 분화되는 하

나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전까지 연합회 중심의 운동 확산으로부

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슈의 개발과 전국으로의 확산은 한국

YWCA의 정체성이 분화되는 지점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다.

여성노동운동의 지원에 있어서 한국YWCA의 운동은 여성노동자

가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1970년대 지식인 중심의 민주화 운

동과 마찬가지로 성명서 발표와 제도개선의 제안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한국YWCA의 여성노동운

동이 여성의 인권보호라는 기독교적 관점의 운동에서 시작되었으나

정치적 운동으로 변하게 됨에 따라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서 시민운동의 독자성을 견지했던 한국YWCA는 여성노동운동과 선

을 긋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한계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YWCA가 한국의 사회변동 속에

서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한 것은 한국사

회의 여성노동 문제를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80년대 초반의 한국YWCA 운동은 ‘여성운동’의 특성으로부터

다양한 주체의 활동으로 전환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어린

이와 청소년, 그리고 노인에 대한 관심은 당시 어느 조직에서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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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기 어려운 주제였고, 특별히 소비자운동, 평화운동과 환경운

동은 한국YWCA가 1970년대에 시작한 선도적인 운동이었다. 이는

한국YWCA가 국제적 연대망을 가지고 있는 세계기구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사회운동의 흐름을 가장 빨리 이슈를 개발할 수 있는 조

직적 장점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1970년대 말에 성인교육 프로그

램을 직업교육에 도입한 것도 1980년대 후반에 한국사회에서 평생

교육의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영향을 미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한국YWCA는 이러한 운동의 주제들을 회원활동에 국한

시키고 있고, 여성운동의 주요한 담론으로 사회에 제시하지 못한 아

쉬움을 남기고 있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연합회의 정

책은 회원YWCA가 분화되는 상황에서 연합회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한국YWCA가 운동의 이슈를 담아내기에 조직

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특히 중요한 회원주체인 대학YWCA

의 활동 감소를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점이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한국YWCA는 새롭게 등장

한 한국의 여성운동 진영의 ‘진보적’ 흐름과는 구별되는 ‘정체된’ 활

동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것이다. 정체성의 분화기에서 한국YWCA

는 전국연합의 연합회와 지역조직이 가질 수 있는 갈등과 불일치,

그리고 소통구조의 확보와 통합적 정체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러한 내부적 긴장관계는 조직 확장기

에 필연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는 조직이

확장되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정체성의 물음’이라는 도전으

로 이어졌고, 지역의 분화는 이후 1990년대 후반의 총선연대 참

여232) 등을 계기로 지역의 독자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

었다.

232) 1970년대 후반에 있었던 전국대회 이후 ‘여성의 정치참여’ 이슈와 총선연대의 낙천낙

선운동 시 각 지역별 입장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특히 총선연대활동의 경우 당시 

한국YWCA 공명선거활동을 공선협(공명선거를 위한 시민단체협의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으로 입장을 가졌으나, 경기권역의 일부 회원YWCA와 청주YWCA 등 지역 연대가 활발

하게 이루어졌던 회원YWCA가 지역 상황에 의해 총선연대에 가입하게 되면서 한국

YWCA연합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연대사업의 지역 특수성’을 인정하되, ‘정치에 직접적으

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의 개별 연대활동을 인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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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정체성의 성찰적 재구성과 운동의

제도화 (1986년 이후)

1. 시민운동 진영의 변화

(1) 시민사회와 운동지형의 변화

권위주의 시대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민간단체는 세 가지 유형

으로, 그 첫 번째 유형은 권위주의 국가의 후견을 받는 관변단체이

고, 두 번째 유형은 전투적․저항적인 사회운동단체(반독재민중운

동)이며, 세 번째 유형은 탈정치화된․비정치화된 민간단체이다(조

희연, 2000). 1980년대 이전의 시민운동은 탈정치화된 시민운동이라

면, 80년대 후반의 시민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와는 다른 유형의 시민

운동이 등장하였다. 즉 합법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띄는 운동이 등

장한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폭발적인 성장과 변화를

갖는다. 이전까지 비합법적으로 존재해왔던 사회운동이 합법적인 시

민운동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양한 부문의 운동으로 전문화되고

확장되었다233). 기독교 사회운동은 주요 리더십들이 분파되면서 전

문화된 운동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

게 가지는 외형적 변화를 갖게 된다234).

이런 시민사회 내 형성되고 있던 합법 공간에서 이전에 탈정치화

혹은 비정치화되어 있었던 시민단체들도 자율성을 증대시키면서 다

양한 현실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235). 기독교

233) 그 이전 한국 사회운동은 억압적 군부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란 큰 목표 때문

에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급진로선과 온건로선이 서로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사회

의 폭발 후 이 양자 간의 구분이 명료해졌다(김호기, 1997: 147-9).

234) KSCF와 EYC 등에서 활동하던 활동가들은 이후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창립하거나 

YMCA 등 기존의 단체에 실무자로 들어오게 된다.  

235) 현대사회연구소의 국민의식 조사는 1980년대 후반 시민들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재열은 "‘개인의 자유가 희생되더라도 정치적 안정이 꼭 필

요하다’라는 문항에서 약 70%가 정치적 안정을 선호하지만, 경향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꾸준히 늘어서 81년 9%에서 87년 27.2%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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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서 사회선교적인 문제의식이 강화된 것이나, YMCA가 80년

후반 다양한 사회이슈들에 발언하기 시작한 것도 그 한 예가 된다

(조희연, 2000).

이 시기에 한국YMCA는 시민운동의 중심으로 부각하기 시작한다.

1973년에 총무로 취임한 강문규는 세계YMCA의 원칙에 따라 새롭

게 목적문을 만들고, YMCA를 사회운동체로 ‘rebuild’하는 것을 우

선순위로 설정했다236). 이러한 변화에 대해 내부 논란이 있었으나,

서광선, 현영학, 김용복, 서남동 교수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목적

과 사업 위원회’에서 새로운 운동의 좌표를 제시하게 되었다.

"목적과 사업 위원회는 YMCA의 좌표가 흐려졌다고 판단된 상

황에서 YMCA 운동을 재해석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목적문에 ‘민중의 복지향상’이라는 단어를 삽입하는 것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앞에도 민중의 지팡이라 표

현되지 않는가라는 반론이 나왔지요. 결국 민중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은 예수를 따라 배우고 훈련하는 것과 같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남부원 한국YMCA연맹 사무총장 인터뷰 자료

중)

이와 함께 강문규 총무는 기독학생운동의 경험을 가진 이들을 적

극적으로 YMCA 내부에 영입했고, 이 영향이 한국YMCA의 운동

노선 변화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237).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

에 주목한다. 또한 ‘정부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데모를 해서라도 고쳐야한다’는 

주장에서 1980년대 후반 들어 찬성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36) 세계YMCA는 1973년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원칙으로 파리 

기준을 재확인하며 그 토대 위에 캄팔라 원칙을 채택하였다. 이 내용의 강조점은 현대 

YMCA가 더 큰 사회적 책임과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 것이며, 동시에 각 국의 상황

에 맞게 목적문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적극 수용한 한국YMCA는 1974년 

목적과 사업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1976년 제23차 전국대회에서 목적문을 

채택했다. 당시 제시된 배경에 나타난 한국YMCA의 이념적 자기정립은 첫째 사업체로 

비대화한 YMCA를 비판하고 운동체로의 전환을 강조했으며, 둘째 세계YMCA, 특히 미

국YMCA의 프로그램을 직수입해온 데에 대한 반성과 대안적 모색, 그리고 끝으로 

YMCA는 하나의 잠재적 교회요, 기능적 교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임을 고백하기에 

이른다. 이 목적문에서 YMCA는 오늘의 민족 과제와 역사적 과제를 자기의 과제로 삼아

야 하며, 내포적 과제로서 민주화, 경제적 정의의 실현, 새로운 문화의 형성, 민중 지향

적 운동체의 형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한국YMCA연맹, ｢한국YMCA 지침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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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른바 K(KSCF)와 Y(YMCA)논쟁이라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내

부 논쟁이 있었다.

"교회를 기반으로 가는 게 K쪽 라인이고, Y논쟁은 기독교 운

동은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와 사회가 만나는 그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고 황주석 총무님이 K논쟁

의 핵심이었는데 YMCA로 들어오셨습니다. K의 중심에는 유

종성, 김성수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Y, K 논쟁 하면서 YMCA

에 대거 들어간 사람들은 운동 개량주의라고 비판 받았습니다.

광주와 같은 현실을 앞에 놓고 YMCA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

해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YMCA에 들어오신 분은 교회

로는 한계가 있다, 대중적으로 가지 않으면 운동의 한계가 있

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남부원 한국YMCA연맹 사무

총장 인터뷰 자료 중)

당시 서울대, 연세대, 한신대 기독학생회 출신 세력들이 YMCA로

들어가면서 한국YMCA는 정치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 노선을 채택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YMCA 내부에서 노선 갈등이 생기게 된

다. YMCA가 조직을 만드는 조직이라는 개념으로 YMCA는 운동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플랫폼론과 YMCA자체가 운동 세력화되어야

한다는 주체성론으로 분리되었다.

"플랫폼론, 또는 발판론을 제시한 분은 이창식 선배님이었습니

다. 이 선배님은 중등교사 협의회를 조직하셨고, 이것이 전교조

가 되었습니다. 한국YMCA가 전교조를 담을 담지체가 되기 어

려웠다는 판단으로 이후에 독립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조직으로서 YMCA가 시민운동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

았던 반면, 신대균 선배는 YMCA가 조직을 탄생시키는 것이

237) 당시 학생YMCA는 KSCF와 통합된 상태였는데 연세대YMCA는 YM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YMCA로 들어온 기독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는 서울대 출신의 이창식, 

신대균, 김성수 등이 있고, 연세대는 이덕승, 남부원, 신종원, 한신대 출신으로 황주석, 

전점석, 차윤재, 이상점 등이 있다. 



- 286 -

아니라 스스로 운동 세력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

체성론 안에서 전통적으로 대학YMCA, 청년YMCA 세력을 기

축으로 하는 청년 주체형성의 노선과 반대쪽에서 생협운동과

노동형제단 등의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황주석 총무님을 중심

으로 주부 등 신사회운동의 새로운 대중적 잠재세력을 주체로

발견한 쪽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심세력으로 대학YMCA를

다시 세우기 위한 김성수, 이덕승 등의 노선과 황주석 그룹 모

두 지역운동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으나, 운동의 중심 주체

에 대한 인식 차이로 연맹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YMCA 재건

논의와 부천YMCA의 생협조직운동 등이 같은 시기에 일어나

게 되었습니다."(남부원 한국YMCA연맹 사무총장 인터뷰 자료

중)

198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운동의 노선을 채택한 한국YMCA는

시민사회의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1985년 "새로운 사회는 시

민모두의 힘으로"라는 시민사회의 슬로건을 최초로 제기하였다.

"이 시기 한국YMCA가 기여한 것은 이전까지 있었던 계급이나

저항운동을 넘어서 잠재된 선한 힘들을 모아서 당면한 과제들

을 모아 해결하려는 접근에 의한 운동을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사회운동의 흐름이 서경석 목사의 경실련의 태

동과 참여연대로도 이어지게 했습니다."(남부원 한국YMCA연

맹 사무총장 인터뷰 자료 중)

이처럼 1980년대 후반 이후 새롭게 등장한 사회운동은 이미 이전

에 있었던 기독교사회운동의 맥을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시민운동

의 급속한 성장은 사회운동의 지형을 바꾸었다. 1989년 경실련,

1994년 참여연대 등의 시민운동은 시민사회 내 중간계급을 중심으

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경실련은 "민주화 과정에서 중간계급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고 보고 특정 계급이나 계층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사회적 공공성

을 추구하는 비정치적 순수 시민운동, 점진주의적 비폭력․평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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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운동을 부각시켰다."(정태석․김호기․유팔무, 1996: 284). 여성운

동을 포함하여 사회운동이 각 계급/계층별 운동으로 분화 발전했고,

사무전문직 종사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사회비판

세력의 한 부분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 이 중산층 논쟁은 국가에

대한 비판적 의견제시자의 집단에 노동자를 넘어서 사무직 노동자

들을 끌어넣고 이를 시민의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계기점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기반으로 전교조, 학부모 연대, 교수협의회 등이 출

현하게 되었다. 즉 이런 시민사회 내 움직임은 구조적인 측면에선

억압적인 정치가 개방지향으로 전환하는 조건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시민사회가 계급, 계층 간 이해관계가 분화됨에 따라

‘국가 對 시민사회’란 단일 대결구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다층적

인 대결구도로 이행하게 되었다(김호기, 1997: 149).

1987년의 민주화 항쟁 이후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른바 학생, 노동

운동, 여성운동 쪽의 인사들이 정치권으로 진입하고, 법률개정인 제

도개혁을 시도하였다. 김영삼 정권의 시작부터, 시민사회 내 구 민

중운동 세력과 새로운 시민운동 세력의 일부가 정부 쪽(정무수석실,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 장관 등의 행정관료)으로 들어갔다238).

(2) 지방분권과 운동네트워크의 형성

1991년 지방자치 선거가 시작되었지만, 지방화시대는 단체장도 선

출하게 되는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지자체 선거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었다. 이러

한 정치적 상황의 변화는 1995년 이후 시민사회 내 주요의제 중 하

나로 제도권 정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순수 시민정치의 영역을

지킬 것인가라는 큰 주제를 던지게 되었다.239) 이러한 변화 속에서

238) 사회운동의 정치권 진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 노력하였고, 94년도 정무수석실에서 시민운동단체의 활동가들을 외국 

연수시키기도 하는 등 시민단체와 정부 간의 관계는 이전과는 크게 변화된 양상을 보였

다.

239) 강명구는 이런 정치적 기회구조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강화로 이어지지 못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는 1987년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의 구조 분화가 나타나지 않은데 그 주원

인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운동은 침체일로에 있었고. 반지배연합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시민의식의 미비가 시민사회 활성화의 조건을 국가주도로 마련



- 288 -

1990년대에는 시민운동의 분화가 촉진되었다. 보수적 시민운동과 스

스로를 구분하려는 진보지향의 시민운동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운

동영역은 1980년대 민중 운동적 성격은 완화된 것이지만 친 노동운

동 혹은 친 민중운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환경연합, 여성의

전화, 여성민우회 등의 단체들이 전국조직으로 발전하고 전반적으로

전국규모의 단체들이 수적으로 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작은 지역

단체들도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0년대 활동가들이 지역운동

을 하기 위해 지역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등장하였다.

다양한 분화는 시민사회의 연대망을 형성하게 하였다. 각 부문의

분화된 시민사회는 이슈별로 결집을 시도하게 된다. 환경운동의 경

우 환경사회단체 협의회가 1993년 경 결성되었다. 이 시기 새롭게

출범한 시민운동단체들과 이전에 활동하여 오던 시민운동단체들은

1994년 9월 ‘한국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을 결성하고 집단적인 실체

로 부상하게 된다240). 이러한 연대의 배경에 대해 이기호는 운동조

직의 다원적 분화가 시민사회 자체를 구조화시키기는 하였으나 사

회구성의 전체에서 본다면 공론형성을 주도하거나 체계 및 정치사

회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에서 원인을 분석하

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져 가면서 영향력

을 확대해가고 있었던 이슈운동 조직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이기호,

하게 하였다고 본다. 이의 결과는 최초의 시민운동 단체라 불리는 경실련의 좌초로 나타

난다.

240) 이슈운동조직들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협력적 네트워크를 결성한 예로 시민

단체협의회 구성이 대표적이다. 시민협에는 대표적인 이슈운동조직들이 대부분 참여했는

데, 당시의 사회운동조직간의 연대에 대해 서경석과 강문규는 다음과 같이 각각 그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운동은 성격상 매우 자유주의적이며 ‘통일과 단결’을 부담스러

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의 성격 때문에 시민단체간의 광

범위한 연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각 시민단체는 사안에 따라 다른 단체를 

지원하거나 공동연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미래사회

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되고 형성과정에 있는 ‘시민운동권’의 일부로서 자신을 파악하

게 될 것이다"(서경석, 1994) 같은 맥락에서 강문규 총무는 "우리는 이념과 영역을 달리

하면서도 다양한 시민운동들이 사안과 경우에 따라 때로는 자율적인 개별활동으로 스스

로의 일감에 전념합니다. 민간시민운동에 있어 획일적인 통일행동은 있을 수 없으나 우

리가 추구하는 공통의 이념추구나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힘을 결집하기도 합니다. 그

러면서도 시민운동의 결합원리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 개개인의 혹은 개별단체들의 자

율성과 주체적 결단에 연유한 결합 내지는 연대라는 점에서 ‘자율적 연대’ 철학을 견지합

니다."(강문규, 1994; 이기호, 199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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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즉, 한국의 사회운동이 체제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혹은 개혁

적으로 추구하는 정치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러한 정치 지향적 성격에 맞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인 방법이 여러 운동조직들이 전국적인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민

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이기호,

1996).

(3) 여성운동의 분화

1983년부터 여성운동은 분화되기 시작하였고, 여성운동을 이념적

으로 뒷받침하는 담론의 제도적 기초도 198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

고 있었다. 1982년에 이대에 여성학 대학원이 신설되어 여성학의 체

계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서 1970년대 초반부터 연대

(1972)와 서울여대에서 학부 교양강좌로 개설되기는 하였으나, 여성

학 대학원은 이보다 체계화된 것이다. 1984년 여성학회가 창립되었

고, 1983년 여성평우회를 시작으로 여성의 전화, 또 하나의 문화 등

여성해방의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은 ‘새로운’ 여성운동 조직들이 출

현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의 여성정책을 뒷받침하는 변화도 함께 일

어났는데, 특히 국제협약이 정부국가로 하여금 여성문제 해결에 관

심을 갖도록 하였다. 1984년에 유엔여성차별 철폐 협약국이 되고 정

부에서는 여성개발원을 개소시켰다.

이후 여성학은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1987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

지 전국의 여성학 강좌가 전 단계의 약 3배 확장되었다. 이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여성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이런 여

성들이 수적으로 확산되었다. 담론을 주도하는 주체가 달라지고, 이

때 개설된 여성학은 여성해방적인 성격을 보다 강하게 가졌다. 개설

된 여성학의 확대․확산은 여성학 내 담론 체계를 보다 다양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여성학은 자신의 권리 의식을 강화

시켜 주는 학문이므로 가족 내,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공적인 제도

내 여성의 위치 및 권리에 대한 자아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19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 한국여성운동의 특성에 대해 최만자는 다음과



- 290 -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선 두드러진 방향은 1980년대의 사회개혁 중심의 쟁점과 대

결 구도적 방법에서 벗어나 일상적 생활과 정서에 밀착된 새로

운 과제를 찾는데 주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의 여성

운동이 민주화 과정에서 기층여성문제 등 사회문제를 고발․계

몽하는 성격의 대외 지향적 활동에 주력하였다면 1990년대는

대중성 확보와 일상적 생활문제를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노력하였다.

두 번째는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었다. 이 노력은 그 동안 사

회개혁적․대외지향적인 운동이 소수의 운동조직에 의존해 여

성문제에 관심 있는 일부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인 여성 억압

이 노래, 촌극, 미술 등의 형식으로 대중 계몽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과 비교할 때 드러나는 변화였다. 일반여성들의 참여

가 이루어지지 못하던 대외적 문화운동은 대외적인 것에 더 집

중하기 때문에 산발적․일회적인 공연으로 끝나버리는 경향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세 번째 방향은 정치세력화의 경향이었다. 이는 연대활동과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구체화함으로

써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의 변화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성단체들의 연대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여성운

동의 목표도 모든 다른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정

치운동으로 귀결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1990년

대 이후 결성되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연대모임으

로는 1990년 4월에 결성된 ‘참교육실현 학부모연대’, 1990년 11

월에 결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1년의 ‘성폭력특별

법제정 추진위원회(70여 개 단체의 모임)’, ‘탁아소문제 특별대

책위원회’241), 1993년 7월의 ‘북경대회준비를 위한 NGO모임’242)

241) 맞벌이 부부가 돈 벌러 나간 사이 일어난 화재로 질식사한 어린 두 남매의 위령제를 

지내면서 탁아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증폭시켜 1991년 1월 드디어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242) 여협과 여연과 중간단체들이 모여 가진 이 모임은 1993년 11월에 ‘아태지역 NGO 심

포지움’에 15개 단체에서 33명이 참가하여 큰 성과를 거둔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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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1994년 5월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연대’ 등이 있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활동은 여성의 정

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특히 1995년 6월 실시될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지방의회 의석

의 20%를 확보하자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각 여성단체들은 여

성후보를 발표하여 실전 워크숍을 갖는 등 사전 준비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위와 같은 연대활동들은 1980년대 양극화 현상

을 보이던 한국여성운동단체들이 여연과 여협, 그리고 두 협의

체에 속하지 않은 중간단체들로 구성되는 세 그룹의 연대양상

이 되었다.

네 번째로는 여성고유의 영역에 관심이 고조되는 경향이었다.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여성노동자운동, 중산층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정치참여, 정신대 대책, 성폭력, 가정

폭력문제, 환경문제, 평화통일 문제들이 주를 이루어 이전 시기

에 비하여 여성고유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다섯째의 방향은 지역 활동의 확장이었다. 연대활동과 동시에

대중조직, 지방조직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지속되어, 여성대중

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책을 만들어 내어 여성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

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여섯째는 여성단체의 국제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

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여성단체

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곱째는 정의의 중심이 ‘생

명정의 운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

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여성적 입장에서의 재

평가가 요구되었고 서구의 성취 지향적이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서구문화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기 때

문에 ‘인간중심적인 사회’로 그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는 운동이

요청되었다. 이에 평화운동, 반핵운동, 반공해운동을 여성시각

의 박보희 실행위원이 발제를 맡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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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리고 생명정의의 시각에서 전개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

고 현재의 사회구조가 인간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위험성을 심

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곱 번째의 변화는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의 고조이다. 1991년

여성운동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영향을 미쳤던 큰 사업은 ‘아

세아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2차 회의가 개최된 것이었

다.243) 이를 계기로 그동안의 통일 운동이 더 활기를 띄게 되었

고 여성들은 남북 여성들의 만남의 활동에 관심을 크게 가지게

되었다"(최만자, 2001).

정리하면, 1990년대 여성운동의 방향은 다양한 주체의 활동과 대

중적 운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생활(정치)운동의 확대라 할 수 있

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여성운동은 ‘진보적’ 여성단체의 흐름에 의

해 재편되는 양상을 보였다. 문민정부 이후 시민운동단체 또는 운동

가는 정부개혁의 중요한 협력자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김은미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이전 시기보다 확장되고 제도 영역과

운동영역간의 정치적 지지·후원관계가 구축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았다(김은미, 1999). 또한 이전까지 등록의 무제로 되어 있

던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시민운동에

대한 통제도 완화되었다. 그리고 국가와 국제기구의 지원을 가능하

게 하는 조직적 구조로 사단법인화가 추진되어 여연에 소속된 많은

단체들이 사단법인화되었다244). 운동조직이 제도영역으로 진입하는

운동의 제도화는 여성운동에 있어서 여성운동의 프레임을 국가 정

책에 반영시키는 유효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243) 1991년 5월 일본 동경에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심포지움을 앞두고 

남한의 진보적 여성들이 일본 측에게 남북한 지도급 여성대표자를 초청해 줄 것을 요청, 

일본 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최초로 남북한 여성교류가 성사되었다. 이를 계속 추진

하기 위하여 제2차 심포지움을 남측에서 10월에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개진하여 이에 북

측이 동의하였고, 제3차 모임은 평양에서 1992년 초에 열기로 합의하였다. 11월 9일, 

판문점에서의 남북한 여성대표자들의 예비 접촉을 거쳐 11월 25일서 30일까지 ‘여성과 

평화, 여성과 통일’이라는 제하의 서울 대회를 개최하였다.

244) 사단법인화는 이전까지 임의단체로 존재했던 조직이 ‘법적 단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을 위미한다.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제도정치에서 부여하는 합법성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적으로 ‘공신력’을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는 의미를 가졌다(서미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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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제도화는 운동조직의 정체성과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된다.

2. 지방조직 확대와 운동의 제도화

(1) 정체성의 물음과 제도 개혁

1980년대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정권 하에서 YWCA가 선택한

길은 대외적으로 비정치적인 노선이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경

까지 YWCA는 위의 조희연이 구분한 유형들 중 전형적인 세 번째

유형에 속하고 있었다. 이런 노선의 견지는 조직 전체의 생존에는

기여하였지만 YWCA 내 청년 활동이 급속히 줄어든 원인이 되었

다. 또한 시민사회의 확장기에 YWCA 지도자들의 정치권 진입이

증가하면서 한국YWCA는 ‘중도적이고 보수적’이란 이미지를 대외적

으로 부여하게 되었다245).

1990년대 급속한 속도로 민중사회에서 시민사회로 전환되는 과도

기에서 YWCA는 자기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

한 ‘YWCA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스스로 가지게

된 배경 하나는 당시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 대한 YWCA의 대응자

세에서 비롯되었다. 정통성이 결여된 군부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인

권탄압과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치열하였던 당시에 YWCA는

‘절대 정치적 중립’을 자신의 입장으로 표방하면서 어떤 종류의 정

치적 사안에도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차원

에서 풀어가야 했기 때문에 YWCA가 개인적 변화와 바른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태도와 건의문 전달과 같은 온건한 방법을 선택한

245) 한국YWCA와 관련된 인사가 정치권에 진입한 예는 이전에도 존재했다. 김현자(11

대,12대 국회의원), 김영정(12대 국회의원, 정무장관 1988)등이 여성계 인사로 정치권에

서 활동한 예가 있다. 이들은 YWCA 실행위원 또는 위원의 위치에 있었고, YWCA 대표

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김갑현(정무장관 1991-1993)과 김숙희(교육부 장관, 1993-1994) 등 YWCA의 현직 회

장의 위치에서 장관직에 발탁되는 사례가 연속됨에 따라 한국YWCA는 정치권에 지도력

을 배출하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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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피상적인 해결에 머무르게 되어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월간

한국YWCA 1999 4월호:8).

또 다른 배경은 1980년대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여성단체들의 전

문적이며 진보적 활동의 도전 앞에서 운동체로서의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의 약화에 대한 위기감에서 생겼다. YWCA는 수많은 활동을

전개하면서 사회를 위한 봉사를 거듭하고 있지만 언제나 심도 있는

문제 접근보다 표피적 접근에 머문다는 자기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

게 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하나의 쟁점에 끝까지 파고들어서 집

중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단체들의 운동방법에 자극을

받게 되었다246). 이에 YWCA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할 필

요성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로는 한국YMCA가 시민운동의 노선으로 전환하게 된 것

도 하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유학길에 올랐고, 학업을 마치고 1980년대

초반에 다시 아카데미에 합류했을 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이

YMCA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 YMCA는 주요 활동이 사회체

육 분야였고, KSCF 통합 이후에 학생운동의 지도력들이

KSCF에서 활동하거나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YMCA 운동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는데, 몇 년 사이에 한국

YMCA는 한국의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한 축으로 변모해 있었

습니다."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인터뷰 자료 중)

한국YMCA에 기독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YMCA가 시민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민사회운

동의 이슈 연대에 유관 기관으로 인식된 YWCA에 대한 참여 요구

246) 많은 것을 하면서도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소위 ‘백화점식 활동방법’을 지양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깊이 줄 수 있는 쟁점을 택하여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YWCA의 특성을 확실하게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YWCA가 주

도해온 여성단체 운동이 여러 단체가 함께 연대운동으로 특성화되어 YWCA는 연대운동

에서 때때로 수동적인 참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질적인 단체

들과의 연대가 불가능한 상황들이 빈번히 나타나면서 YWCA 활동의 방향을 긴박하게 결

정해야할 경우가 돌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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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용

1985

(제29차)

결의문

1.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의 결의문

2. 가족법 개정을 위한 결의문

3. 일본의 지문날인 제도 철폐를 위한 결의문

건의문

1.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

2.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에 보내는 건의문

<표 32> 한국YWCA 전국대회 채택 결의문(1985-1988)

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YMCA의 운동 노선이

정치적인 제도개혁을 목표로 정치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

었기 때문에 정치운동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YWCA로서는

YMCA의 운동노선의 변화에 대해 내부 도전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두된 문제는 YWCA 회원들의 요구였다. 1985년 제29

회 전국대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들은 외채문제해결, 가족법개

정, 일본의 지문날인 제도 철폐 등 당시의 사회문제에 한국YWCA

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도록 요구했다. YWCA 회원들의

의식은 이같은 사회적 요구들에 더욱 민감하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각오들을 보이고 있었다. 1988년 제30회 전국대회에서

는 교육현실과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표명되었고 농축산

물 수입개방에 대해 정부와 기업에 건의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건의와 결의, 농촌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결의와 가족법개정

을 위한 회원들의 결의가 나왔다(월간 한국YWCA 1988년 7-8월

호:17-19). 전국대회에서 프로그램 중점의 채택과 아울러 당시 사회

문제들에 대한 YWCA 회원들의 직접적인 관심이 표현된 이 결의문

들을 보면 회원들의 현실파악 능력과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 참여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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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제30차)

결의문

1. 창조적 교육을 위한 결의문

2.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회원의 결의문

3.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결의문

4. 가족법 개정을 위한 회원의 결의문

5. 평화와 통일에 대한 회원의 결의문

6. 농촌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결의문

건의문

1.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해 정부, 기업에 보내는

건의문

2.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이후, 그리고 1980년대 한국 여성계가

새로운 양상으로 흐르는 상황에서 YWCA는 자기 특성을 강조하는

자세를 천명하였지만 YWCA의 정체성에 대한 자문(自問)은 계속되

었다. 이 진단작업은 YWCA가 비록 중간집단으로서의 자기입장을

명백히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체

제유지와 안정에 우선적이라는 외부적 비난과 구조가 민주적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회원들의 소리가 결의기구에 집약되기에는 한계

가 많다는 내부적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1985년에 이화여대

이동원 교수에게 책임을 맡겨 스스로 ‘YWCA 진단서’라는 자기조사

를 했고, 1987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하여 ‘YWCA 정체성’이

라는 한 장의 문서로 자신의 모습을 정리했다.

‘YWCA 진단서’ 머리말에서 조직개념247)을 정리하고 그 기준에서

자기진단을 하고 있다. 진단서의 맺음말에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

247) 진단서의 머리말에는 송복(1981)의 ｢조직과 권력｣에서 조직의 개념을 서술하고 있다. 

"조직이란 2인 이상의 힘 또는 활동이 의식적으로 조정되는 체계로서 공동목적, 의사전

달체계, 공동목적에 봉사하려는 의욕으로 구성되어진다. 그런데 모든 조직은 목적실현

(Goal-achievment)과 자기유지(Self-maintenance)라는 두가지 기본적 메카니즘을 가진

다. 조직의 형성기에는 두가지 메카니즘의 균형적 결합이 전제되나, 절차의 공식화

(Formalization)와 구조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가 이루어지면서 두가지 메카니즘

은 분리되기 시작한다. 목적과 수단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두가지 메카니즘의 상충성

에 의해 조직은 구조적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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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있다( YWCA 진단 보고서 , 1986).

"...YWCA의 목적은 이념적인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프로그

램을 통한 목적실현에 있어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미약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YWCA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목적 실현보다는 자기 유지의 성격을 띨 경향으로 흐르기 쉽

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사회단체의 전문화 및 분업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YWCA 활동의 다양성은

전문성의 결여를 내포하고 YWCA 정체의식(Identity) 혼란을

잠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YWCA는 다시

한 번 YWCA의 정체의식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먼저 YWCA의 활동 목적이 현실

을 개혁하는 것인지,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인지를 명백

히 해야 할 것이다. (중략) 정체의식 확립 하에 이념적 목적과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야만 모든 조직체에서 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과두체

제 및 목적과 수단의 전치현상을 탈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다.…"

조직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YWCA가 설치한 ‘정체성 연구회’는

아래의 표와 같이 YWCA를 기독교 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국

제 운동체, 그리고 회원단체로 정의하였다.



- 298 -

년도 정체성에 대한 정의

1986.

10. 16

YWCA 운동의 정체성을 기독교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국제운동, 회원운동으로 정의하였다

0. 청년운동: 사회적 혼란과 불안 가운데 고민하고 방황

하는 청년들에게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미래사회를 전

망할 수 있는 안목과 자질을 갖추게 하는 주체

0. 여성운동: 독립된 존재로서의 여성의 자아의식을 고취

하며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지위향

상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주체

0. 기독교운동: 소외된 이웃과 비인간화되어 가는 사회현

상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YWCA가 수행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사회변화․개혁으로 심화시키는 주

체

0. 국제운동: 온 인류가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인

식, 다양한 문화를 상호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인 유

대/협조를 강화하고,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

0.회원운동: 양극화로 치닫는 오늘의 현실에서 민주시민

단체로서 중보적, 화해적 역할을 수행하여 정치, 경제, 사

회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

<표 33> YWCA 정체성에 대한 정의

이어서 다시 정리된 YWCA의 정체성 정의에 기초하여 당시 와이

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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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정체성에 대한 자체 평가

1987

청소년

운동체

어린이 회원활동이 주변적인 위치에 놓임

대학활동이 가장 빈약하므로, 적극적인 참여방법

강구해야 함

여성

운동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의 의식 고취, 능력

개발,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사회문제 의식 고취

의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함.

기독교

운동체

신앙 성장을 위한 것이 주축이고, 봉사활동/사회

문제 참여운동이 부족하였다고 평가함.

국제

운동체
모든 정체성 중 가장 빈약한 부분으로 평가함

회원

운동체

회원의식 높아졌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었으며, 자질 향상이 되었다고 평가함

<표 34> 주제별 정체성 자체 평가

그리고 이런 정체성 평가는 총체적으로 그 동안 "YWCA 목적은

이념적인 목적으로 존재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목적 실현에 있어 단

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미약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YWCA의 이념이란 목표달성이 아니라 자기유지의 성격을

띨 경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기획위원회는 정

체성 회복을 위한 향후 사업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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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정체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유형 및 내용

1986

- 하령회 부활

- 시국을 위한 특별기도회

- 청소년 위원회 설치

- 지도력 양성 프로그램 강화

- YWCA 정체성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 개발

- 특별기도모임과 대도시 YWCA와 소도시 YWCA의

유연한 유대관계를 제안함.

1988

조직을 9개 상설위원회와 3개 특별위원회를 만듦

정체성에 입각한 프로그램 중점연구사업 검토 및 제안으로

평화운동을 제안함. 평화운동은 30회 전국대회에서 회원들

의 의지가 모여져 평화통일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함.

<표 35> 정체성 회복 사업 영역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YWCA는 내부 진단을 통해

YWCA에 대한 정체성 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나, 한국YWCA 내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중간회원 계층의 공백, 청년활동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는 당

시의 상황을 가장 큰 요소로 찾았다. 또한 초기 기독교 운동의 정체

성을 강화함으로써 YWCA의 존재 기반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방향

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과 연구모임은 YWCA의 정체성을 하령회에

서 찾고, ‘지도력 양성 강화’와 ‘청소년 위원회 설치’ ‘지역 YWCA간

의 유대 강화’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조직진

단 결과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YWCA연합회의 구조 변화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1986년도에 있었던 정체성에 관한 내부의 토

론은 시민의식의 변화 및 시민사회의 등장에 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자체 조직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

로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이에 맞는 조직의 체질개선에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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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1986 1990 1995

지방 YWCA 25개 45개 51개

<표 36> 지방 YWCA 조직 수 변화표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직을 유지하고 재생산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를 청년 회원의 감소를 고민의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정체성 물음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직의 정체성을 깊

이 고민하고 진단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았던 YWCA의 노력은 ‘조

직의 목적’과 ‘조직의 유지’의 두 가지 목표를 위해 많은 과제가 있

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결과로 한국YWCA에 청

소년위원회가 설치되어 청소년조직 확대를 지원했고, 이와 함께 한

국YWCA는 회원배가 운동을 진행함으로써 정체성의 질문을 통해

외형적 조직 확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른

조직구조의 근대적 변화 과제, 그리고 운동체로서의 정체성 회복 과

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기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2) 지방조직 확대의 배경과 영향

1988년 제30회 전국대회는 회장으로 김갑현을 선출하였다. 김갑현

회장은 특히 YWCA 조직의 확대에 일차적인 강조점을 두었는데,

특히 북한YWCA 재건과 청소년 회원 층의 활성화 그리고 도시중심

YWCA 조직의 농촌으로의 확장에 관심이 있었다. 이 기간 중 지방

YWCA 수는 약 2배 확대되어 1995년 전국에 51개 지방 YWCA가

조직되었다. 1995년 이후는 이 확대된 지방 YWCA 조직들의 안정

화 단계로 지방 YWCA 조직의 수적확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 YWCA의 확대는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의 조건은 YWCA의 조직 의지와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조직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가 양적으로 확

대되고 있었다는 시대적 조건이다. 특히 후자의 시민사회 확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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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YWCA 조직의 확장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

국민간단체 총람 2000 분석 에 따르면 전체 시민사회 단체들 중

1990년대에 설립된 단체가 56.5%에 달한다.

40-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시민사회 12.0 7.6 18.4 62.0

지역자치 0 2.1 11.5 86.5

사회서비스 12.1 7.7 27.4 52.8

환경 1.2 2.7 8.5 87.6

문화 15.4 10.5 23.8 50.3

교육/학술 8.1 7.7 28.8 55.3

종교 14.5 21.6 27.8 36.1

노동/농어민 18.4 9.6 25.4 46.7

경제 21.0 15.2 22.2 41.4

국제 28.6 21.4 19.0 31.0

기타 34.4 0 22.2 44.4

전체 13.8 9.0 21.0 56.5

<표 37> 유형별 시민단체 설립시기별 현황 표(%)

또한 이 시기 지방YWCA 확대에는 제도적인 조건이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YWCA 역사기록에 의하면, 1987

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에는 노동부 장관이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200명 이

상의 근로여성을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직장탁아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노동부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매

년 2개씩 탁아소를 건립하여 갔고 도합 10개 탁아소를 건립하여 그

중 6개 탁아소의 운영을 YWCA에게 위탁하였다. 이 결과로 1987년

성남, 인천, 1988년 마산, 부산, 1989년 광주와 전주가, 그리고 1991

년 제주, 대구, 원주, 군산 등이 시범탁아소를 운영하고 운영비를 보

조받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한국YWCA 80년사 , 2006).

이와 함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 및 사회진출

은 늘어갔지만, 출산․육아가 끝나면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재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기혼여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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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에 맞추어 시간제 취업을 위한 단기직업 훈련과 복합적인 복

지를 제공할 수 있는 회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YWCA는

YWCA 찬조금과 노동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연합회 직업개발위원

회가 총괄하고 서울, 부산, 광주가 실무를 담당하는 직업교육 훈련

시설248)을 운영하였다. 또한 YWCA는 정부 위탁사업인 사회복지관

을 운영하게 되었다. 정부는 영세가정의 밀집지역이나 취약지구에

종합복지관 또는 청소년 독서실을 건립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의

뢰하였는데, 서울YWCA는 1990년 11월 가락종합복지관을 인수,

YWCA 사회복지관을 개관하였다. 인천YWCA도 정부보조의 종합사

회복지관을 인수하였다249). 이러한 위탁사업의 증가는 1990년대 들

어 한국YWCA 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조직에게 주어진 책임이면서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탁사업의 증가는 정부지원 사업의 ‘위탁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성격과 위상에 따라 내용과 형

식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한

국YWCA가 40여 년간 지속해 온 YWCA의 직업교육의 전문화를

바탕으로 민간영역의 활동을 정부지원으로 확대, 제도화시킨 사례이

다. 특히 초기 운영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민간단체에서 지원한 민-관의 동등한 협력사례로 출발했으나 여성

인력개발센터가 노동부로부터 여성부로 이관, 이후에 지자체로 다시

관리 감독권이 2005년에 이양되면서 운영 원칙의 혼선과 지자체간

편차에 의해 본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크게

겪기 시작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YWCA는 여성인력개발센

터의 나머지 25개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노동자회, 여학사협회 등 16

개 단체와 연합으로 (사)여성인력개발센터 연합을 설립250)해서 정부

248) 직업능력 개발, 직업보도 및 취업알선, 각종 복지시설 운영, 사회교육 프로그램․취미교

실․문화 활동 등이 주된 활동이었다.

249) 이외에 서울YWCA는 1988년 성동 청소년 독서실, 1989년 풍납동 청소년 회관, 1989

년 연희동 청소년 회관을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1988년에 성동 청소년 회관을 위탁받았

다.

250)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시작된 현재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한국YWCA가 필요성과 사

업 형태를 제안해서 시작된 것이다. 50여 개가 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는 그 절

반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YWCA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 정부의 지정사업

으로 진행된 여성인력개발 설치와 운영이 노동부-여성부-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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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민사회 기관간의 상호 견제와 협력의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년도 운영 지역 YWCA 및 센터 명

1993.6.28 광주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3.7. 5 부산동구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3.7.14 서울노원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4.7.19 대전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4.7.21 대구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4.7.25 천안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4.7.28 인천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5.7.24 마산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5.7.27 안양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5.9.14 청주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6.7.15 군산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7.4.7 제주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7.7.14 목포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8.12.7 서울금천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8.12.11 전주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8.12.19 포항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8.12.30 춘천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9. 6. 9 수원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1999. 6. 김해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1999. 6.23 논산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2000.8.22 강릉 일하는 여성의집 개관

2001.12.26 창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01.12.26 광주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02.1.18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02.2.1 안산 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012. 성남 여성인력개발센터 재개관 (지정단체변경)*

<표 38> YWCA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구 일하는여성의집) 연혁

* 시설 운영 주체 변경됨 (‘여성의 전화’-YWCA)

에 혼선이 생기고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정부의 간섭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독립적 운영을 견지할 수 있는 17개 단체의 연합조직으로 2004

년에 (사)여성인력개발센터 연합을 조직했다. (사)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조직의 제안과 

준비과정은 한국YWCA연합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필자가 준비위원장을 맡아 업무를 수

행했고 초기의 사무실 비용 등 제반 지원을 한국YWCA에서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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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학생 Y-틴 어린이

1995 53,498(82.3%) 757(1.2%) 4,694(7.2%) 6,060(9.3%)

<표 39> 회원 현황표(1995)

1986년 정체성 물음 제기 이후 청년위원회 및 지도력개발위원회

등의 조직개편과 지속적인 회원확장에도 불구하고 1986년 정체성

물음의 핵심이었던 청년회원은 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기에 내부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다시 제기되고 통계에 근

거한 YWCA 조직에 대한 연구가 내부에서 수행되었다. ‘21세기를

향한 한국YWCA 회원운동’이라는 당시 회원운동 연구의 결과물에

따르면 한국YWCA가 평생운동조직이며 청소년운동조직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1995년의 회원유형에서 성인 회원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보고서에서는 시민운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를 공공의 선을 위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 규

정하면서, 시민들의 공공적인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소

그룹 조직운동을 제안하고 있다251). 연구보고와 함께 열린 ‘회원정책

협의회’에서는 지역사회에 근거한 소집단운동으로 조직화할 것을 제

안했고, 이에 따라 1996년 제1차 연합위원회에서는 새로운 YWCA

운동의 지향과 방식으로 ‘지역의 소집단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협동운동’의 전국적 추진이 결의되었다.

251) 1995년도에 발간된 ｢회원정책협의회 보고서｣에서는 YWCA운동이 사회의 변화에 유

동적으로 대처해오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YWCA 운동은 언제나 회원조직이 분화되지 

않은 채 다수를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 이러한 YWCA운동은 일반 시민들

의 관심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대한YWC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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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독교 정체성 강화

(1) 365일 구국 기도운동

한국YWCA는 1985년 6월에는 세계평화와 민족통일의 기틀을 마

련하는 교육 사업을 전개한다는 목적으로 전국 YWCA가 ‘사랑과

평화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기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기도운동은 1970년대 이후 민주화 열기의 상황에서 시국과

관련하여 기독교여성운동체로 한국YWCA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월간 한국YWCA 1987년 7-8월호).

나라를 위한 단식기도회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 12명이 ‘4·13

호헌조치’에 항의하는 단식기도회를 1987년 4월 21일부터 광주 가톨

릭센터에서 개최하고 4월 27일, 광주․전남지역의 목회자 정의 평화

실천협의회 소속 27명의 목사들이 광주YWCA 회관 6층 NCC 사무

실에서 단식기도회에 들어갔다. 이 단식기간 중 많은 신부들과 목회

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교회 목사와 신도, 민주인사, 학생들이 기도회에 동

참하게 되었다( 광주YWCA 70년사 , 1992: 260)

YWCA의 철야기도는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졌

을 때, 우리의 공통된 운명을 개척하려할 때, 각각 다른 곳에서 다

른 시간에 드리는 기도보다 비록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드림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

쁘게 받으신다(마태복음 18:20)"는 성경말씀을 실천하려는 의지였다

(월간 한국YWCA 1987년 7-8월호). 시국의 비상 상황에서 1987년

6월 1일부터 1988년 5월 31일까지 전국 YWCA가 동시에 365일 시

국과 나라를 위한 연속철야기도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기도회에

앞서 YWCA는 혼란한 사회상과 불안한 시국을 초래한 여야정치인

을 향해 호소문을 보냈다.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대하는 모든

국민은 중병을 치룬 것 같은 탈진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아집, 집권에 대한 집념은 국가의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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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흔들어놓는 참으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과 국토가 최루탄 가스와 폭

력, 파괴 등의 진통 속에 있어도 어느 누구 하나 국민을 염려

하며 사과할 줄 모르는 여야정치인들과 정부가 어찌 국민을 대

변하며 또는 국민을 위한 공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

화를 이루는 길은 절제와 타협, 양보와 설득의 반복인 인내의

과정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입니다. (중략) 민주화만이 난

국해결의 최대 열쇠라고 자타가 말하는 이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국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주장

하던 당리당략, 자신들의 주장을 한번 포기해 보십시요. 그리고

국민의 참뜻을 묻는 첫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정치인이요, 정부라

고 봅니다. 모두가 ‘이것만은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

38선은 나와 내 이웃 사이에도 그어질 수 있는 장벽이 되었고

우리의 앞날을 맡아갈 대한의 젊은이들을 전경과 시위학생의

입장에서 적대적으로 대치시키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

다.(중략) 민주화는 모두의 바람입니다. 민주화로 가는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함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시간이 걸리

더라도 대화, 타협, 양보, 인정 등 아름다운 정치풍토를 조성하

여 우리 후대에게 공명정대한 국가사회를 계승해줘야 합니다.

온 국민이 자기 위치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야정치인, 정부도 사심을 떠나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줄 것을 호소합니다."252)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 짓밟히고 있는 국민의 인권과 민주화를 향

한 저항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YWCA는 만 1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철야기도회’에 들어갔다. 한 사람의 인도자와

회원 그룹이 팀이 되어 매월 1회씩 참가, 연합회 지하에 있는 기도

실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철야기도 시간은 복잡한 낮 시간을 떠나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정했다. 나라를 위한 기도에 찬동하는

252) 이 글은 1987년 6월 17, YWCA연합회 회원위원장 김숙희의 사회로 진행된 현 정세

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실행위원회 회의의 결과로  YWCA가 발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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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회원을 모집한 후 한 사람이 한 달에 하루씩 연 12회에 걸쳐

기도회에 참석하면 365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것

이다253). 평화운동의 차원에서 시작된 이 기도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10월에는 월 1회 정도 지방 YWCA 별로 회원 모두가 함께 모여 평

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254). 기도회를 마치

고 나서 회원들은 ‘폭력은 그만, 서로 사랑’이란 피켓을 들고 명동거

리로 나와 행인들에게 폭력 추방 리본을 달아주며 캠페인을 벌였다.

이 기도회와 캠페인은 서울에서 시작되어 광주 울산 마산 원주 군

산 청주YWCA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한국YWCA 80년사 ,

2006).

이와 함께 한국YWCA는 당시 자행되었던 고문 방지와 최루탄 사

용 금지운동을 함께 펼쳤다. 1987년 6월 12일 서울 중구 정동 한국

교회연합회 사무실에서 YWCA를 비롯한 각 여성단체 대표들은 최

루탄 추방대회, 최루탄추방서명운동, 최루탄의 피해를 알리는 전단

을 배포, 최루탄 제조업체 및 계열사 상품불매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6월 17일에 열린 YWCA 연합회 실행위원회

는 "최루탄은 인체에 미치는 피해뿐 아니라 생계까지도 파괴되고 있

으며 국민의 의사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 소멸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건의서를 여야정치인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YWCA 회원들에

게도 호소문을 발송했다.

253)이 철야기도회는 33명의 인도자의 인도 아래 297명의 기도 참가자들이 혼란했던 사회

를 진정시켜 주실 것과 교회와 YWCA에 맡겨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 이때의 인도자는 정동교회 노종해 목사가 맡았다. 

254) 당시 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하여 전국 YWCA회원들에게 기도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월간 ｢한국YWCA｣1987년 7-8월호). "학원에 있어야할 우리의 아들

딸들이, 국민의 치안 유지를 해야 할 우리의 젊은이들이, 최루탄 가스 속에서 쫒고 쫒기

며 소리 없는 통곡을 하던 며칠을 보내며 YWCA 회원인 우리 여성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전국의 YWCA는 6월 1일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365일 

연속 철야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기쁘게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

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주실 것을 확

신합니다. 365일 철야기도회에 회원 모두가 동참하여 오늘의 고통이 보람으로 변하여 우

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한 현실을 보게 될 것을 믿으며 우

리 함께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합니다."(｢YWCA 평화․통일운동-

제2회 세계평화와 여성의 연대회의｣,1986: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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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최루탄 연기 속에

서 숨이 막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더욱더 분개와 증오심과 처절감이 커질 뿐이다. 최루탄으로도

강경책으로도 진압될 수 없는 국민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

이는 진실한 자세만이 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고

수습할 수 있는 힘을 발할 것이다. 최루탄 사용을 즉각 중지하

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1987년 6월 18일에 열린 ‘최루탄 추방결의대회’에는 전국 16개 지

역에서 50여만 명이 참여하고 특히 부산지역에서는 30-40만여 명이

참여하여 시위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력 부족으로 진압을 포기

할 정도의 상황이 초래되었다(박현채, 2003:374). 이날 국민운동본부

는 4·13조치 철회, 양심수 석방, 집회․시위․언론의 자유보장, 최루

탄 사용금지 등 4개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YWCA는 6월 22일 전국

대회에서 ‘21세기를 향한 YWCA의 사명-현대사회와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회원들이 민주화대열에 동참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

고 오전 10시부터 YWCA 회관 앞에서 10만 명을 목표로 한 ‘최루

탄방지 가두성명’과 폭력추방 캠페인을 벌였다(월간 한국YWCA

1987년 7-8월호:4).

‘365일 나라를 위한 기도회’는 위기 상황에서 기도운동을 일으킴으

로써 기독운동체로 사회의 어려움의 해결에 모든 회원들이 동참하

도록 하는 노력이었다. 한국YWCA 회관 바로 건너편에 있는 명동

성당은 당시 민주화운동 투쟁 집회가 연일 일어나던 곳이었다. 역사

적 현장에 함께 하면서 한국YWCA는 시대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경

험할 수 있었다. 극심한 탄압과 격해지는 시위대의 대립 과정에서

당시 한국YWCA는 민주화운동의 전면에 나서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했으나, 시대적 아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적 정

체성을 강화한 것은 운동의 기반이 되는 신앙을 재정립함으로써 철

저한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운동의 방향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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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령회(夏令會)와 직원수양회

1980년대 한국YWCA는 신앙의 기반을 가장 중요한 조직의 요소

로 설정했다. 특히 시대적 위기 상황 앞에서 기독교적 이념의 재정

립은 가장 우선되는 조직의 과제였다. 1980년대에는 이러한 기독교

정체성 강화노력이 가장 강하게 표출된 시기로 보인다. 이 시기에

진행된 직원수양회는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현장의 실무활동가를

단일한 운동의 프레임으로 연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YWCA는 초창기부터 기독교 정체성의 강화를 위한 조직적

노력을 계속했다. 한국YWCA의 지도자 규정에는 지도자 자격 조건

으로 교파와 관계없이 ‘세례교인’을 명시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

에 입각하여 개신교의 각 교파와 천주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파의

특성은 한국YWCA가 진보와 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다원성을 가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신앙의 성격은 이념적 기반으로

재정립되고 사회선교의 이념으로 재확인될 때 집합적 정체성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YWCA는 집합적 영성훈련을 초창

기부터 지속해 왔는데, 역사적으로 그 흐름은 첫째로, 초창기부터

1960년대까지 이어진 하령회와 1980년대에 시작된 직원수양회가 대

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 하령회(夏令會)의 개념과 특성

한국YWCA의 하령회는 학생들의 연합운동으로 시작되었다. 3·1운

동 이후 민족적 자각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하령회 행사는 젊

은 회원들에게 뜻 깊은 영향을 미쳤던 청년운동의 하나였다. 일주일

과정으로 짜인 프로그램은 기도시간과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 강좌

등 각 시대적 상황에 맞는 기독교 이념 공유를 핵심으로 하면서 사

회문제에 대한 강연, 그리고 회원들의 친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

다.

하령회는 미국YMCA 하기 행사의 하나로 청년회원들의 종교 및

단체생활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부터 한국YMCA가

각 교회 대표자와 교인의 친목과 수양의 목적으로 여름마다 캠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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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었다. YWCA는 창립이후 YM/YWCA가 함께 하령회를 가져왔

다255)(월간 한국YWCA 1956년 7월:14-18). 하령회는 전국대회와

함께 열렸으나 1948년 제15차 전국대회에서 매년 열리던 전국대회

가 2년 주기로 변경됨에 따라 하령회가 별도로 분리되었다( 한국

YWCA 반백년사 , 1976:95). 이것은 지방 YWCA 조직과 학생조직

을 나누어 하령회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기독운동의 특수성에

중점을 두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YWCA 80년사 , 2006).

1956년 7월호 월간 한국YWCA 에는 하령회의 유래에 대해 김필

례의 설명을 담고 있다.

"창립시 하령회 경비는 YWCA 발기회로 모였던 21명이 즉

석에서 모은 500여 원으로 조달했으며 이로 인해 YWCA가 조

직되고 매년 하령회를 개최하는 등 YWCA 총회가 열리게 되

었다. 제2회 하령회에는 7개 지방 YWCA, 13개의 학생 청년회

가 조직되어 참석하고 김함라의 제의로 ‘하령회(夏令會)’라는

언어를 처음 사용했다. YWCA의 근본정신은 영국 런던에서 크

리미아 전쟁이후 ‘기도하는 여성들’로 시작했다. 그 당시의 교

회는 사회와 담을 쌓고 사회와 접촉하면 크게 죄악시했다는 것

이다. 따라서 YWCA라는 단체는 교회 밖에서 교회와 사회 사

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비종교인이나 단체를 기독교 정신으로

이끄는데 힘을 모았다. 이른바 하령회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한

신자로서 생의 목적을 바로 정하며 각자 YWCA의 근본목적인

영혼을 마귀로부터 구제하는 구령(救靈) 사업에 매진케 하고

지도자들과 접촉하여 그 지도를 받는 동안 견식을 넓히며 각

YWCA의 활동 상황을 듣고 나누는 가운데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정하는 등 양심적으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

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시 실행방침으로 오전에는 명사

255) 학생하령회는 그것이 개최되는 계절에 따라 하령회 또는 춘령회라 했으며 하령회가 

열리면 학생들은 일단 학교를 떠나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날 수 있었다. 방학을 이용

하여 서로간의 친목과 교양증진을 도모한다는 뜻으로 국내외 명사초청 강연회, 사경회 

등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은 의식화될 수 있었다(｢한국 YMCA 운동사｣, 19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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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초청하여 그 시대상황과 국가적 문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

오후에는 그룹별로 강연내용에 대한 토의와 좌담을 벌여 다시

종합하는 의견을 나누었다. 그때부터 YWCA의 모든 사업과 운

동은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토의한 끝에 결의하게 되었다. 특

히 제1회 하령회 때는 저녁식사 후 한강으로 나가서 서산에 지

는 저녁노을을 바라보면서 석양기도회를 가졌고 이렇게 대자연

과 접촉하면서 조물주와 가까이 함으로써 받은 은혜가 얼마나

깊었는가."

윗 글에서 김필례가 강조한 바와 같이 하령회는 에큐메니칼 운

동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YWCA가 열려

있는 기독교 공동체로서 사회와 종교의 사이에서 사회선교를 담당

해야 하는 기독교운동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1923년도

하령회에는 사회학 윤리학 심리학 강좌가 있었고, 매일 일과 중 오

전에는 한 시간 동안 각 도 및 학교 대표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

졌다. 12일간에 걸친 하령회 모임에서 YWCA 회원들은 운동의 신

앙을 기반으로 YWCA의 사명을 다졌고, 마지막 날에 축첩․공창(公

娼)제도에 관한 운동의 정책을 결정했다.

초창기 하령회는 철저한 기독교적 모임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YWCA 창설에 도움을 준 맥클라렌의 하령회 리포트 에 의

하면 이 하령회는 매일 새벽마다 새벽기도회를 필두로 성경을 연구

하고 공부하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전체적으로 진지한 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국YWCA 80년사 ,

2006). 그러나 일반 기독교 기관의 수련회와 달리 강사들의 강연 내

용은 성경연구를 시대적 상황과 연결지우면서 새롭게 해석하려는

노력과 ‘예수의 구원’ ‘예수를 믿어야 하나’ ‘기독교정신과 매일의 일

상생활’등의 신앙문제를 토의하게 했고( 한국YWCA 반백년사 ,

1976:71),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신앙과 사회참여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256). 한국YMCA와 합동으로 진행한 하령회는 1938년 조선기

256) 초기 하령회의 강사는 조만식(曹晩植) 이상재(李商在)를 비롯 정인보(鄭寅普), 윤치호

(尹致昊), 서춘(徐椿)등 애국지사, 대학자, 신문화의 선각자들과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들에 의해 20대 초반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사회과학지식을 전달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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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청년회(YMCA)가 일본YMCA 동맹에 완전 예속되기 전까지 해

마다 계속되었다( 한국YMCA 운동사 , 1985:143). 전국대회와 분리

된 하령회는 1970년대 초반까지 YMCA와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나

대학YWCA가 전국대회 체제로 개편되면서 합동의 하령회는 중단되

었다.

한국YWCA의 하령회는 회원들의 수양회적 성격과 민주주의적

회의 진행을 포함한 리더십의 훈련, 시대적 과제를 토론하고 운동의

과제를 찾는 연구 모임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령회는 한국YWCA가 에큐메니즘에 기반한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모임으로 역할을 했고, 하령

회의 전통을 학생YWCA가 이어간 것은 학생YWCA가 한국YWCA

의 기독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전국 직원수양회

1976년 한국YWCA는 ‘기독교 신앙강화’를 운동의 중점으로 채택

하였다. 당시 민주화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국

YWCA는 ‘함께 살아가는’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프로그램의 정책을 수립했고, 비 기독교인을 세례교인으로 인도하는

일에 집중했다. 이것은 당시 양분된 사회 상황에서 기독교 내에 민

주화 운동이 투쟁의 노선으로 집중을 받고 있는 동시에 복음주의적

기독운동이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민족복음화 운동을 대규모로 전개

하던 상황과 맞물리면서257)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확장일로를 가

편 애국애족의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강연이 이어졌다. 이후 하령회 강사는 이후에도 주

로 거물급 인사들인 김창제 오화영 변영하 김영섭 함태영 이관용 영(Miss Young) 김종

우 황신덕 최남선 유영준 조병옥 홍종숙 하경덕 윤인구 장석영 김활란 등이 초청되어 심

리학 윤리학 사회학 국사 경제 농업 예술에 대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전문강좌를 펴고 있

다(｢한국YWCA 반백년사｣, 1976:44).

257) 보수기독학생단체인 한국 대학생선교회(The Korean Campus Crusade for Christ: 

CCC)대표 김준곤 목사는 ‘민족의 예수혁명론’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민족의 기

독화를 역설했다. 창립 이래 12년간 캠퍼스 복음화에 치중해온 한국CCC가 그동안 닦아

온 캠퍼스복음화운동과 국가조찬기도회, 그리고 군선교의 기반 위에서 점차로 민족복음

화운동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김목사는 민족복음화를 선언하면서 그것이 한국교회 

전체의 과제요, 민족복음화야말로 한국의 르네상스를 가능케 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

후 1971년 8월 2일부터 6일까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보수 기독학생들을 비롯한 1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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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258).

1976년 이후 한국YWCA는 회원을 기독교 신앙인으로 변화시키고,

회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철저히 훈련시키는 것이 기독교 운동의

기반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민족복음화 운동

노선에서 강조한 ‘전 신자 정예화훈련’, 즉 교인훈련에 집중하는 것

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맥을 이어 한국YWCA는 1980년에는 기독교여성운동체로

서 신앙과 분리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회원들의 단

계식 성경공부를 비롯, 신앙생활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성화․성곡

감상, 특수지역 개척교회 방문, 교역자초청 간담회, 성경연구 지도자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록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와 훈련 프로그램은 924회이며, 4만 101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259)(월간 한국YWCA 1981년 3월호:10).

기독교 여성운동체로서 신앙과 생활이 분리될 수 없다는 한국

YWCA의 정책은 현장에서 운동을 진행하는 실무활동가의 교육 강

화로 이어졌다260). 1982년부터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한 직원수양

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자아를 발견하고 각자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주축이 되

게 하는데"(한국YWCA연합회, 1983년도 제1차 연합위원회 사업보

명을 모아 복음화 요원 훈련을 실시했다. 한마디로 1971년 1월 1일 민족복음화 선언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의 1만여 명 전도요원 훈련 실시는 보수 기독학생운동이 캠퍼스 복

음화에서 민족복음화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조병호, 2005).

258) 1974년에 한국CCC 주도로 열린 ‘엑스플로 74대회’는 본격적으로 한국교회가 민족복

음화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기독학생들이 캠퍼스를 넘어서 한국교회의 민족

복음화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도 급격한 성장을 함께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59) ‘신앙의 생활화’ 지침에는 ① 회원이면 누구든지 기독교에 대한 입문이 가능하도록 단

계식 성경공부 자료를 만들고 ② 성경읽기 카드 ③ 신앙의 생활화 세미나 개최 ④ 예배

자료를 제공하여 각 지방 YWCA의 ‘신앙의 생활화’를 도왔다. 단계식 성경공부는 ‘하나

님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종교와 기독교, 하나님, 주예수 그리스도, 성령, 죄와 구원, 

교회와 선교, 성경과 복음, 주기도문, 예배와 봉사, 사랑의 공동체, 천국과 영생등에 대한 

내용을 설정하여 쉽게 성경에 접근할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260) 1981년 1월에 열린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회는 ‘신앙의 생활화’를 확산시키기 위

한 집중적인 토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월간｢한국 YWCA｣에 1978-1981년까지 

게재되었던｢평신도가 읽는 성경｣을 책자로 발간하여 지방 YWCA에 자료로 제공하고, 성

서지도자 훈련, 농촌선교봉사, 연합회 직원 전원에게 1년 반 과정의 베델성서연구 과정

을 수료하도록 하였다(월간 ｢한국 YWCA｣ 1982년 3월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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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2) 훈련의 목적을 두고 있다. 1997년까지 이어진 전국 직원수양

회는 연 1회 80명∼100명의 전국 실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1명의

목사를 주 강사로 2박 3일 동안 성경공부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년도 참가자 주제와 내용 강사

1982.3.

8-10
79명

청지기 훈련

성경공부(1∼7),

새벽 기도회, 개인명상

윤덕수 목사(수유

제일교회)

1983.3.

21-23
80명

하나님의 참뜻 알기

예배와 성경공부

김효겸 목사(역촌

성결교회)

1984.2.

16-18
68명

영적지도자의 자질

성경공부, 심령부흥모임 이천석 목사(한얼

산 기도원 원장)
1986.2 106명

성경공부, 심령부흥모임,

예배

1994 95명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새벽기도, 성경공부,

예배

엄두섭 목사(은성

수도원 원장)

1995 80명

살아있는 성서의 인물이

되자

성경공부, 새벽기도

김영헌 목사(은평

감리교회)

1997 45명 코이노니아 공동체 형성
김영운 목사(작은

교회)

<표 40> 전국 직원 수양회 일정과 강사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볼 때 직원수양회는 교회의 부흥회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 것이었다.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결단"(1982), "성경읽기

를 습관화하고 기도를 호흡하도록 하며"(1983), "성령에 사로잡힌바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에 합한 일꾼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된

것"(1986) 등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은 당시 직원수양회의 분위기와

내부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연합회 주관의 직원수양회는 ‘공동체적 영성’을 주제로 한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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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어졌다. 직원수양회의 영향은 전국 활동가들이 신앙 훈련에

참여하여 철저한 기독교 신앙인이 되도록 하고, 기독교적 정체성을

운동의 중심에 설정함으로써 1980년대 한국YWCA가 강력한 기독교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했다. 당시 암울했던 시대 상황에서 교회와 구

별되지 않는 직원교육의 방식에 대해 내부적 비판이 있었고, 1990년

대에 들어서면서 공동체 영성훈련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직

원수양회를 통해 한국YWCA연합회는 시민운동의 확대기에 철저한

기독교 기관으로 한국YWCA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노력했던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형성된 기독성 중심의 집합적 정체성은 한

국YWCA의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당시 활동했던 활동가들은

이를 통해 강한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 회

원들을 전도 대상으로 설정하고 직접적인 전도활동에 매진한 당시

의 활동은 내부적 결속을 강화시켰던 반면, 일반 시민과 비기독교

회원들의 YWCA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결과도 낳았다.

1995년에 시행된 한국YWCA 실태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회

원 중 개신교가 46.5%, 천주교가 10.6%를 차지하고 있었고, 불교가

13.3%, 무교가 18.2%라 응답하고 있다.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기

독교가 전체의 57.1%이므로 기독교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회

원수가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회원들에게

YWCA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질문한 결과에서 기독교 선교운동에 대

해서 37.1%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독교 선교운동에 대해서는 "열린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오늘 우리에게 선

교의 의미는 우리가 속한 사회 상황 속에서 현재의 역사, 사회적 정

황을 파악하고, 인간의 생명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반평화, 반정의,

반생명적 질서를 거부하는 일"임을 적시하고 있다(한국YWCA연합

회 회원정책협의회, 1995).

(3) ‘새벽종소리’ 소그룹 영성훈련

한국YWCA 운동에서 기독교 정체성의 확립은 계속적인 시대적

질문이고 과제가 되었다. 직원수양회를 통해 훈련된 리더십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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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국YWCA는 신앙의 기반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으나, 1980년

대 후반부터 일어난 ‘정체성’의 질문은 한국YWCA의 목적과 운동의

방향을 재점검해야 하는 요구로 이어졌다. 특히 학생YWCA 등 에

큐메니칼 운동의 이념적 자원을 이어주었던 주체가 약화된 상황에

서 시민사회의 팽창과 함께 급속한 속도로 확대된 한국YWCA는 에

큐메니칼 운동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부적 요구에 직

면하게 되었다. 1995년의 회원정책협의회 결과로 1996년 제1차 연합

위원회에서 한국YWCA는 공동체운동을 전국사업으로 결의했고261),

2002년에 지역의 실무활동가 40명이 1년간 월 1회, 총 10회의 모임

을 가지면서 지역의 소그룹 공동체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262).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한국YWCA는 ‘생명사랑 공동체’운

동의 소그룹 조직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새벽종소리’ 영성교재의 영성훈련은 새롭게 전개되는 회원운동의

이념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의 결과물이다. 이것은 이전 시기

에 진행된 집체적 영성훈련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부적 요구

와 사회운동체로 한국YWCA가 운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대 내외

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263). 영성교재는 총 3단원으로 구

성되었고, 각 장은 다시 5개의 주제로 세분화되어 총 15장의 내용을

261) 1995년도에 열린 회원정책협의회는 회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YWCA가 소그룹 회원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한국YWCA연

합회 회원정책협의회 보고서｣, 1995). 당시 지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부산과 청주

를 중심으로 생활협동조합운동이 중요한 운동으로 부각되고 있었으며, 이 운동은 회원들

이 공동체로 조직되어 생활 속에서 나눔과 협동을 실천하는 공동체 조직방식의 생협운동

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1996년 열린 제1차 연합위원회에서는 한국YWCA가 생

협운동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과 회원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결의하게 되었다.  

262) 지역조직가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교육에는 회원YWCA의 사무총장, 부장 

등 20개 회원 YWCA의 중견 이상급 실무활동가가 참여했다. 이 교육은 당시 한국YMCA

연맹의 국장이었던 황주석을 주강사로 해서 지역운동의 이론과 조직방식을 논의했고 그 

결과로 소그룹 조직운동 지침서를 제작했다. 한국YWCA가 진행한 지역조직가 교육의 내

용은 이후 한살림이 발간한 ｢사람이 보인다. 마을이 보인다｣(황주석, 2006)에 소개되었

다.  

263) 새벽종소리 영성교재를 집필한 이천진 목사는 2003년 한국YWCA 전국대회 예배의 

기획을 맡아 ‘살림’, ‘나눔’ ‘어울림’을 한국YWCA 운동의 영성으로 제시했다. 이후 한국

YWCA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YWCA의 생명사랑공동체운동의 성서적 이해｣
라는 논문과 통일, 생명, 청소년 등 주제별 성서교재를 집필했다. ｢새벽종소리｣는 한국

YWCA에 맞는 맞춤형 영성훈련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한국YWCA연합회가 전문위원인 

이천진 목사에게 집필을 의뢰함으로써 탄생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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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

새벽종소리 의 저자인 이천진은 영성훈련의 목표와 방식을 다음

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YWCA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제를 하면

서 힘을 얻는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한쪽 날개만으로는

YWCA가 비상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한 사람’이 YWCA 운동가로 훈련되는 것

입니다. 대중을 향하여 강의하는 교육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현장에서 운동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새벽종소리 , 영성훈련을 하는 이유 ).

한국YWCA의 기독교 정체성을 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영

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운동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YWCA는 이제 YWCA 목적문에 충실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

화, 창조 질서 보존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나타나 있듯이 YWCA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운동, 평화운동, 생명운동입니

다."( 새벽종소리 , 영성훈련을 하는 이유 )

YWCA활동에 참가하는 회원은 ‘운동가’ 임을 분명히 하면서

YWCA 목적문과 운동의 주제별 영성훈련을 통해 현장 활동의 기독

교적 가치를 세우고 있다. 교재는 ‘YWCA의 정체성’, ‘정의, 평화, 생

명운동’, ‘YWCA 운동가의 사명’의 3단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훈련을

받는 사람은 매일 한과씩 본인이 직접 공부한 후에 소그룹이 모여

토론하는 방식의 영성훈련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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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소주제

YWCA의 정체성

YWCA의 목적

청소년운동

여성운동

기독교운동

시민운동

YWCA의 정의, 평화,

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통일운동

생명운동

다문화운동

복지운동

YWCA 운동가의 사명

자원지도자의 사명

운동가의 사명

지역운동가의 사명

연합회와 지역 YWCA의 유기적 관계

운동가의 비전과 행진

<표 41> 새벽종소리 영성훈련 교재의 구성

각 단원은 성서를 기초로 각 주제의 기독교적 근거를 제시한 후

질문을 통해 참가자들이 운동의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264).

강교자 전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새벽종소리 의 발간사에서

"YWCA 목적, 정체성, 역사와 운동에 대한 신학적인 분명한 이해와

조명은 기독여성의 사회적 책임과 YWCA 지도자의 사명의식과 헌

신에 대한 가장 확실한 동기와 동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영

성교재 발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성교재에 기초

한 영성훈련은 YWCA의 모든 운동이 ‘목적’에 근거하여 진행되도록

강조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264) 각 단원은 핵심질문들과 영성다지기, 실천과제 찾기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질문들은 

지역 현장에서 각각의 주제 운동의 필요성과 각자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이다. 

질문을 스스로 답하고 소그룹으로 나누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방관자가 아닌 운동의 주체

로서  YWCA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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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종소리 영성훈련은 지역단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새

벽종소리의 영성훈련에 참가한 회원YWCA의 한 이사는 "이전까지

YWCA운동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잘 몰랐다. YWCA에 실망해

서 떠나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새벽종소리를 통해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달았다. YWCA운동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훈련에 참가

한 소감을 전했다.

소그룹 방식으로 전환된 한국YWCA의 영성훈련은 이전까지 목회

자나 성경공부 인도자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교육의 방식을 자발적

인 참여와 토론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독교적 운동의 기반인 영

성이 내재적인 힘으로 갖추어지도록 했다. 특히 한국YWCA가 주력

하고 있는 운동의 주제와 리더십들의 역할에 따른 사명을 구체적으

로 제시함으로써 교회와 구별되는 기독교 여성운동조직으로서 독자

적인 영성훈련의 체계와 내용을 확립한 것이라 하겠다.

시민사회의 분화와 확장기에 한국YWCA는 이전의 구조와 정책으

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대내외적 문제제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동안 해왔던 운동의 방식과 조직체계의 정비, 운동주체의 형성과제

등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여성운동은 비

약적인 성장과 더불어 법, 제도 개선 등에서 많은 성과를 가지게 된

다. 한국YWCA는 새롭게 등장한 여성운동 세력과의 적극적인 연대

를 모색하기보다는 역사성에 기반한 독자적 역할을 고수하려는 입

장을 갖는다. 이것은 새롭게 등장한 운동조직의 운동방식과 YWCA

가 고수해 온 조직적 특성이 맞지 않는 것이 원인 중 하나였고, 다

른 한편에서는 YWCA가 가진 조직력과 공신력에 의해 국가의 위탁

시설 운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조직의 양적 확대와 유지’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시

기에 전개된 사업과 프로그램들을 평가해 볼 때, 전반적으로 시민사

회 내 이슈를 선도적으로 개발․개혁하기 보다는 사회변화에 수동

적으로 대처하거나 정부가 제기한 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따라가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과 자성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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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왔고, 조직진단과 더불어 프로그램 평가의 시도가 엿보인다.

월간 한국YWCA 1999년도 11월호에 실린 기사에서도 "수많은 프

로그램이 있어도 그것들을 하나로 집약시킬 수 있는 신앙적, 신념적

초점이 뚜렷하지 않다면 프로그램들은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채 개

별적 난립으로 무의미하게 되며 결국 유기체적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의 관계 확장을 통해 시민운

동의 견제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제도화의 한계도 우려되는 지점

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정치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

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의 기준과 한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운동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한국YWCA 80년사 에서 저자인 이세기는 이와 관련해서 다

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층의 전모를 파악하

여 국민을 선도하는 것은 선동이 아닌, 선도이며 발전된 계몽

의 한 방법이다. 정치는 개체가 아닌 모든 국민을 다스리고 지

휘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반영

하자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개인의 모든 삶까지도 정치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 속에 들어와 있다."

자체적인 조직진단과 정체성의 고민을 통해 한국YWCA는 청년조

직을 강화시키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기존의 조직구조와 제도 안에

서 청년층의 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원 수의 격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현 상황에서 모든 운동과 사업의 방향성은 절대 다

수인 성인회원에 맞춰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판단으로 한국

YWCA는 회원의 양적 확대와 회원 조직화의 두 가지 축으로 회원

운동의 방향을 설정했다. 이 배경에는 국가-시민사회의 관계 변화가

큰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체성 형성의 요인은

구조적 변화 요인과 더불어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가 사회의 변화만

큼 빠르게 변화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제기

되었다( 한국YWCA 80년사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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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한국YWCA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계에서 의제를 개발하여 정부에 요구하고 동시에 정부정

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향이 강하고 전자

에선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

다. 그러나 계속적인 정체성 질문을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던지고

답을 찾는 노력은 운동체로서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속된 정체성 물음의 결과로 한국

YWCA는 중앙의 이슈 중심으로부터 지역의 조직운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하령회로 시작된 기독교 정체성의 강화 노력은 1980년대에 수양회

형태로 전개되었다. 신앙의 생활화를 목표로 진행된 수양회는 이 시

기 한국YWCA가 기독교 조직의 특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교회의 양적 확대가 급속하게 나타난 1980년대 후반에

한국YWCA도 지역조직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전국 직원수양회를

중심으로 활동가들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지게 된다. 그

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YWCA가 운동적 정체성을 약화시켰다는

내부적 질문을 받게 되었고, 이전 시기에 분화되기 시작한 지역운동

은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서 펼쳐졌다.

지역의 조직운동 전환은 기존의 집체적 교육 방식의 영성 훈련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한국YWCA는 새벽종소리 영성훈련을 통

해 변화되는 지역의 요구에 부응했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를 이

어 가는 기독여성운동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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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 론

1. 연구의 결과

이 연구는 한국YWCA운동에 대한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

었다.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초창기

여성운동조직이 활동을 중단하거나 정체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YWCA가 90년 이상의 역사를 지속할 수 있었던 ‘지속성’의 요인은

무엇일까? 한국의 여성운동이 좌익과 우익,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

으로 끊임없이 구분되는 과정에서 한국YWCA운동이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운동조직으로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었던 것은 어떤 특성 때문일까?

연구자가 한국YWCA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유는 지난 90년

의 역사에서 한국YWCA가 보여준 정체성이 독자적이면서도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YWCA는 복음주의적 기독교의

영향으로 ‘비정치권력화’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관변화’되지 않았

고, 한국YMCA를 비롯한 기독교 운동체가 정치운동과 결합하는 과

정에서도 철저한 신앙에 기반한 기독교 운동체로 자리를 지켜왔다.

1970년대에는 크리스챤 아카데미 여성분과와 함께 가장 진보적인

여성운동체로 평가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생명과 정의, 평화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보수화된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 여성운동이 여

선교회의 교회 중심 활동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에서 개방적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초교파적인 기독교 여성들의

공고한 연대(solidarity)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한국YWCA가 가진

독특한 지점이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정치와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87년 이

후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사회운동조직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서 80년대 이후 설립된 조직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운동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도 1980년대 이후의

사회운동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서구의 사회운동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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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운동조직에 대한 연

구는 이론적 자원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의 성공과 실패,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 사회운동의 제도화 등의 변화과정, 네트워크와 상징 등

효과적인 수단 등에 관해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사회운동조직을

유형화 시키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져왔다. 한국의 사회운동 역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이론을 현장에 대입시켜 설명을 하는 것에 그치고 있고, 100여년 가

까이 지속되어 온 사회운동의 뿌리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

다.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는 기독교 여성운동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려

울 만큼 기독교 여성운동이 한국의 여성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개화기에 시작된 기독교 여성운동은 여성 해방의 인식을 사회

에 전파했고, 여성교육과 계몽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많은 여성단체

를 조직했으며, 수많은 여성운동의 리더를 양성했다. 한국의 여성운

동을 기독교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한국의 여성운동에

서 기독교 여성운동에 대한 평가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소위 ‘새로운’ 여성운동 중심의 역사

기록은 한국YWCA가 90년 동안 지속해온 한국여성운동의 지속성을

담아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여성운동이 서구로부터 도입된 페미니즘의 담론을 중심으

로 여성운동을 새롭게 조직하거나 실험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

울인 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재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부족했

던 것은 한국의 현실에서 여성운동 담론이 여성해방의 목표와 과제

설정에 있어서 급진적 페미니즘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

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실체로서의 ‘운동’에 대한 연

구는 역사적 평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쉽게 접근하기 어

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YWCA의

역사가 밝혀져야 하는 것은 한국YWCA가 지켜 온 현장이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은 삶의 상황과 직결된 것이고, 여성들

이 당면한 문제와 직접 대면한 여성들의 실제적인 실천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한국YWCA는 3.1운동 이후 기독여성운동의 결집된 힘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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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기독교 여성운동 세력이 모여서 시작한 조직이다. 한국

YWCA는 초기부터 다양한 운동의 이념과 전국적 조직망,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단단한 조직적 기반을 갖추었고, 각

개인은 철저한 복음주의적 신앙을 기초로 하면서도 교회의 보수적

이고 폐쇄적인 성격과는 구별되는 초교파적이고 사회변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으로서의 조직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한

국YWCA운동은 기독교적 이념과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여성주의적

가치가 결합되면서 한국에 페미니즘이 이론으로 전해지기 이전에

이미 기독교 여성주의(Christian Feminism)의 입장을 가지게 되었

다. 한국YWCA가 형성한 기독교 여성주의는 한국YWCA가 여성운

동조직으로 90년의 역사를 이어온 배경이 된 것이다.

한국YWCA운동은 일제하에서 민족의 독립과 여성의 해방을 희구

하던 여성들의 의식과 실천이 통합된 기독교 대중조직 실천운동이

었다. 한국YWCA운동은 근대성의 기초 위에서 페미니즘과 민족주

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며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초교파적 사회

선교 운동인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체성을 수용했다. 한국YWCA가

초기에 영향을 받은 여성주의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유입된 서구

의 제1세대 기독교 페미니즘이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여성 지도

자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 공화주의적 모성 개념을 확장하여 여성

계몽과 여성의 교육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초기 여성주의

는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외세로부터의 독립의식을 갖추게 되었으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을 ‘교육’과 ‘계몽’으로

귀결하는 특징과 한계를 가졌다. 이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운동

이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나, 여성운동이 취한 전략이기도 했다. 여

성운동이 세력화되기 위해서는 대중의 참여와 의식의 변화가 선행

되어야 했으며,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한국YWCA의 초기 여성운동은

교파와 계층을 초월한 여성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정체성과 전국적 조직을 기반으로 창립초기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한국YWCA는 여성단체의 구심점으로 활동해왔다. 초기에

기독교 여성단체의 연합체로서 창립의 기반을 가졌던 한국YWCA는

1953년부터 가족법 개정과 가사재판소 설치를 주장하며 8개 단체를

연합한 여성연합을 결성하여 ‘여성단체의 민법 제정에 관한 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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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기회구조의

변화
운동지형의 변화 한국YWCA

1922-

1945

일제 식민지

농촌중심의 반

봉건체제 유지

일제로부터 탄

압(문화정치)

독립운동

기독교 계열의 여

성운동과 사회주의

권 여성운동 등장

일제 말기 대부분

의 운동이 일본에

종속되거나 해체됨

독립국 지위로 창립

초기여성주의와 기

독교 민족주의의 결

합

애국계몽운동과 여

성리더십 배양

일제말기 일제에 종

속됨

<표 42> 한국사회의 변동과정과 YWCA 정체성 변화

를 제출하고 가족법의 일부개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한국YWCA는

1970년 당시 근로여성들의 노동착취에 대항하여 근로여성의 복지향

상과 인권문제를 주요한 운동 방향으로 설정하여 남영나일론과 청

계피복 노동자들의 인권옹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인권운동 차원에서 소비자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70-80년대의 격변기를 지나오면서 한국YWCA는 대내외적으로 정체

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은 당시의 사회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한국YWCA의 대응자세에서 비롯되었다. 민주

화운동이 치열하였던 당시에 한국YWCA는 ‘비정치 권력화’를 자신

의 입장으로 표방하면서 어떤 종류의 정치적 사안에도 개입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문제들이 정치적

차원과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의 고수는 내부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여성단체들의 전문적이며 진보적 활동의 도

전 앞에서 운동체로서의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의 약화에 대한 위기

의식이 생겼다. 한국YWCA는 수많은 활동을 하지만 심도 있는 문

제 접근보다 표피적 접근에 머문다는 자기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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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1972

식민지 국가의

안보국가로의

전환

반공주의적 사

회재편

사회운동 공간

의 확장과 저항

적 사회운동의

등장

좌우익의 대립, 여

성조직들의 관변단

체화, 일체의 저항

적 사회운동의 탄

압과 공식적 영역

으로부터의 소멸,

여성단체들의 탈정

치적, 비정치적 존

립

좌, 우익 대립 속에

서 비정치권력 지향

의 여성단체로 존재

기독성 기반의 자발

적 결사체로서의 정

체성 확립

전문적 리더십 양성

의 체계구축

1973-

1985

권위주의적 개

발 동원체제 균

열, 위기

저항적 사회운

동의 심화

합법적 운동기

구로 기독교 진

영 세력화

권위주의국가에 종

속적인 관변단체와

70,80년대 여성노

동자들의 생존권투

쟁과 ‘진보적’여성

운동의 등장

인간화 프레임으로

여성운동 정체성 분

화

기독교사회운동진영

과 결합

지역운동의 분화

1986

년

이후

개발독재체제의

변형과 민주주

의적 재편

제도정치와 재

야운동의 분리

시민운동의 출

현과 분화

관변단체와 탈정치

화된 여성단체의

자율성 확대, ‘진보

적’ 여성운동의 제

도영역과 비제도영

역에서 영향력 증

대, 급진적 여성운

동의 등장

정체성 혼란기

시민운동의 전 영역

으로 이슈

조직의 양적 확대

사회서비스영역의

위탁운영 확대

운동의 제도화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YWCA는 매 시기

마다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선 ‘행위자’

로서 존재해왔다. 이것은 한국YWCA가 초기부터 설정한 ‘하나님 나

라’를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노력이었다. 기독교적

실천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며, 신앙을 현실 세계에서 표현하는 것이

다. 이 실천(praxis)은 이론을 적용하는 단순한 실행(practice)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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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비판적 성찰을 매개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생각하는 실천’의 개념이며,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해방을 추

구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실천의 핵심은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만남

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며, 이웃과의 만

남을 통해 삶의 조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그리스

도인으로서 세상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여성은 사회적으로 타자화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양육과

돌봄의 책임적 역할을 담당하는 이중적 존재로서 삶의 조건을 가진

다. 여성들이 당면한 삶의 자리에서 여성들은 타자와 끊임없이 관련

을 맺는 상호적인 관계성을 갖게 된다. 연대감과 배려에 기초한 상

호 관계성은 남성들과 구별되는 종속적 존재로서 공통된 자아를 공

유하는 가운데 여성주의적 연대를 형성하게 된다. 모성 개념을 중심

으로 한 여 선교사들의 초기 기독교 여성주의는 모가장(母家長)의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한국의 초기 여성지도

자들과 연대를 갖게 했고,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의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안고 있던 한국의 여성들은 상호간의 연대를 통해 개인의 의

식 변화와 사회변화를 위한 힘을 키웠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가 여전히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고, 특

히 한국교회의 교파 간 갈등과 ‘근본주의 신앙’의 확산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여성운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 계속됨에

따라 한국YWCA는 기독인의 사회 변혁적 가치를 사회적 책임으로

실천하는 존재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양적으로

확대될 때 한국YWCA가 조직을 함께 확대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

는 한국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자기실현과 민주적 조직

경험, 그리고 여성 대중의 참여를 통한 지역운동을 실천하는 여성주

의적 연대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이 가지게 되는 특수한 삶의 조건과 의

식은 기존의 일반적 정의론이 규정하는 자율과 권리의 독립적 개인

을 기준으로 하는 보편적 정의의 개념이 아닌 타자로서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포함하는 돌봄의 가치를 기반 한 정의의 개념

으로 확장시켰다. 돌봄의 가치는 여성주의만의 지향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 전체에 적용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주류의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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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성운동에서는 ‘여성성’에 가치를 둔 개념으로 보며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한국YWCA가 견지해 온 실천적

운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적인 변화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

삶의 현장을 지키면서 약자들과의 상호관계를 맺으며 ‘연대 공동체’

를 지속적으로 구성해 왔으며, 연대 공동체 안에서 타자에 대한 책

임을 기반으로 정의와 평화, 생명의 운동을 지속해온 것이다.

한국YWCA는 기독교를 통해 신앙을 가진 여성들이 실천적 이념

을 형성하여 한국사회와 교회의 성장 이면에 존재해 온 소외된 이

웃들을 보살피는 책임을 수행해왔다. 한국YWCA리더십의 특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철저한 복음주의적 신앙은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저항했고, 약자들을 보살피는 현장에 존재해왔다. 복음주의적 전통

에 입각한 에큐메니칼의 건강한 보수성은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는 힘으로 작동할 때 역사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시대적 조류에 거리를 두고 참여하되,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것이 한국YWCA가 초창기부터 지향했던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질이

다. 특히 김활란의 친일적 행각과 한국YWCA가 일본에 종속되었던

역사는 독일 기독교가 보여주었던 아픈 역사와 유사한 맥락에서 비

판적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YWCA가 고정적인 정체성을

고수하지 않고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유연함을 보여주는 것이

나, 진정한 복음주의적 보수성을 버린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정치권력과 가까이 있는 운동은 어느 경우에도 정치권력과 함께

타락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회가 권력을 견제하

고 비판할 수 있는 선지자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역사적 문제

를 낳았다. 한국YWCA는 진정한 복음주의적 이념적 기반 하에서

에큐메니칼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한국YWCA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시대 상황에서도 세속적 권력과 거리를 두고 정치 지향적 목

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 한국YWCA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정체성은 태생적으로 열린 복음주의적 신앙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우파 보수나 닫힌 자유주의로 구분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

와 무조건 무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포로가 되

지 않고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더 강한 힘으로 시대의

초월적인 힘으로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면서 보편적인 운동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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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한국YWCA운동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국YWCA

운동은 철저한 복음주의적 신앙을 기초로 하며, 성육신의 신앙관을

기반으로 세상과 결합된 그리스도인의 철저한 사랑의 실천을 목적

으로 한다. 한국YWCA 목적문에 나타난 ‘평등’ 사상과 ‘정의’, ‘평화’

‘생명’ 운동의 지향, 그리고 이를 토대로 활동한 리더십의 활동에서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한국YWCA운동에서 나타난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는

이념과 실천이 분리되는 이원론에 대한 반대이며, 이념에 의해 운동

이 조직되거나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이 현실 세계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과 상호결합을 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기독교적 실천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여성주의는 현장성

을 기반으로 하므로 시대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진보와 보수의 양분화 된 이념적 지형의 한 쪽에

포함되기 보다는 그 어느 입장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각각의 입장

과 연결될 수 있는 정체성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

넷째로,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는 타자화된 여성들의 공고한 연

대의식을 기반으로 내적으로는 강한 결속력의 조직체계를 구성하였

다. 한국YWCA운동에서 보여준 조직과 리더십의 특징은 집합적 책

임성을 강조하고, 팀 워크와 합의를 중시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체

계를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공고한 연대의식과 민주적 거버

넌스의 조직적 특성은 한국YWCA가 변화의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치기회구조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로, 한국YWCA가 진행해 온 여성의 계몽, 농촌운동, 인권운

동, 지역운동, 직업개발 등은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지속한 ‘돌봄 정의’의 실현이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우선 목표로 하는 일반적인 정의운동과 구별되는 한국YWCA의 돌

봄 정의 운동은 시대의 약자들을 치유하고 보살피는 ‘돌봄 윤리’의

여성주의와 맥이 연결되어 있다. 타인의 고통과 필요를 돌보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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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지 않는 정의는 불완전하다. ‘돌봄’을 공적 가치로 인정하

고자 지속한 한국YWCA의 운동은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가 지향

해 온 기독교적 실천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YWCA운동에 대한 고찰은 한국

의 근대화, 산업화를 가능하게 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고증이며,

이후로도 기독교 여성운동이 한국사회와 교회의 변화를 견인해야

하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2.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한국의 근, 현대사를 관통하며 조직을 성장시켜 온 한

국의 기독여성운동조직의 정체성 형성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

하는 사회사적 연구의 결과이다. 연구의 대상 조직의 역사가 90년에

이르는 방대한 것이고, 조직 규모도 크기 때문에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또한 연구자가 내부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의 관점을 객관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긴 역사를 유지

해 온 여성운동조직을 통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 속에서

여성운동이 운동체로 존재하는 과정에서 당면한 조직적 문제들을

깊이 고찰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여성운동 연구의 관점과

방법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YWCA운동의 정체성 형성은 일반 시민운동

과 달리 다층적인 구조를 포함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YWCA

가 가진 핵심적 운동의 정체성은 기독여성운동으로, 이는 초창기 여

성운동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민족주의적 관점을 내재하고 있기 때

문에 서구에서 전래된 페미니즘이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합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 한국의 여성운동조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

구 여성학의 편향된 수용을 비판한 조순경(2000)이나 민족주의와 페

미니즘을 연결시키는 한국 페미니즘을 토착화 과제를 제기한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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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1998)의 논의는 앞으로 다양한 한국의 여성운동조직 연구에 있어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과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한국의 초창기 여성운동이 형성한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Praxiological Christian Feminism)의 특징

을 역사 속에서 고찰한 것은 한국의 여성운동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기독교는 종교적

특성을 넘어서 정치, 사회의 변동과 사회운동의 확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이화여대 등 선교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된 수많은 선각자 여성 리더십의 영향과 더불어 198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 리더십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은 기독교 여성운동조직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여성

운동 역사의 뿌리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 여성운동은 국제적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또 다른

이념적 영향을 받게 되므로 중층적인 이념적 구조를 갖게 된다. 이

러한 중층적 구조는 시대에 따라 각 요소별로 강한 특징과 약한 특

징으로 차이를 가지게 되면서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른

요인들을 주도하여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나 이론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웠던 중충적

정체성의 조직구조를 분석하고자 시도한 것은 앞으로 이어질 한국

의 여성운동조직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YWCA운동의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 분석적으로 설정한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Praxiological Christian Feminism)의 개념

은 기존의 사회운동 연구에서 운동조직들의 활동을 이론과 실천의

양분론으로 설명하는 것과 진보, 보수의 이념적 지형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과 구별되는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한국YWCA운동 연

구에서 보여준 운동의 전개방식은 이론과 실천이 상호 교섭하고 결

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의 남성 중심의 운동사 연구

와 구별되는 연구의 지점을 밝히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는 새로운 이념적 지형을 설명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여성주의가 이념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기존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이다. 한국의 사회운동 역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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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존재하나 연구로 고증되지 못한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존

재한다. 이들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

와 같은 역사친화적이고 구체적인 유형화 시도가 필요하며, 특히 여

성운동과 같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한 여성주의에 대한 '사

회사적 탐구'는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후

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운동의 역사가 보여주는 역동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여성운동의 특성을 밝히는 역사 연구를

통해 여성운동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이론적 함의로, 사회운동과 여성운동 전반에

있어 ‘신사회 운동’의 도입 이전에 한국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

던 사회운동의 맹아적 존재를 밝힌 것은 한국의 시민운동의 역사를

한국 근대 초기 역사로부터 재정리하는 운동사적 연구의 과제를 제

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1980년대 시작된 ‘새로운 사회운동’이 등장

하기 이전부터 한국YWCA는 현장에서 생협운동을 포함한 환경과

평화 등의 다양한 운동 주제들을 이미 실천적으로 다루고 있었으며,

한국YWCA가 형성한 운동의 주제는 한국의 여성운동 발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 사회운동은 새로운 시민사회운동

의 논쟁을 촉발시킨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태동 시킨 배경이다. 1985

년에 한국YMCA가 시민사회논의를 시작한 것도 기존의 사회운동

연구가 구분하는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역사적 구분이 재고되

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들어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평화, 복지 등 많은 영역이 초창기 한국YWCA에서 이미 시도

되었던 것들이었다. 이러한 운동의 초기 역사를 찾는 것은 한국의

시민운동의 역사를 한국 근대 초기 역사로부터 재정리하는 운동사

적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3. 실천적 함의

본 연구가 제공하는 실천적 함의는 한국의 여성운동조직이 국가와

의 협력관계로 제도화되는 이 시점에서 이미 이전부터 제도화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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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했던 종합적 여성조직의 사례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고 본다. 조직은 기회구조의 변화요인에 따라 다양한 폭으로 변동

을 겪게 된다. 특히 여성운동의 경우 1950년대의 반공국가 논리에

의해 좌·우익으로 나뉘고, 1960년대 이후의 이른바 ‘가부장적 권위주

의 정권’(이효재, 1985)하에서 관변과 재야운동으로 분리되며, 1980

년대 이후로는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노선의 분리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국가체제의 지원에 의존하는가 아닌가에 의해 동원의 구조

운동방식이 구별되고, 이 결과로 운동의 프레임, 즉 정체성이 외부

로 표출되는 것이다.

한국의 여성운동은 한국의 가부장적 국가 권위에 대한 반작용과

수용을 동시에 가지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 국제적인 이슈들을 중

심으로 여성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화의 선택을 하게 된다(박

인혜, 2011). 1990년대 이후 국가가 사회서비스 영역을 민간에 위탁

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탁아소(어린이집), 복지관, 여성

인력개발센터, 자활센터, 쉼터, 청소년 시설, 상담소,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종류의 시설들을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고, 이 결과로 한

국YWCA는 1981년에 지역의 실무자가 93명으로 기록되었으나 1995

년에는 약 1,500명에 이르게 되는,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갖게

되었다. 급속히 진행된 운동의 제도화는 기존의 사업들을 전문화시

키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 안정된 운영의 체제를 마련해 준 장점이

있으나,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해야 하는 사회운

동체로서의 기능을 축소시키거나 사업의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다양하게 확장되는 정체성을 종합하기 어려운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YWCA 사례는 한국YWCA사례는 다양한 제도화의 영

향이 운동조직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적시하고 있으므로

여성운동조직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특히 한국YWCA의 사례를 통해 여성정책의 제도화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의미와 과제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YWCA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요소들은 점차 복합적인

문제 해결의 역량을 요구받고 있는 운동조직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특히 여성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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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문제들은 다층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그 해결에

있어서도 한 가지 이슈나 단일한 방식, 그리고 제한된 자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태생적으로 복합적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한국YWCA의 정체성 형성과 변화과정의 사례는 통합적 정체

성 확보의 전략, 운동의 주체형성 방식, 자원동원의 구조, 리더십의

양성 등의 측면에서 현장운동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YWCA는 대중조직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했

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사회문제가 뚜렷한 투쟁의 대상을 설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

로 표출되면서 운동 조직의 구심력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한국YWCA는 조직의 변화,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프로그램, 회원

들을 모아내지 못하는 조직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

YWCA의 고민은 한국의 시민사회의 형성에서 기독교 사회운동조직

이 새 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로 이어져야 하겠다.

셋째로, 한국YWCA가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정치참여의 문제는

NGO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역사적

으로 시민운동의 ‘정치적 참여’의 문제는 형식과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특히 여성운동과 기독교사회운동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의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양 진영 모두 권력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YWCA가 채택한 ‘비

정치권력화’ 노선은 정치와 사회 변동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조직체로 존재하면서

정치와 관련된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될 수밖에 없다. 복음주

의적 신앙고백을 기초로 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

하거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지 않고, 조직의 유지가 우선적 목표가

아닌 시민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는 말씀에 기초할 때 한국YWCA는 정치 성향의 시민운동이 할 수

없는 예언자적 비판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YWCA 역사에

서 초기의 설립자를 비롯하여 박에스더, 조아라 등의 선배 리더십이

보여준 모습은 보수적 신앙의 힘이 가장 강력하고 조직된 힘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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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YWCA가 부패하지 않고 역사를 이어온

바탕도 이러한 시대를 초월한 조직적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러나 한국YWCA가 추구해 온 자원조직으로서의 ‘비정치 권력화’의

담론은 정치권력과 밀착되지 않고 국가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시민운동의 본질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는 시민운

동의 과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로, 여전히 남아있는 분단극복의 과제는 여성운동이 핵심적으

로 다루어야 하며, 특히 기독교 여성운동체로서 한국YWCA가 지속

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분단적 상

황과 맞물려 나타난 한국교회의 분열과 근본주의적 신앙의 확대는

한국교회가 국가를 초월한 종교적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

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진보와 보수로 구분되어 이념 논쟁에 매몰

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초기 여성운동의 이념에서 보여준

이념을 넘어선 신앙의 결속이며, 여성주의적 공동체의 원리이다. 분

단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과, 통일을 준비하는 적극

적인 노력은 한국의 기독교 여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

다.

마지막으로 연합조직의 정체성 분화과정은 한국사회의 분권화와

맞물려 있는 고민의 지점을 다시 확인하게 하였다. 즉 중앙의 이슈

제기형의 운동이 아닌 ‘지역 현장 중심’의 여성운동의 실제적 경험

이 앞으로 여성운동이 확장되는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연구의 한계와 과제

이 연구는 한 조직을 연구대상으로 전 시기에 걸쳐 분석한 연구이

므로 다음의 몇 가지 한계를 갖게 된다. 첫째로, ‘한국YWCA운동'이

독립적 연구의 개념과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질문이다. 하나의 조

직에 대한 연구로서 본 연구의 결과와 함의는 '한국YWCA운동'의

동학을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나 이를 운동조직 전

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한국YWCA운동'을 연구 주제와 대상으로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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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한국YWCA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포괄성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로, 한국YWCA가 가진 여성주의적, 기독교적 정체성을 모두 살

펴보는 것은 방대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사회사 연구가 가진 한계로 인해 다른 학문의 이론을 연결

한 분석의 깊이가 부족했던 것은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또한 한국

기독교여성운동조직의 다른 지형들, 특히 교회여성연합회 등 교회여

성 조직과의 연관성을 연구에 담지 못한 한계가 남는다.

본 연구에서는 초창기 한국여성운동의 정체성을 ‘기독교여성운동’

으로 설정하고자 했으나, 교회여성운동과 구별되는 기독교 여성운동

의 지형이 크게 구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종교조직으로서의 정체

성을 크게 가지는 기존의 교회관련 조직들과 차별성을 가진 여성운

동조직으로서 기독교여성운동조직을 별도의 범주화 시키지 못했다.

기독교 여성운동은 기독교가 역사, 사회, 문화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성장되어야 할 운동이므로 기독교 여

성운동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 YWCA 90년의 역사동안 52개 지역에서 수행한

수많은 운동의 과제를 다 포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필자가 선정한

정체성의 핵심 주제어를 중심으로 선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연구의 한계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내부의 역사

적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체계화시키고자 노력한 것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기초적 자료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운동조직’에 관한 연구는 매 순

간의 역동성을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 문건이나 자료 분석만으로는

운동이 이루어지는 전체의 과정(Repertory)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

히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내부자의 증언이나 경험의 공유가 되

지 않을 경우 결과의 분석에 그치는 연구가 되기 쉽다. 이러한 맥락

에서 내부에서 공유된 경험과 내부자원과의 연계가 가능한 연구자

의 발굴은 시민운동연구에서 꼭 필요한 과제라 여겨진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시도한 리더십의 실증적 연구는 방법론적 한계

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분석하는데 유효한 과제로 보인다. 특히 사회

운동의 1세대 리더십이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에 대

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시민운동의 역사를 이어갈 후배들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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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지역운동의 현장 리

더십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지역의 여성운동이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인다.

기독학생운동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기독학생운동의 지속적인 운

동 구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19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이 소수의

현장 운동가와 전문가 중심의 ‘시민 없는 시민운동’으로 비판받는

하나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사회만큼 대학의 양적 팽창

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시민

운동은 운동회원이 증가되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운동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

사회를 이루는데 무엇보다 앞서는 요건이다. 젊은이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시민운동에 참여하며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의 미래를 고민

하며 과제를 찾는 것은 시민운동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을 통해 형성되는 시민성, ‘시민됨’의 조직화에

좌우된다. 기독학생운동의 전통을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민운동

의 역사적 생명력을 복원하기 위한 청년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과제

를 찾는 것은 본 연구자가 이후에 계속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 하겠

다.

이와 함께 사회사적 방법론으로 한국YWCA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접근한 이번 연구를 통해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분절적으로 연구되

어 왔던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의 역사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함을 밝

혔다. 특히 기존의 사회운동사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기독교 사회

운동의 역사적 기여와 한국의 여성운동사의 재구성은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52개 회원YWCA의 운

동 사례는 이번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들은 지역운동

의 단일한 사례로서도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한국 여성운동의 지

역별 분화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로서 발굴되어야 하겠다. 이

후의 계속되는 지역 사례의 연구를 통해 한국의 여성운동이 가진

다양한 지형과 담론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자의 후속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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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axiological Christian Feminism of

Korea YWCA movement

- Focused on Identity, Organization and Leadership -

Yoo, Sung-Hee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type of Korea

women movement based on ‘Praxiological Christian Feminism’

perspective that is distinct from women movement terrain

consisting of a conservative and a progressive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YWCA movement holding the longest

history as the women movement organization in Korea.

Korea YWCA is the organization with the longest history

among existing women organizations, and it is covering the

modern history and standing for nearly 90 years history of

women movement in Korea. The feminism initially affecting

Korea YWCA was introduced by American protestant

missionaries and it was the Western first generation Christian

Feminism based on republican motherhood. Early feminism was

combined with nationalism, so that it had a sense of

independence from foreign powers. Early women movement of

Korea YWCA with a focus on education and enlightenment could

derive women’s participation beyond denomination and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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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YWCA had been founded as the association of Christian

women organizations and had led movement of family Act since

1953. In 1970, it set improvements on welfare of female workers

and human rights against labor exploitation of female workers as

the main direction of movements, and it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activiti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female workers.

In the 1980s when pro-democracy movement was fierce, Korea

YWCA had the principle of no intervention in any kinds of

political matters as it represented its position of ‘non-political

power’. However, in the situation where most of issues could not

be separated from political dimension, the adherence to this

principle brought even internal debates and got criticism. Since

1990, the local movement of Korea YWCA has been differentiated

and expanded with decentralization. It has been continued as the

women movement organization which secures national and

internal networks.

As Korea YWCA goes through the curvature of the modern

history of Korea, it has existed as an ‘actor’ that takes the lead

to solve the most pressing problem in Korea society. In reality of

conservative Korea church, Korea YWCA keeps the unity as the

Christian women movement organization distinct from church,

and it is not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but ‘non-political’.

It sometimes takes on activities as the most progressive

movement organization. Thus, it has flexible and unique identity

in which it is difficult to describe it with the framework of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defined in existing studies. The

history of Korea YWCA has made practical efforts to implement

‘Kingdom of God’in the real world since it was founded. This

praxis is the concept of ‘thinking practice’beyond simple practice

applying th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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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conceptualized the essence of the identity of

Korea YWCA which is consistently standing through history of

Korea YWCA as ‘practical Christian feminism’. It is formed by a

combination of western Christian feminism introduced by

missionarie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in Korea, ecumenical

movement and nationalism, and its identity works as the driving

force to keep the history as it has relationships with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voluntary association and

elements of leaderships.

Characteristics of practical Christian feminism found through

review of history of Korea YWCA are as follows. First, it is

based on thorough evangelical faith and its purpose is the

practice of a thorough love of Christians combined with the

world on the basis of view of belief of incarnation. It is clearly

shown in ‘equality’ idea shown on mission statement of Korea

YWCA, orientation of ‘justice’, ‘peace’ and ‘life’ movement and

activities of leadership based on this.

Second, it is against the dualism in which ideology and practice

are separated. Movement is not organized or performed by

ideology, but theory and practice continue to interact with each

other in the presence of real world. It is the integrative concept.

Third, since the feminism based on concept of Christian

practice is based on the presence, it is characterized by flexible

changes based on nature of era. As a result, it does not belong

to one side of ideological terrain in which it is polarized into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but it is connected to each side. It

is characterized by unique identity.

Fourth, the practical Christian feminism has the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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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arity which women have as the weak and open nature which

the ecumenical movement has. Thes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provide Korea YWCA with a driving force to

internally keep the organization in the situation of changes and

help it to flexibly cope with changes in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at the same time.

Fifth, the movement that Korea YWCA consistently sustains on

the basis of a practical Christian feminism realizes ‘justice’of life

and caring focused on human rights and welfare of women.

Existing justice movement sets autonomous individuals as the

basic unit and has the goal of improvement on law and system.

Korea YWCA movement is distinct from existing justice

movement and it is the practical justice movement healing and

caring the weak of era based on communal ideology. Korea

YWCA movement makes efforts to expand ‘life’ and ‘caring’ into

public value and it clearly shows the goal of movement which a

practical Christian feminism orien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overcomes the bias of existing women movement history and

Christian movement history, and identifies the multi-layered and

integrated identity of Korea women movement formed in the

initial stage. The analysis on ideological resources of Christian

women movement organization leading the early women

movement in Korea could be a clue to identify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 women movement organization.

Second, we reveal the embryonic existence of social movements

which were already present in Korea society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new social movements' in general society and

women movements. It can present challenges of researc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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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 history which reorganizes history of Korea civil

movement from early modern history in Korea.

Third, this study seems to derive the meaning and challenge of

governance which recently becomes an issue in institution of

women policy by identifying the terrain forming the relationship

of nation, church and civil society in the process of growth and

expansion of Korea women movement organization in more

details.

Process of changes in identity, organization and leadership

shown through history of Korea YWCA can provide movement

organization being asked to solve more complex problems with

necessary practical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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