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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현(���)

정 의�독립운동가

생 애�1872-1934 남정한(���)선생의 둘째 딸

활동사항�기미년 3�1운동에 참가하고, 농촌의 개발(��)과 계몽에 노력하고, 일본 육군대장 무등신의(����)를 만주국 전국일인 3월 1일에 폭살(�

�)할 계획을 세웠으나 실패하고 옥살이를 함

상 훈�대한민국건국공로훈장

여사는 남정한(���)선생의 둘째 딸로서 1872년(�� 9�) 석보면 지경동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성품이 단정하고 재질이 빼어나서, 7세에 이미 국문에

능통하고, 8세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한문을 배워 글을 지을 만큼 성적이 우수하였다. 19세에 같은 동리에 거주하는 의성김씨 김병주(���)에게 출가하

였다.

시부모께 효성이 지극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공(��)에 착실하였으므로, 진보(��)에서 효부의 표창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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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말(��)의 나라 다스림이 어지럽고,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이 우리나라에 침입하여 1895년(��) 왜병이 민비(��)를 시해하고 분란을 일으키므로, 나라의 위태로움을 구원하려고 여러 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었다. 여사(��)의 남편도 의

병으로서 왜적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상부(��)한 후에 수비면 계동(��)으로 이사하여, 가난한 살림살이에 여사는 손수 길삼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3대 독자이며 유복자(���)인 어린 아들 영달(��)을 키웠다. 기미년 3?1운

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때가 여사의 나이 47세였다. 여사는 일본경찰의 지명수배(����)를 피해 망명(��) 하였다. 여기서 부군의 친족인 일송(��) 김동삼과 함께 광복운동에 참여하였다. 서로군정서(�����)에 적(�)을 둔 여사는

독립운동을 하는 각 단체와 군사기관, 그리고 한교(��)의 농촌을 돌아다니며 농촌의 개발(��)과 계몽에 노력하는 한편 동포들에게 조국 독립의 얼을 일깨우며, 북만주 일대 12곳에 예수교회를 창설하여 복음을 전도하기도 하고, 10여개소의 여

성 교육기관을 세워 여성계몽과 독립운동에 힘썼다. 1925년 이청산(���)과 함께 재등총독(����)을 암살하기로 모의(��)하고, 귀국하여 서울 시내 혜화동에 잠복(��)하여 있다가 미수(��)에 그치고 다시 만주로 탈출(��)하였다.

여사는 길림(��)에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독립 운동 단체의 통합(��)에 노력하여 기밀 통신과 연락 사무의 책임을 맡았다. 이때에 이미 만주에 있는 왜경은 우리 독립 운동 기관에 대한 정찰(��)을 강화(��)하여, 사람들의 왕래와 행동을 철

저히 감시 했으나, 우리 동포의 부녀자에 대하여는 감시가 허술하였다. 여사는 이를 기화(��)로 생각하고 옷차림을 남루하게 가장(��)하여, 북만주의 매서운 눈바람이 휘몰아치는 혹독한 추위와 삼복(��)의 찌는 듯한 더위를 무릅쓰고, 수 천

리 길을 걸어 10여년을 하루같이 굽힘없이 조국 광복을 위해 악전고투 하였다. 1928년 안창호(���), 김동삼(���) 등 37명의 동지가 중국 경찰에 잡히자, 여사는 감옥까지 따라가서 지성으로 옥바라지하고 끝내 석방(��)운동에 성공한 일도

있었다. 1932년에 상해사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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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현지사 항일순국비

상해사변의 진상(��)을 조사하러 국제연맹의 조사단 릿튼경(�) 일행이 하얼빈에 왔을 때에, 여사는 왼손 무명지 마디

를 잘라 흰 천에 ‘�����’이라는 혈서(��)를 쓴 후에 자른 손가락을 싸서 함께 조사단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을 국제연맹에 호소한 장거(��)였다. 1933년은 일본 군대가 만주를 석권(��)하고 만주국 정부를

수립하던 해다. 이 때 만주국 전권 대사로 일본 육군대장 무등신의(����)가 관동군 사령관을 겸하여 신경(��)에

주재(��)할 때이다. 여사가 일본 대사 무등신의를 만주국 전국일인 3월 1일에 폭살(��)할 계획으로, 중국인 늙은 거

지 차림으로 변장하여 하얼빈에 가서 폭탄을 구하여 치마 밑에 숨기고, 대낮에 신경(��)에 와서 일본 대사관에 들어가

다가 거사 직전(����)에 밀정(��)의 밀고(��)로 인하여 왜놈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때 일본 영사과에 구금되어 5개월간 갖은 혹독한 형벌을 당했으며, 하얼빈 감옥으로 옮기게 되자. 왜경의 음식 차입을

일체 거절하고 말하기를 “원수 도적을 토살(��)하지 못하고 도리어 적에게 잡혔으니 다만 죽음이 있을 뿐이라”하고,

단식투쟁 15일 만에 거의 죽은 몸이 되어 병보석(���)으로 출감하였다. 출감 후 혹독한 형벌로 인해 끝내 목숨을 부

지(��)할 수 없었다. 여사는 하얼빈시내 조선여관(����)에서 파란 많은 일생을 마치니 향년 62세이었다. 한국인

교포들이 하얼빈 외국인 묘지에 사회장(���)을 하고 사당(��)을 짓고 비(�)를 세웠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훈장대통령장을 추서하여 남자현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였으며, 영양군은 1999년 생가를 복원하여 기리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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