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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여성단체사」를 발간하면서---

안양에 삶의 터전 일구고 

자연스레 이웃 사랑의 소명을 안은 여성 단체의 이모습저모습, 

한분한분 몸소 실천해 온 봉사의 걸음이 뿌리 내리고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 

오늘에 이르니, 감히 떨리는 벅찬 심정일레라 

지난 역사를 기억하되 그러나 집착이 아닌 지혜로 

오늘과 내일의 새로운 삶을 보게 하소서‘ 

애써 오류와 거짓을 덮거나 외면하지 않음으로 밝은 내일을 품위있게 만드는 푸른 셋별 되게 하소서. 

보잘것 없고 무의미해보일지라도 이 역사의 흐름을 창조주가 설계하고 운용한다는 

하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소서. 

「안양여성단체사」는 안양의 여성단체들의 설립 배경과 활동사, 현황을 사진과 함께 정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에 앞서 제 1 부에는 미비하나마 안양 역사 속에서의 여성의 모습을 조샤 수록했습니다. 

조선의 여인답게 아름다운 죽음을 돼한 열녀문의 뿔壞趙民‘ 한국 첫 여류화가, 문필7}, 여성운동가였지만 시대적 

편견에 떠밀려 유랑생활을 하던 중 안양기독보육원 농장에 머물렀다는 (故)나혜석‘ 1947년 대한부인회부터 활동을 

시작, 안양 여성활동의 효시가 되었던 (故)송신실 여사…. 이 기록들이 ‘단순한 자료 나열의 역사 가 아닌 보는 시각에 

따라 ‘의미있는 역사기-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시보다 앞서 안양시에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고 그 기금이 바탕이 되어 이렇게 안양여성단체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게 됨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사람의 자료를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미홉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관심있는 분들을 통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출간될 수 있게끔 도외주신 안양시장님을 비롯하여 시청 관계자 여러분과. 세월에 묻혀버린 여성활동의 

자취를 찾아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위원들의 큰 수고 길이 빛나리라 믿으며, 직접 발로 뛰어 이 

책이 출간되게 한 「경희기획」과, 사라지는 자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소중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소장자 여러분께도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연 타계하신 편찬위원 (故) 이승언님에게 삼가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합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 정점이신 하나님께 경외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0 1 년 12월 

안양여성단체 협의회장 의학박사 황 영 희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초석이---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간의 활동상과 발전 과정 등을 담은 『안양여성단체사』 

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여성의 사회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여성의 지위 홍냉과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자 여성단체의 각종 지원을 

비롯해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의 능력 개발, 취미교육 및 사회교육 실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여성단체에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 

성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활동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옴으로써 지역 발전과 밝 

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크게 이바지해 오셨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여성단체에서 펼쳐오신 활동상과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양 

여성단체사』 발간은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초석이 마련되었디는 점에서 매우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쪼록 본 『안양여성단체사』가 우리 지역의 여성단체 및 여성발전을 위한 지침서로서 

널리 활용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서가 정리 발간되기까지 애써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여성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 1 년 12월 

안양시 장 



I흩를률.,훨활 

활동상과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 

존경하는 황영희 회장님을 비롯한 여성단체 가족 여러분!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21C의 주역으로 여성의 지위 힐냉과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헌신해 오신 여성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활동상과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할 『안양여성단체사』 

발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가 한단계 성숙한 발전을 하게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드립니다 

여성의 역할은 그동안 여성복지의 소극적인 개념에서 탈피하여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영역을 이끌어 가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 침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힘을 북돋아 주는 일이야말로, 21세기의 국가 발전 및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과제라고 생각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성의 지위 횡L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C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는 감수성과 유연성을 갖춘 여성의 사회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할 
것으로 믿으며, 여성이 사회와 가정을 같이 꾸려갈 수 있도록 성차별적인 의식 구조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곧 우리 사회의 경쟁력이자.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여성발전기금」 20억원 조성을 금년에 완료하여. 향후 

여성단체 여러분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해 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의 각계를 대표하시는 여러분께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 안양 발전에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시고 믿음직한 파트너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의 무한한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안양시의회의장 



마을 여인들의 보리 파종 모습( 19411023 ) 

• 빅깅현(전몰군경미밍인힘) 제공 

’‘F,양J. g눈 otot씨l‘t꺼 채용’‘ l 

「대한부인회」 회원들이 교육을 마치고 기념 촬영( 1957.4.18, 자유당중앙정치훈련원) 
안앙지역의 「대한부인회」는 1949년 초에 결성되었다 
• 김Oll숙(딩/\I 川흥군 내므괴 /\I회겨|α|메 부녀업므 딩딩) 지|공 



샤7-U-죠 !J-Jr o tot써서의 ~폭f- ~ 

「대한부인회」 회원들의 경무대(청와대) 방문 앞줄 우측에서 네번째가 안앙지역 대표 (故)송신실, 왼쪽 끝에서 두번째, 얼굴만 보이는 검은 

앙장이 당시 시흥군 내무과 사회계에서 부녀업무를 담당하던 김혜숙이다 . 

• 김Oii 숙(딩fll f\I흥군 내g괴 f\I회게α|매 부녀g므 딩딩) 재공 

률휠힐훌훌I훌톨깊김킹흩활~룰.걷를륜젠·!빠깐ξ 

「안양유치원」 저14회 졸업기넘( 1960.3.30‘) 
「안앙유치원」은 안앙지역 최초의 유치원으로 「안앙 장내동성당(현,중앙성당)」의 최순금(말지나)에 
의해 시작되었다 

• 전주교 징내동 교회f\I에애 



1.P·U-Js.. R눈 oto!씨l‘t의 잭용’‘ l 

5.16 이후 군사정부는 모든 여성단체를 해산시키고 「재건부녀회」를 
조직하였다 「재건부녀회」는 승공민주주의 이념의 확립과 용공중 
립사상 배격을 실천 강렁으로 하는 재건국민운동의 행동주체로서 
조직되었다 (부녀행정 40년사/보건사회부/중에서 ) 
「재건운동본부」에서 시흥군 「재건부녀회」 지도차 방문 중이다 

.김여숙(딩/\I /\I흥군 내므괴 /\I힐계에매 부녀입므 딩딩) 저|공 

(故)육영수여사가 안앙읍민관에 어린이 도서실 현판을 거는 모습 • 
육영수여사는 71 년 성나자로마을에 「정결의 집」을 마련 목욕탕‘ 
이발소를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김에숙(딩川 /\I흥군 내므괴 川회겨|머애 브녀업무 딩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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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인회 시흥군지부」 촉진대회 
5.16 군사정부에 의해 해체되었던 「대한부인회」가 1963년 「한국부 
인회」로 명칭 변경 활동을 재개하였다 

• (값lOI승언(川흥/\I정 횡토/\I료일) 찌공 

50∼ 60년대 안앙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금성방직」, 여성근로 
자들이 뜰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당시 「금성방직」과 「태평 
방직」에 취업, 전입해 오는 여성근로자들로 인해 안앙의 남녀 구 
성비가 큰 펀차를 보이기도 하였다 .- 01;w~ 재공 



샤7‘u」죠 !J-Jr o tot써서꺼 tt휴l‘ l 

안양읍 여성저축유공자 (故)송신실의 청와대 밥문(아래 우측에서 다섯번째) 
(故)박정희대통령 영부인 (故)육영수여사와 전국 시 ,군 저축유공자들이 함께 기념촬영( 19726 . ) 

• 이의징 제공 

「록지회」에서 전쟁고아들이 수용되어 있는 「기독보육원」을 방문,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쌀 1 말을 전달하는 모습(196112) 

위문품을 전달하고 원생들과 함께 기념촬영( 19605 ) ~ 김g녀(걸스키웃)제공 
똑같은 옷을 갈아입은 어린이들이 손에 선물을 들고 온통 카메라만 
바라보고 있다 

• 빅깅현(전몰린경미밍인회원) 께공 



’‘P-양l. ~눈 6딴써’‘t처 앤옥’‘ l 

「한국부인회」에서 시흥군 군자에 있는 군부대를 위문하는 모습 1969년 시흥군 당국은 농촌부녀자들의 바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이해순 
( 1965.7) 외 9명에게 보모교육을 시키고 부락 단위로 탁아소를 개소하였다 
• 한국부인회 재|공 안앙읍 신안앙3리에 설치된 「충훈탁아원」에서 예방 접종을 하는 모습 

이 다 • 원금지((\/회복지(\/업소 (\/업1괴징) 제|공 

「안앙읍민관」 앞 스피커에서는 새마을 노래가 흘러나오고 부녀자들이 거리 청소에 나섰다 중앙에 아기를 업고 나온 부녀자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 (故)이응언(川흥f\1청 횡토川료일) 재공 

(왼쪽) 
파월잠병의 집에 〈월남출정용사 
의 집〉이라는 문패를 게시‘ 자랑 
스럽게 여기며 칭송하였다 
• (값lOI슴댄((\/흥(\/칭 g토f\1료일) 저|공 

(오른쪽) 
절미저축으로 모은 쌀을 가지고 
나온부녀회원들 

• (값 lOI승댄(f\I흥f\I정 g토f\1료일) 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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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에서 수재민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 김여숙(딩fl l fl l 흥군 내g괴 川힘겨|α|께 부녀업므 딩딩) 께공 

수해지역에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1965) 

• 빅복지(전, 인앙보건소 기족겨|힐 딩딩) 재공 

「과천 구세군 앙로원」 방문 

• 김Oii숙(딩fll fll흥군 내므괴 fll회기|매매 브녀업므 딩딩) 저|공 

징성스레 음식을 마련, 군부대 방문을 위해 가는 길 

• 김여숙(딩川 fll흥군 내므괴 川회겨|에매 부넌g므 딩딩) 저|공 

]

-
-

-
g·
}3
밑
”
 

”
1 

서
 흥
회
 
시


--
a 
g 

웅
지
·
÷
이
좋
 

밑
 t 

κ
-
-
-
-이
잉
·
 

{
o 
g 

…·
윈
의
 ι
이
 

씨
 
g
-
-
-
-
아-

-
---
i
F
 

J 

?니
 n 

f 

-
-샤“r
t
 
l 

-

힐
 
뼈
 
m
.“
“
대
긴
힘
 

iJ 

-

g 

-
-

$
양
인
에
 
노
-
-
치
 

μ

·
”

않
용
 ai
3
아
잉
 

.
-
-
야껴
 
지
낱
당
 융
강
μ
 

를
 
샤
a
Y
 
”
·
하Jj
i다
.
 

로
 
서
·
훈t「김
이
항
 이
흥
1
 

”
사
-
-
인
믿
애
셔
 

--t 
3
# 

。

2

안
.
를
측
여
잉
지
훌

t
i얘
에
 

서
 
낀
당
.
그
 
양
£
호
 
확
앤
이
 
를
 

」
·
·냥
에
까
껴
 
용
사·
x
·
융
 엇
혹
 

,

-

-
하
”
즙
기고
 약
‘
←
”
다

-

옆
-
빠
 
솔
 

a
마
 -
흥
 

-

-g·
흩
후
 -흩
川
 
n
r
t
”ι
R
 

-

-
7
·
i
u
·
ι
)
 

’

(
故
)
이
〈
-
-
대
」
(
川
용
川
칭
 
g

토
川
료
일
)
재
공
 

최은희 안앙예고 이사장1 예고예술단, 성조부인회의 군부대 위문 
(19759) ~ 잉수목(딩川 잉조브인회짐) 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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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전개된 새마을 운동과 힘께 「새마을부녀회」가 조직 교양사업, 소득증대1 인보활동, 저축증대, 가족계획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겼다 ~ (tl1cl01응댄(f\1륭Al칭 힘토川료일) 지|공 

「어머니 배구단」 1976년 7월 22일 안양시 어머니 배구단 발족, 
〈경기도 어머니배구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로 구성되었다 

.김에숙(딩Al Al흥군 내무괴 川힐계에에 부녀업무 당딩) 재공 

안앙시는 1974년 8월 5일 상오 10시 

근영여상고에서 중졸 이상의 주부가 
침가하는 「하계주부시민대학」 개교식 
을 가지고 135명의 주부에게 보건과 
경제문제,내고장 기업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안앙상의보)‘ 
옆 사진은 1977년 저110회 수료기념 사 
진이다 

• 빅정려|(α잉딘깨|험의회 부회징) 에공 

1978년 5월 9일 안앙기독보육원 뜰에서 개최된 
저11 회 〈안앙여성글짓기 대회〉 ·계잉숙(α잉딘체협의회 부회징) 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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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회 〈시민의 날〉 1 974년 1 0월 1 일 저11 회 시민의 날 기념식이 끝난 상오 11시 30분, 안앙에서는 처음으로 시내 중심도로에서 안앙여중고, 근 

영여중고, 안양공고, 안앙영화예술학교, 안앙시 가족계획어머니회 회원들이 가장행렬(안앙시 교육정 주관)을 벌여 연도에 나온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안앙상의보) 

·원금지(/\I회복지/\I업소 /\I입1괴징) 재공 

안방주인으로 부엌이나 집안을 지키던 부녀자들이 1970년대 초 〈새마 
을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생활개선사업, 인보사업, 정신개혁 운동을 
위해 밖으로 나섰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까운 거리 걸어가기 , 불우한 이웃을 도움시다, 
모유를 먹이자, 일회용품 쓰지 말기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 
의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김g)}i f (매미을회),이의정α잉딘저lel의힘,빅복지 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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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 홍보와 상담 활동〉 
가족계획사업은 인구억제에 효과가 큰 피임방법을 선택하여 정부주도로 추진해 왔다 
둘만 낳마 잘 기르자던 표어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로 바뀌더니1 이제는 선진국형의 저출산시대에 진입 ,가족계획사업의 전환기를 
맞고있다, 

.빅복지(전, 인잉/\I보건소 기즉계획 딩딩) 제공 

〈폐품을 이용한 솜씨자링〉 안앙시의 이석근이 정부미 포대로 모자와 등산가방을 만들어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여성단체회원들이 모두 전시회 관람 나들이를 가다 ~ OIQI자 재공 

RF00000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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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앙시 새마을 부녀회」는 4월 25일 안앙4동 소재 「근로자회관」 대강당에서 .알뜰한 살림자랑, 정다운 교환장소1 라는 플랭카드를 내걸고 가정 
에서 안쓰는 쓸모없는 물품 6천여 점(의류 · 책 부엌용구 • 장난감 • 가밤 , 응접세트 등)을 싼값에 출품 5천여 점이 교환되었고 4천여 명이 침 
가 성황을 이루었다 앞으로 각 여성단체와 동통단위 새마을 부녀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서 시민의 알뜰한 살림의 모습을 격려하 
고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소비생활 풍토를 조성키로 했다(안앙상의보, 1980 5.1 ) 
이렇게 이어진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 운동은 그 실효를 거두어 1997년 경기도로부터 가정 음식물 쓰레기 줄이 
기’ 분야에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정때영(주부클럼) 재공 

〈여성 기능 경진대회〉는 여성의 기능 확대 보급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부녀자의 여가선용 기회를 부여하며 〈경기도여성기능경진대회〉 출전 
자 선발을 겸한 것으로서1 기능경진대회 잠가 자격은 안앙시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공장기능인은 잠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참가종목은 목각, 죽제품완구, 칠기1 돗자리, 자수용수공예품, 등 새로 개발된 부녀자 부업품목으로서 시간은 90분간이었다 (안앙상의보, 80.12.1 
참조) 현재는 〈안앙시 여성능력계발 솜씨대회〉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확장 변경되었다 .겨|엉숙(@엉딘서용의회 ) 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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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앙여고 탁구부는 1974년부터 1990년 8월까지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단체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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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명여상의 수영부도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3번이나 단체 우승을 함으로써 수영 
의 명문고로 발판을 굳혔다(安훌市誌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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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7‘u.」죠 !J-Jr o to~씨!‘t꺼 뺏욕’‘ l 

지금은 봉사 중l 안앙시가 새마을부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샘비누 
공장에는 매일 2∼3명의 주부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2000. ). 
• 인당川 α잉괴 저l공 

매년 4월에 열리는 〈여성능력계발 솜씨대회〉 꽃꽂이 부문( 2000 ) 

.인잉A뼈잉딘제용의회 저|공 

〈직업탐색 및 소자본 칩의교실〉/취업과 장업의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여성 
실업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는 프로그램 • 인당Al α엄괴 재공 

매주 토요일 2시∼5시까지 평촌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리는 알뜰 
벼룩시장 이곳에서는 중고물품을 기증, 교환, 저럼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2001.) . ~ 인잉Al α엄괴 제공 

매년 4월에 열리는 〈여성능력계발 솜씨대회〉 서예 부문(2000.) 

·인잉A뼈엉딘재영의회 재공 

안앙시에서 안앙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지도자 앙성 교육〉수료식 • 인잉Al @잉괴 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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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안앙의 여성단체들의 설립배경과 활동사, 현황을 사진과 함께 정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안앙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기타단체 듬은 자료 

수집의 분량만큼만 게재하였다. 

• 이 책의 화보를 제외한 사진은 대부분 각 단체 회원들로부터 수집하였으므로 소장처를 밝히지 

않았으며, 사진의 촬영년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았다 

• 이 책의 인물에 대한 존칭은 모두 생략하였다. 



쩌I 1 부 

를r얀혼를햄싼~"t 

1. 안양 역사속의 여성 

2. 안양여성인구 변화 

3. 안양지역 여성단체의 계보 

4. 여성을 위한 행정 



“우리 조선여자도 인제는 그만 여자다운 여자가 되어아만 알 것이 아니오? 

미국여자는 이성(理性)과설학으로 여자다운 여자요, 불국(佛|펠I) 여자는 괴획과 여l술로 여자다운 여자요 , 

독일 여자는 용기와 노동으로 여자다운 여자요, 

그런데 우리는 인제셔아 겨우 여자다운 여자의 제일보를 밟는다야면 이 녀무 늦지 않소?” 

- 냐혀l석 (1917. 4 학지광(웰之光) 1 2권) -



안양역사속의여성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안양여성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일목 

요연하게 기록할 수는 없다 때문에 사료 · 전설 등을 통해 앞 

서 간 여성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봄으로써 안양 역사 속‘ 여 

성의 모습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R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民)

안OJ:-을 대표하는 문화재의 하나로 석수2동의 「만안교( 萬安

橋)」를 들 수 있다 만안교는 길이가 15장. 폭은 4장, 높이는 

3장에 갑문(에히門, 다리구멍을 뜻함) 7개(사적비에는 5개로 

기록)의 홍예석교(따첼石橋)이다. 이 다리의 축조는 조선 22 

대 임금으로 효심이 지극했던 정조(正祖, 재위 1776 ∼ 1800 ) 

의 명에 의해 가설되었다 

「만안교」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함께 건너면서부터인데, 「만안교」가 가설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나무로 임시 가설하여 행차를 하였다 

혜경궁 홍씨는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딸로 영조 11년 
(1735) 에 탄생하여 1 0세 (1744) 에 장헌(사도)세자빈으로 간 

택되어 2남 2녀를 낳았다 시아버지인 영조와 남편인 장헌(사 

도)세자의 괴벽 틈에서 안타까운 날들을 보내던 그는 영조 38 

년(1762. 28세), 당쟁의 소용돌이로 뒤주 속에 갇혀 굶어 죽 

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한중록』에 그가 썼듯이 

「눈물이 말라 슬프연 눈이 아플지경」으로 처절했던 삶이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애큰아들은 요절하였음)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1776년) 지극한 효도를 받았다 

정조는 1795년 윤 2월 13일, 혜경궁 홍씨의 주갑년(사도세 

자의 주갑연이기도 하였음)을 맞이하자 사도세자의 원침이 있 

는 수원에서 회갑연을 거행키 위해 혜경궁을 모시고 원행길에 

올랐다 새로 개설된 시흥로를 통한 첫번째 원행이었다 

1795년 음력 윤 2월 9일, 정조는 혜경궁을 모시고 왕궁을 

출발하여 「숭례문」과 「노량 주교(빠橋)」를 거쳐 「용양봉저 

정」에서 잠시 쉰 후 시흥행궁에서 경숙(經宿) 하고 다음날 

「만안교」를 처음으로 건녔는데, 이후부터 「만안교」란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정조는 「만안교」를 지난 후 「안양주필소(安養行宮)」에 이 

르자 혜경궁의 가마를 잠시 쉬게 하고 미음(米欲)과 다반(茶 

盤)을 드리고. 「사근행궁」(현 의왕시 고천동사무소 자리)을 

거쳐 「화성행궁」(華城行宮. 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및 남 

창동의 옛 경기도립 병원, 수원경찰서‘ 신풍초등학교 일대)에 

서 경숙(經宿)하고 11 일에 공자 사당을 배얄 새로 인출한 사 

서삼경과 노비를 하사하였다 그리고 「화성행궁」 내 「우화관 

(千華館)」에서는 화성, 광주, 시흥, 과천 등 4읍 유생들에게, 

「낙남헌(洛南짜, 현재 수원 신풍초등학교 교정에 소재함)」에 

서는 4읍 무사들에게 과거를 시행하였다 12일에 정조는 혜경 

궁을 모시고 「현륭원」을 전배하고 「서장대(西將臺)」에 올라 

성조(성상조련)와 야조(야간조련)를 관람하고 13일 진시(오 

전 8∼9시)에 「화성행궁」 내 봉수딩에서 회갑연을 거행하였다 

진찬(進戰)에 참여한 내빈이 13 명, 외빈이 69명이었으며‘ 노 

인은 384명이었다 회갑연이 끝난 후 14일에 정조는 친히 「낙 

남헌」에 임어하며 사민에게 쌀을 나누어 준 후 영의정 홍낙성 

등 15인과 화성(수원) 노인 이석조 등 384인을 위한 양노연 

을 베풀었다. 15일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환궁길 

에 올라 「사근행궁」에서 주정하여 광주부윤 서미수와 시흥현 

령 홍경후, 과천현감 김이유 등과 소견하고 「만안교」를 거쳐 

「안양교」 앞길에서 잠시 쉬었다가 시흥행궁에 당도하여 경숙 

하고 16일에 환궁하였다}(故)OJ승언 훌 「안앙시 지영유래집」에서 일훼 

용조선의 효녀와 열녀 --

。 성조 대에 과천현(서초구 서초동. 안양시 관양동, 호계 

동. 군포시 산본동 부곡동. 당정동)의 양녀(良女) 봉금(奉 

今)은 그 지아비가 병이 있는데, 손가락을 잘라 약에 타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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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낫게 한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예조의 보고로 정문(까川) 

에 복호(復戶)되었다 

。 임진왜란 당시에는 유학(씨쩔) 김성(金|뀔)의 처 나씨 

(웹Ek) 가 왜적들이 핍박하여 무기로 위협하자 큰소리로 꾸짖 

으면서 시종 굳게 지키다가 적에게 참살된 일이 있었다 

。 숙종대 효자(孝 [-) 유찬의 딸 유씨는 갈현(훨밴)에 

살았는데, 밤에 집에 불이 나자 미처 옷을 입지도 못하고 벌 

거벗은 뭄으로 불길 속으로 들어가 시부모님와 남편의 신주 

(神 t ) 를 모시고 나왔다 그러나 온옴에 화상을 입어 사흘만 

에 죽게 되었으니. 이에 문여 (r"Ji폐) 에 정표( Jjl~衣)되었다 

。 순조대 홍유룡(파有龍)의 처 전씨(全Ek) 는 열녀로써 

문여(川페)에 정표(파싸) 된 일이 있다 

·매장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층서 제 10책 「안앙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에서 알훼 

。 류영석(빼II泳錫)의 처 청풍김씨(피l風金fk) 는 조선 말 

기의 열녀이다 남편 류영석(본관/전주)이 죽자 절개를 지켜 

정여(까|웹)에 명해졌다 묘는 안양시 동안구 관$뇨동 간촌에 

있다 묘 앞에 표석(£꺼) 이 있다 . 

• 안앙시 발행 「윷톨市誌」에서 발춰| 

풍양조씨 열녀문(뿔壞l댄R 烈女門)

풍양조씨(뽑밟趙fk) 는 조선 후기의 열녀로 목사(收使) 

시만(||.펴)의 딸이다 지아비 이의준(양義驗.1 737∼ 1798) 

이 정조 22년(1798) 황해도 관찰사로 재임 중 12월 28일 황 

해도 감영에 불이 나자 밀병부와 교유서를 꺼내고자 화염을 

무릎쓰고 감영으로 들어갔으나 꺼내 오지 못하고 얼굴과 손발 

에 크게 화상을 입고 순직했다(『정조실록』 50 .22년 경인조) . 

그러자 그녀는 의연하게 장례를 치른 후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7 일간 단식했다. 이어 목욕 재계 후 자리에 누워 운병히자 

이를 조정에서 알고 조선 정조 23년(1799) 에 열녀로 명하였 

다( 『정조실록』 5 1.23년 갑신조) 

묘는 안양시 동안구 관$노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열녀문은 

L.'6 

「만수원가든」 남서편 큰 느티나무가 서 있는 아래에 있었으나 

30여년 전 노후하여 헐렸다 이후 열녀 현판과 건물에 쓰였던 

일부 목제를 7세손 이인표(李仁꾀)씨가 보존 관리하였으나 

현재는 오촌마을에 사는 고춘석씨 댁에 남아있다 

열녀문이 있던 자리에는 큰느티나무가 서 있는데 예전에는 

마을사람들이 매년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풍양조씨 열녀문에 관련하여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의 

준의 처인 풍양조씨는 남편이 타고 다니던 흰말이 이의준의 

신발 한짝을 물고 집 앞에서 울고 서 있는 꿈을 꾸고 남편에 

게 불길한 일이 있음을 예견하였고‘ 소식을 들은 후에는 흰 모 

시천에 침을 뱉어 남편을 따라 죽음을 재촉하였다고 한다 

1 960년대에 후손들이 묘를 이장하려고 봉분을 왔는데 200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모두 시신이 깨 

끗하여 나라에 대한 충절과 남편에 대한 정절의 높은 뜻을 후 

손에게 보여주는듯 했다고 한다. 

풍양조씨 열녀문 현판은 목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졌는데. 

203 × 32cm의 장방형 판으로 외곽에 사각형의 목재를 둘러 

견고하게 하였다 상부 각 재에는 좌우 두 곳에 걸쇠를 끼워 

걸도록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마름모형으로 홈을 깊게 파서 

건물의 도리나 창땅과 같은 부재에 고정할 수 있도록 고안하 

였다 후대에 못을 사용하여 보수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열녀문 현판의 규모는 219 × 46cm이며. 나무판에 명문을 

음각하였는데, 자경은 8.5cm이다 

현판에는 붉은 칠을 하고 “%!! 女꿇善太夫黃海道觀察↑셋했 

兵馬水;E節度1~;센察↑셋 i다州收1~李義짧폈貞 夫A뿔壞j밴‘ Ek 

之rr 이라고 2열 좌서로 음각되어 있다 끝부분에 ‘’上之

| 三年니未二 ;:J B 命짜“이라고 음각되어 있어 임금이 직 

접 하명하여 열녀문이 세워지고 이를 기념하여 현판을 만들어 

걸었음을알수 있다 

현판 이외에도 고춘석씨 댁에는 열녀문에 사용되었던 붉은 

칠을 한 목주가 2주(柱) 남아있다 

• 매장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층서 제 10책 「안앙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에서 빌훼 

@ 豊훌趙JOI: 
烈女門 현판 

@ 뿔훌趙JOI: 
烈女門
현판과木柱 



순교자이성례 여권운동의 선구자 나혜석 

본관은 경주(慶州)로 성인(聖A) 최경환(프란치스코)의 

아내이며 최양업(토마스) 신부의 어머니. 세례명은 마리아, 

「日省錄」에는 성례(性禮)로 표기되어 있다 충청도 홍주(洪 

州)에서 태어나 1 8세 때 결혼하였고‘ 서울. 강원도 금성, 경 

기도 부평 등지로 이주하였다가 안양시 만안구 안%연동 담배 

촌에 정착‘ 남편을 도와 교우존(敎友村)을 이루었다 현종 5 
년(1839) 기해박해(c갖追좁)가 일어나자 그해 7월 3 1 일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성례(마리아)는 포장의 말대로 ‘유명한 수리산 최회장의 

부인‘ 이었기 때문에 여자 죄수에게 적용되는 형별 이상으로 

300도 이상의 곤장을 맞아 팔 다리의 뼈가 으스러졌으나 인 

내로써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이 옥사한 후 자기마저 

죽으면 고아가 될 어린자식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에 심약해져 

서 배교한다고 말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우들과 

는 달리 석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남 양업(토마스)을 국 

법을 어기고 외국으로 유학 보낸 사실이 드러나 형조로 이송 

되었다. 거기서 함께 수감된 정정혜(엘리사뱃) , 현경련(베네 

닥다) 등 교우들의 간콕한 권유로 배교의 말을 한 잘못을 통 

회하고 형관에게 배교를 취소해 사정없이 매를 맞았다. 자신 

에게 가해지는 육신의 고통은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지라 
도 젖이 떨어져 젖먹이 막내 스테파노(3세)가 옥중에서 굶어 

죽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어머니로서의 고통을 

느꼈다 

둘째아들 의정(야고보 12세)은 선정(안드레아) , 우정(바 

실리오)‘ 신정(텔렌시포르) 등 통생을 

데리고 문전걸식하며 어머니에게 사식을 

차입하는 효성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 

성례는 그에게 “이제는 어머니를 찾아오 

지 말라 너희들을 보면 내 마음이 다시 

약해져 천주를 배반할까 두렵구나 형님 

이 신품공부를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동 

생들과 함께 떨어지지 말고 한곳에서 살 

아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리고 현종 6 

년(1840) 1월 3 1 일, 당고개에서 39세의 

나이로 6명의 교우와 함께 참수되어 순교 

하였다 시신은 불행히 거두지 못했다 

~ r安를市끓」, 「전주교장내동교회사」에서 빌춰|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여권운동의 선구자인 나 

혜석이 말년을 「안양기독보육원」에서 지냈던 것으로전해진다 

나혜석은 1896년 4월 28일 수원군 수원변 신풍리 291번지 

에서 출생‘ 수원 「삼일여학교」. 서울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를 졸업.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에 진학, 

한국인으로는 4번째. 여자로서는 최초로 서양호}를 전공하였다 

오빠 나경석과 약혼자 최승구를 통한 사상적 교류로 인해 

나혜석은 사회적이며 민족적인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고. 특 

히 일본인의 식민지인 조선의 여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강렬하게 인식‘ 19 1 5년 4월 김정화 등과 함께 「조선 

여자유학생친목회」를 조직하였다 이 「조선여자유학생친목회」 

는 잡지 『여자계(女子界)』를 간행하는 동시에 기금 모집에 

힘 쓰고, 조선의 근대화 문제, 제1차 세계대전의 문제‘ 여성 

해방론. 민족문제 등을 논의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러나 19 1 7년 약혼자 최승구가 폐병으로 죽자 신경쇠약 증 

세를보이기도했다 

19 1 8년 3월 「도쿄여자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나혜석 

은 모교인 「진명여고」에서 한동안 교편을 잡다가 건강이 악화 

되어 자택에서 요양을 하게 된다 그러한 오뿜에서도 우리나 

라 최초의 미술단체인 서화협회에 참여하여 서양화단을 형성 

하는데 일조한다 이듬해인 1919년. 3 · l운동이 일어나자 김 

마리아‘ 황애시덕. 박인덕, 신준려 등과 비밀회합을 통해 거 

족적 독립운동에 따른 지식인 여성들의 역할과 여학생의 참가 

계획을 논의했으며. 자금 모집을 위하여 해주 · 평양 등 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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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석과 김우영과의 결혼, 정동예배당에서 올린 
이 결혼식은 동아일보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나혜석전(繹훌錫展)」 
전시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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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평안도 지역을 돌았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쫓기는 생 떠돌던 그녀는 1948년 어느 날 서울 용산에 위치한 시립병원 

활이 쉽지 않았던 터라 독립운동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인 8월 자제원(慧濟院)의 무연고자 병동에서 54세의 나이로 사망했 

4일, 일제 군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다 사건이 확대되 다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그녀는 소지품 하나 없이 병사한 

는 것을 막으려는 일제의 배려와 유학시절 만났던 변호사 김 것으로 나타나있다 

우영의 도움으로 방면된 그녀는 그 인연으로 1920년, 상처하 ’경기 여성인물을 찾아서@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에서 발훼 

고 독신으로 살고 있던 김우영과 결혼한다 

그후 나혜석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했을 뿐 아니라 사 

회적으로도 크게 인정받게 되었다 문예지 『폐허(廢塊)』의 

장간동인으로 참여함으로써 화가로서뿐만 아니라 소설가로도 

창조적 역량을 넓혀갔다. 

부부의 금실도 좋아 딸 하나 아들 셋을 낳고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최고의 행복감을 만끽하던 나혜석은, 남편의 

임기가 끝난 1927년, 함께 유럽여행을 떠난다, 16 1H월에 걸 

친 유럽 여행은 서양화가 나혜석에게 또 다른 미술 흐름을 이 

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파리의 야수 

파계 미술연구소에서 새로운 예술성에 눈을 댔다. 유럽 여행 

을 통해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들을 섭렵하면서 국내 어느 화 

가도 접하지 못한 감동을 맛보고 이를 재창조해 낸 것이다. 

또한 그곳에서 자유로운 연애와 개방적인 관계를 목격하고 

이상적인 삶과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이후 남편 

이 먼저 귀국하고 1년 정도 프랑스 파리에 혼자 남아있던 그 

녀는 중추원 참의이자 언론사 사장이었던 최린과 연애를 하게 

되고 그 염문으로 인해 귀국 후 이혼을 당하고 인기 또한 쇠 

락하고 만다 자유분방하고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표현하던 

나혜석이었지만‘ 그 시절에는 결코 용납될 수 없었던 불륜이 

라는 스캔들을 일으킴으로써 기나긴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 

게 된 것이다. 그래도 그녀는 굴하지 않고 잡지 『삼천리』에 

「이혼고백서」를 게재하여 부조리한 가부장적 가치에 대하여 

저항했지만 이같은 행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그녀를 비난 

하게 만들었다 

온갖 비난과 욕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최후로 남은 100 

여점의 그림을 가지고 개인전을 열었다 하지만 현실은 지독 

하리만큼 냉혹했다 당당하고 거침없는 그녀에게 갈채를 보냈 

던 평단과 대중 모두가 철저히 외면을 한 것이다. 

이혼 후. 아이들의 어머니로서의 자격까지 박탈당한 치ll. 좌 

절과 고독에 옴부림치던 그녀는 결국 사회의 이목을 피해 본 

의 아닌 도피생활을 했다 41세부터 방랑생활을 시작하게 된 

나혜석은 수덕사와 마곡사 등을 전전하며 정처없는 유랑자가 

되어 떠돌았는데. 그 시절(1945년∼47년)‘ 안양의 경성보육원 

(기독보육원) 농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3 0 

0 안양 유치원을 태동시킨 최말지나 - -

1956년 5월 4일 「안양장내동성당(현.중앙성당)」은 안양 

최초의 유치원을 개원하여 안양지역 유아교육사(때兒敎育 

앙)의 새로운장을 열었다 

구천우(요셉) 신부는 유치원 설립 동기를 다음과 같이 회 

고하고있다. 

‘’안양에 부임한 그해 (1954 년) 가을 최말지나 자매가 나 

에게 한가지 제안을 해 왔다 안OJ-읍 내에 유치원이 한 군데 

도 없으므로 성당에서 아이들을 모아 유치원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보람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본당에 유 

치원을 설립할 재정이 없으니 말지나가 알아서 전교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보라고 말했다. 사실 번듯한 성당도 없는 

본당 형편으로는 유치원은 사치가 아닌가 싶어 나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공소방문을 마치고 본당에 

돌아오니 정말 최말지나 자매가 성당 마당에 5∼ 60명의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게 아닌가. 알고 

보니 유치원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된 마당에야 

만류할 수도 없는 일이라, 부랴부랴 미끄럼틀 한 대를 성당에 

들여놓고 교실은 성당 안을 가운데에 휘장을 치고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안OJ-유치원」은 인가도 없이 시작되었다 

1970년 3월 29일, 최명준(베드로)이 전자오르간 구입비를 

봉헌, 그 돈으로 안양지역 전체에 최초로 오르간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전자 오르간을 연주한 사람은 「안양유치원」 제1회 

졸업생 최안나이다 최안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현재(1989 

년)까지 25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다 

’ 「천주교징내동교회사」에서 발춰| 

@ 안양김씨(金BC) 의 시조 김미성 

안OJ-은 과천현(果川縣)의 하서연(下西面)과 상서연(上西 

面)에 속했다가. 1914년 3월부터 시흥군 서이면(西二而)으 



로 불리우다가 1941년에 안양연(安養面)으로 개칭된 후, 

1949년에 안O}읍(安養둠)으로, 이어 1973년에 시제 실시로 

안양시(安養市)로 승격된 신흥도시인 관계로 안양을 본관으 

로 한 성씨가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본관이란 본래 현 

(縣)이상의 고을 이름이나 그 고을의 별호(~Jj號)를 따서 본 

관으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안양에 고아원(보육원)이 생기고, 

안양이 독립행정구획으로 시가 되자 관내 고아원에 수용되고 

있는 고아 출신 남녀에게 성과 본을 창설해 줌으로써 안양을 

본관으로 송F는 새로운 성씨가 창출된 것이다 

안양시는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허가(1977.1 .1 3) 에 의하 

여 김미센金美星/여, 추정생년월일;1963.1 0.21) 의 성을 김 

(金)으로 창설하고 같은 해 3월 14일 안양시장 조서에 의하 

여 안양시 비산동 136번지(평화보육원) 에 일가 창립 편제함 

으로써 안양 김씨가 창설된 것이다 그런데 최초의 안양 성씨 

인 김미성은 같은해 7월 21일 미주 메릴랜드주에 사는 미국 

인에게 입양되었다 • 안앙시 발행 「安훌市끓」에서 발훼 

G여성근로자 

안양의 여성근로자들의 기록을 모아 수록한다 

「제일방적안양공장」은 시대동 진흥아파트 자리에 있었다. 

이 회사는 모직물을 생산하는 업체로 1946년 12월 7일에 창 

립되었다 1949년 공장평수는 10,810평에 종업원은 남자가 

60명, 여자가 27명이었다. 1950년대 불이나자 「동양방직」이 

들어섰고 이어 「태평방직」. 「대농방직」을 거쳐 현재는 대단 

위 아파트단지(신흥아파트)로 변모되었다 

「조선견직」은 시흥군 동변 안양리 191(현 안양시 석수l동 

석수주공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회사이다. 본래의 공장은 

1923년 서울 동대문 밖 숭인동에 공장을 설치하고 견직물 제 

조를 개시하다가 1939년에 불행하게도 화재로 인하여 공장이 

모두 소실되어 휴면상태에 있다가, 이해 10월에 동면 안양리 

191에다 공장을 설립하고 조업을 개시하였다 1949년 이 회 

사의 현황을 보면 종업원수가 210명(남자 40, 여자 170) 이다 

「조선직물」에는 전국 각지에서 취업을 부탁하는 사례가 줄 

을 이었는데, 그 중 1938년 봄에는 전북 사회과 알선으로 입 

실군의 남녀 17명이, 1939년에는 군산의 여공 30명이 「조선 

직물」에 취직되었다 1949년 「조선직물」 현황을 보면 종업원 

은 남자가 144명. 여자가 154명으로 모두 289명이었다 

이후에도 많은 여성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일을 해 왔고 

안양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 안앙시 발행 「安훌市끓」에서 발훼 

(JD[f의 훨동) 

1958년 11 월, 서울 명동성당에서 한국교회 최초로 9명의 

여자회원들이 투사선서를 한 직후 JOCF( 가톨릭여자청년회) 

가 발족하여 금성방직 근로자 손흥순(막달레나)과 고려고무 

석변 근로자 원홍자(수산나)가 지도투사로 활동하였다 안양 

은 대소(大小) 생산공장이 밀접해 있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 

에 어느 지역보다도 가톨릭 노동운동이 필요한 곳이었다 

또한 이 여자투사들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천대받는 녕마주 

이들을 찾아가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근로짜호l관) 

5 . 16군사정부의 경제시책에 힘입어 안양에는 섬유와 제 

지 등 수많은 공장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 공장들의 단순노동 

력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 외지에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안양 

으로 전입해 왔다 이른바 이 향(離빼)근로자들이었다 여성 

뿐 아니라 많은 수의 남자들도 일자리를 찾아 안양으로 몰려 

안O}은 인구 이동이 심하였다. 

정원진(루가) 신부는 몇푼 안되는 저임금을 받아 객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여성근로자들에게 무엇보다 기숙사 시설이 필 

요함을 느끼고 이를 교회가 봉사 측면에서 담당하도록 윤공희 

( 빅토리노) 주교에게 건의하여, 윤 주교는 신설 교구로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선교(끓業宣敎)의 일환으로 근로 

자회관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5년 이 사업을 통칭 (AFI) 로 불리우는 국제 

가톨릭 형제 협의회(Ass띠ation Fraternelle Internationale) 에 

맡기는 한편 근로자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1969년 9월 10일 

안%냉당 앞에 위치한 1천평의 대지에 오지리 가톨릭부인회 

와 독일 미제레오르( M issereor) 등의 원조금 12만 3천 달러 

(한화 약 3천 3백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상 3층(연건평 

430평) 의 현대식 여성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하였다 . 
• 「천주교장내동교회사」에서 빌춰| 

(번국에서 찌음으로 공쟁(工場) 에마을부녀효l 망립)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진산업공장 새마을부녀회가 창립되었 

다 1978년 6월 10 일, 오후 3시30분 동사 회의실에서 열린 창 

립총회에는 부녀회원 270영이 참석하여 가정과 직장의 안정 

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등 새마을운동의 영속화를 

다짐했다 

이날, 박인철사장은 2백 70여명 모두에게 서진마을금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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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월 12일부터 1983년 2월 5일까지 안양 「근명학원(근명여 

자중학교근명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 1971년 시흥군에서부터 여성업무를 담딩해왔던 정어진 

은 안양시 여성공무원 중 첫번째 계장(부녀아동계)이 되었고. 

1996년 「경기도 여성회관」 관장, 1 997년 경기도 여성정책실 

장을 역임하였으며, 안양시 여성단체 발전의 기초를 세웠다 

。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장을 1 0여 년간 역임하였고 한국 

부인회 안양시지회 고문으로 있으면서 1 3대 국회의원(전국구‘ 

보건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신영순은 안양시 여성단체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 현재 안양 여성정치인으로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이 중 

앙에서 활동하고있다. 

。 1976년 시청 부녀아동계 근무를 시작했던 김명자는 

1987년 l월 26일 안양시 여성공무원 중 첫번째 과장(부녀청 

소년과) 이 되었으며. 2002년 안양시 최초 여성국장(사회복지 

소장) 이 되었다 

。 또한 오빠 집인 안양 「동화의원」에서 기차통학을 하던 

이희호여사(김대중대통령 영부인) 의 이화여전 재학시절을 즐 

겁게 추억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 1 인 1구좌)을 자신의 급료에서 공제 지급하여 낭비를 없 

애고 근검절약하여 저축하는 국민으로서의 인식을 고취하며 

유비무환의 생활 기틀을 마련하는 교훈을 주었고 부녀회에서 

는 50만원 상당의 대형세탁기를 노조에 선물 정결하고 밝은 작 

업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냉차 손수레를 만들어 냉차와 구급의뇨을 

준비 부녀회원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을 택해 작업샘 직 

접 배달 직장과 가정이 한 「파트너」로서의 무한한 공통목표를 

호f해 줄달음치기로 했다 • 인앙상공회의소 발행 「상의보」에서 빌혜 

{}경기여성상을 수상한 안양여성 

경기도에서는 여성의 자긍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우수한 여성을 선발하여 5개 부분 

(훌륭한 어머니. 평등 봉사 예능 신지식인)의 경기여성상을 

시상한다 

경기여성상을 수상한 안양여성은 아래와 같다 

• 제5회 (199이 . 예능부문/김옥성. 봉사부문/이춘홍 

• 제7회 ( 1 992 ) 봉사부문/정어진 

@ 안양시민상을 수상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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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의 날 축제에서는 교육 산업경제. 지역개발 및 환 

경, 시민봉사. 체육. 문예 동 안양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한 6 

개 분야의 안양시민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다음은 안양시민상 여성 수상자이다 

• 제2회 (1987.10 . 2 ) . 사회복지부문/정어진 

• 제4회 (1989 .1 0 .5) ‘ 사회복지부문/이청형 

• 제5회 ( 1 990. 9.27) . 효행봉사부문/최길순 

• 제13회 (1998.9.26 ) ‘ 효행 · 선행부문/이춘자 

문예진흥/김영애 

교육 · 진흥부문/이영실 

교육 · 진흥부문/이정향. 

문예진흥/안희진 

• 제16회 ( 200 1.1 0 .1 3) . 시민 봉사부문/김선옥, 

• 제14회 (1999.1 0 . 2 ) ‘ 

• 제15회 ( 2000.1 0.7 ) . 

0 3 . 1 운동에 참가. 지도적 활동을 하였고 1947년부터 

독립촉성애국부인회장, 대한부인회장을 역암 1 950년부터 

2.4 . 5 .6.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는 (故)박순천여사는 1972 

「>L.



안양의여성인구변화 
〈조선초기부터 2001 년까지 〉 

안양지방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평존지구에서 지석묘와 주거지 등 

이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청동기시대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악산 · 수리산 · 청 

계산 • 삼성산 • 모락산 등의 수려한 산세와 하천, 그리고 그 

사이에 넓게 전개된 비옥한 농경지는 안양이 사람 살기에는 

더 없는 적지였을 것이다. 안양지역의 인구에 대한 문헌이 처 

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기이다. 즉, 단종 2년 

( 1454 ) 에 발간된 『세종실록지랴지』 권 148, 지리 8. 과천현 

조에 의하변 호수는 244호에 인구는 743명이었다 이때의 인 

구는 남정(男丁)만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 6세 미만‘ 60세 이 

상 인구는 제외되었다 당시 과천현의 영역이 안양시(박달 

동 • 석수동 제외), 과천시. 군포시(구 반월면 제외) , 서초구 

(내콕동 • 염곡동 제외), 동작구(상도동 · 신대방동 제외)‘ 관 

악구(봉천동 • 신림동 제외) 등의 제지역인 관계로 안양의 인 

구는 미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조사에 있어 모든 인구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현종 

초에 이르러서이다 숙종 25년( 1 699) 과천현에서 발간한 『과 

천현신수읍지』 호액(戶賴) 조에 의하변 호수는 1천 9백 5호 

에‘ 인구는 8천 4백 46명인데. 그중 여성은 4천 2백 5명에 남 

성은 4천 2백 4 1명이었다 

안양에 대한 4구가 처음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인 영조대에 이르러서였다 동왕 35년(1759) 에 여지승람 

(與地勝훨)의 속성(總成)을 목적으로 전국의 각 관읍(官 

울)에서 편집하여 올린 읍지를 종합 편집하여 발간한 『여지 

도서(與地圖書)』는 각 읍(울)의 인구상황까지 비교적 상세 

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의 안%댄 과천현의 상서변(上西面) 

과 하서연(下西面)의 2개 면으로 편제되어 있었는데, 두 변 

에 각기 ‘서(西)‘ 자가 들어간 것은 과천현의 관아가 있는 과 

천 관문리(현 과천시 관문동 107-5 온온사) 서쪽에 위치해 있 

기 때문이었다 상서면은 대체로 오늘날에 안양시 동안구 지 

역이며, 하서면은 만안구 지역(석수동 · 박달동 제외) 이다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은 l천 6백 27명에‘ 남성은 

8백 68명으로 여성과 남성의 구성비가 65대 35로 거의 2배의 

차이가 나타나는 기현상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시대의 인구조사는 오늘날같이 조사원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신고로 기록을 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조세(租 

親) . 병역(兵投) , 부역(願投) 등을 기피하기 위하여 허위신 

고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실제 세공납입(脫頁納入)의 사취 

(私取)에 따르는 호적의 위조 등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인구조사에는 실제 인구 수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기 

록되게 마련이었다 

『여지도서』보다 30년 후인 정조 1 3년(1789) 에 발간된 『호 

구종수(戶口總數)』에 보면 〈표- 1 )에서 보는 바와같이 여성 

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많지만 구성비는 많이 좁아졌음을 알 

수가 있다. 『호구총수』의 기록에서 특기할사항은 『여지도서』 

보다 여성은 2백 27명이 감소한 반면, 남성은 오히려 1백 77 

명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19 1 0년에 조선이 패망하고 이어 일제가 강점한 이후의 안 

양의 인구 현황은 알 수가 없고, 시흥군의 총 호수와 인구 수 

에 관한 자료만 남아 있으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부득이 제외 

하였다 1945년에 광복이 되고. 1 948년에 정부 수럽된 이듬 

해 (1949) 시흥군에서 발간한 『금천지(챔川誌)』에 보면 <

표-2) 여성인구 수는 1만 1백 9 1 명에 남성은 9천 8백 35명 

으로 구성비가 51대 49로 여성이 남성보다는 약간 많았는데. 

이러한 추세는 1 980년대말까지 지속되었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대부터 1 970년대까지는 구성비가 많은 편차 

를 보이는 것은 당시 안양에 대단위 공장인 금성방직과 태평 

방직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의 전입 때문으로 해석된다 1987 

년부터 200 1년까지는 여성과 남성의 구성비가 50대 50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속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의 

인구수가 많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아선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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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술의 발달로 여아를 임신하면 초기에 낙태하는 사회현상 

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성의 인구수는 영조대에 l천 6백 27명에 불과하던 것이 

그 뒤‘ l 백 90년이 경과한 1949년에는 6 . 26배가 증가한 1만 

1백 9 1 명에 이르렀다 인구의 증가는 계속되어 1962년에는 2 

만명을 넘어섰고. 그로부터 5년 뒤인 1 967년에 3만명, 1970 

년에 4만명‘ 이듬해인 197 1 년에 5 만명‘ 1976년에 7만명, 

1977년에 8만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1992 

년부터는 안양시의 인구 수가 50만명을 넘어섰고, 여성인구 

수도 2십 6만명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인구 추세는 평촌지구 

V+ 

조선시대 

〈표-1) 

。f 야요 
。 ti 

〈표-2) 

시 

영조 35 

(1759) 

정조 13 

(1789) 

연 도 

1949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면 며a 

상 서 면 

하 서 면 

합 계 

상 서 면 

하 서 면 

합 계 

총인구 

20. 026 영 

22.181 

22.973 

26.493 

31.673 

30.311 

38.750 

40.813 

45,659 

50.697 

54.337 

59.871 

67.372 

76.277 

91.894 

101‘749 

104.515 

의 도시건설로 급격한 인구의 유입이 시작된 결과라고 하겠 

다. 주목할 사항은 광복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여성의 인 

구 수는 1 990년대 중반부터는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다 특히 1 996년에는 2십 9만 8천명이던 것이 4년 뒤인 

2000년에는 무려 9천명이 감소한 2십 8만 9천명이었다가 이 

듬해인 2001년에는 다시 5천명이 증가한 2십 9만으로 증가하 

였는데. 이렇듯 인구의 등락현상은 획기적인 도시계획이 이루 

어지지 않는한 당분간 지속되어 2십 9만 명 선에서 정착될 것 

으로보인다, 

( 단위 영) 

총인구 여 성 니C그} ~ 
구성비 

출 전 
(여 남) 

980 680 300 69 ‘:31 

1.515 947 568 63 :37 여지도서 

2.495 1,627 868 65 ‘:35 

1.053 551 502 52 ‘:48 

1‘412 869 543 62:38 호구총서 

2.460 1 420 1.045 58:42 

( 단위영 ) 

여 성 」I그} A ζ~ 구성비 
를 '1 전 

(여 남) 

10.191 9.835 51‘:49 二l 천 지 D 

11.658 10.523 53 :47 시흥군통계연보 

11 879 11.(]94 52:48 시흥군통계연보 

14‘045 12.448 53 :47 시흥군통계연보 

16.444 15.229 52 :48 시흥군통계연보 

16,047 14.264 53 :47 시흥군통계연보 

20,047 18.703 52 :48 시흥군통계연보 

20.972 19.841 51:49 시흥군통계연보 

23 591 22.068 52:48 시흥군통계연보 

26,365 24.332 52 ‘:48 시흥군통계연보 

27,806 26.531 51 ’:49 시흥군통계연보 

30.632 28.939 51 :49 시흥군통계연보 

34,542 32.830 51 :49 시흥군통계연보 

39.1 04 ~~7 .1 73 51:49 시흥군통계연보 

47.086 44 .808 51‘:49 시흥군통계연보 

52,267 49.482 51‘:49 시흥군통계연보 

53.674 50.841 51 :49 시흥군통계연보 



안양시 

〈표-3> 

60년대 대농방직, 그리고 현재 

의 모습이다 

안앙 최초로 1932년 안앙1동에 

조선직물주식회사가 설립, 태평 

방직, 대농으로 상호가 변경되 

었다가 대농방직이 정주로 이전 

하자 진흥아파트가 들어섰다‘ 
당시 여성근로자들은 남녀 구성 

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 도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인구 여 성 

111.075 57,837 

121.013 62 980 

134.862 69,653 

146.134 75,769 

162,926 85,123 

187.887 96,965 

216.190 110.078 

253 ‘ 541 128.667 

258 480 132 511 

274.088 139 774 

291 ‘ 919 147,204 

322.572 163.197 

361.530 182‘ 636 

392.808 198.587 

413,656 208,976 

433.088 218 066 

468.101 236.391 

480.668 241.842 

488.581 243,353 

536 151 267,439 

585.147 292,209 

594.155 296,303 

592.683 295 452 

598.841 298.472 

591.210 294,736 

586.562 292,514 

582.584 290 545 

581.166 289,334 

591.670 294.299 

(단위 ’명) 

」I그F ~ 
구성비 

출 전 
(여 남) 

53 238 52:48 안양시통계연보 

58.123 52 ‘:48 안양시통계연보 

65,209 52 :48 안양시통계연보 

70,365 52 :48 안양시통계연보 

77.803 52 :48 안양시통계연보 

90 922 52 ‘:48 안양시통계연보 

106.112 51 ‘:49 안양시통계연보 

124.874 51:49 안양시통계연보 

125 969 51: 49 안양시통계연보 

134 314 51:49 안양시통계연보 

144.715 50 :50 안양시통계연보 

159.375 51:49 안양시통계연보 

178.834 51: 49 안양시통계연보 

194.221 51 :49 안양시통계연보 

204.680 51 :49 안양시통계연보 

215.022 50 :50 안양시통계연보 

231.710 50 :50 안양시통계연보 

238,826 50:50 안양시통계연보 

245.228 50 ‘:50 안양시통계연보 

268.712 50 :50 안양시통계연보 

292.938 50:50 안양시통계연보 

297.852 50:50 안양시통계연보 

297.231 50:50 안양시통계연보 

300.369 50:50 안양시통계연보 

296,474 50:50 안양시통계연보 

294.048 50:50 안양시통계연보 

292.039 50:50 안양시통계연보 

291.832 50:50 안양시통계연보 

297,371 49.7:50.3 안양시통계연보 

〈(故)이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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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역 여성단체 겨l보 

『시흥군지』(시흥군발행)에 (1945년 10월 27일/대한적십자 

부녀봉사회 시흥군지부 창립〉이라고 되어 있으나 활동상황에 

대한기록은없다 

이후 1949년 초 안양에서 「대한부인회」 경기도 본부가 결 

성되고 (故)송신실여사에 의해 시흥군 일대 l읍 7개면에 시 

흥군지부 읍면분회가 조직된다( 『한국여성운동약사』/1986.1.5 . 

한국부인회 총본부 발행 ) 

이렇게 시작된 여성단체의 활동은 그 변화 과정이 체계적 

으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단편적이어서 정확한 계보 

를 기록할 수는 없지만 각 단체 회원들과 김혜숙(시흥군청 내 

무과 사회계에서 여성업무 담당) 이 제공한 사진. 안양상공회 

의소 상의보. 정어진 해관보육원장과 김명자사회복지사업소장 

의 도움말 시흥시정 향토사료실의 (故)이승언이 제공한 사진 

과 신문. 보건사회부 발행 『여성행정 40년λb 등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정리해 본다 

대한부인회 

「근우회」를 중심으로 여성운동을 전개하였던 박순천, 황신 

덕. 유각경. 유영준 등 30여명이 광복 이튿날 모여 여성단체 

조직을 의논하고 8월 17일 YMCA회관에서 「건국부녀동맹」 

을 결성하였는데 활동 목표는 광복된 조국을 여성의 손으로 

지키고 가꾸어가고자 하는 순수한 애국애족적인 것이었다 그 

러나 사회주의 사상에 감염된 이들이 순수 여성운동을 방해하 

면서 공산주의적 정치 성향을 내세우자 1945년 12월 8일 황 

신덕. 박순천, 박봉애 등 민족진영계 여성들은 「건국부녀동 

맹」과 결별하기로 하고 동아일보에 탈퇴 성영을 발표하였다, 

1 946년 1월 3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 

정되자 이를 묵과할 수 없어서 황신덕‘ 황애시덕‘ 박순천, 박 

승호‘ 김활란, 박봉에 등이 서울 덕수궁 앞에서 중앙청까지 

신닥통치를 절대 반대하는 데모행진을 하였다 시위를 끝낸 

한국부인회의 수해지역 방문 구호품 전달, 건물 앞 ‘참고 일하자”가 이색적이다 시설을 방문,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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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여성들도 조직적이고 강렬한 체제를 이루어 신탁통치 

안에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서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 

단」을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전국 순회강연을 벌이고 완전 자 

주독립을 하루 속히 성취할 것을 주장하면서 좌익단체와 투쟁 

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1948년 정부수립 전에 한국애국부인 

회와 통합하여 「대한부인회」로 새출발하였다 

안양에서는 양정고보 교사 김웅진의 부인 장일선이 제일 

먼저 「대한부인회」 활동을 하였다고 전해지지만 그에 대한 기 

록은없다. 

『한국여성운동 약사』(한국부인회 총본부 발행)에 의하면 

1949년 초 안양에 「대한부인회」 경기도 본부가 결성되고, 

(故)송신실여사가 시흥군 일대 1읍 7개변의 부락에 읍면 분 

회조직에 착수했다 

「대한부인회」는 계봉단체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반공계몽,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교육 · 의복간소화를 위한 통치마 입 

기 · 옷고름 안달기를 주로 했으며 식량 절의뇨을 위한 절미운 

여성저축생활 안앙읍지회 결성 

안앙4동 경로당 노인대학 준공식(성조부인회) 

동 폐품 수집. 노름 막기, 축첩 폐지, 여권수호 등의 운동을 

주도했다 밤에는 커다란 집 마당을 빌려서 부녀자들을 모아 

놓고 일제에게 당한 서러움과 압박. 분단된 조국의 현실‘ 나 

라의 장래에 대해 강연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여성단체로는 군 읍면까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 

었던 단체는 「대한부인회」 밖에는 없었으며 그 조직력 또한 

대단했다 그러다보니까 집권당에서 부인회의 막강한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였으므로 반관반민(半官半民)단체라는 불명예 

스러운 평을 받기도 하였다 

6 . 25 전쟁 중에도 송신실은 회원들을 이끌고 유엔군과 
우리 군경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멜감을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공산정권에 의해 죽음의 고비를 겪기도 하였다 

전쟁 후에는 군경 위령제‘ 논산훈련소 장병 위문. 계몽과 

봉사‘ 기부금 기탁 등의 활동을 하였다 뿐만아니라 환경이 

어려운 여학생에게 학자금을 주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안앙시 여성저축 유공자 표창 
여성저축생활 경기도지부장인 (故) 송신실여사가 시상하고 있다 

조산사회, 성조부인회, 한국부인회를 비롯한 여성단체장들이 
안앙예고 이사장 최은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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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1960년대의 여성단체 

4 . 1 9혁명이 확대되던 4월 25 일‘ 대구의 데모 군중은 파 

출소와 정부의 하수단체로 지목되는 반공청년단사무소와 더 

불어 대한부인회관을 습격하였다 이것은 「대한부인회」의 친 

여적인 자세에 대한 공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 1 6이후 군사정부는 모든 여성단체를 해산시키고 「재건 

부녀회」를 조직하였다. 「재건부녀회」는 승공 민주주의 이념의 

확립과 용공 중립사상 배격을 실천 강령으로 하는 재건국민운 

동의 행동 주체로서 「재건청년회」와 더불어 이원적 체제로 조 

직된 것이다 「재건부녀회」는 1 6세로부터 45세의 전국 여성을 

대상으로하여 부락단위로 조직되었다 

「대한부인회」 경기도 시흥군지부장 및 도지부 부회장을 맡 

아 활동하던 (故)송신실여사는 「대한부인회」가 해체되자 재 

건국민운동 경기도지부 자문위원‘ 재건국민운동 경기도지부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고. 후에 「여성저축생활지회」 경기 

도지부장으로도 활동하였다. 

1963년에는 앞서 해산된 여성단체의 재등록이 시작되었던 

때로 「대한부인회」는 미풍양속의 부녀도의 구현을 사업목표로 

보사부 허가를 얻어 「한국부인회」로 이름을 변경 등록하였고. 

다시 안양지역에서도 활동하게 되었다 

이즈음 「전몰군경미망인회」도 자활력 배양을 목표로 원호 

처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1965 ∼ 1969년의 5년간 우리나라에 새로 설립된 여성단체 

는 18개이다(부용회. 한국복지부녀중앙회‘ 대한불교부인회‘ 

대한여성복지화 주부클럽연합회, 대한미용사회. 국제존타클 

럽 소롭티미스트한국협회, 범태평양동남아시아여성협회. 여 

대한조산원 경기 시흥분회 창립기념( 1972.6.26) 

3 ~ 

성저축생활중앙회, 3 · 1여성동지회. 새한주부회, 요산요수회‘ 

부산가정법률상담소 재향군인회부녀회‘ 국제승공연합부인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여성단체의 활동 목적과 사업도 다양하여져서 여성운동의 

고유영역인 불우아동 및 여성을 돕는 사업이 두드러지긴 하지 

만 민간외교나 국제적 친선을 도모하는 여성단체가 4개나 신 

설되었다(부용화 국제존타클럽. 소롭티미스트한국협회, 범태 

평양동남이-시아여성협회) 

새로 신설된 is1B 의 여성단체 중 안양에서 활동했던 단체 

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주부클럽연합회」와 「여성저 

축생활회」이다. 

「주부클럽연합회」는 대표적인 보편성을 띤 여성운동 단체 

로 1 970년. 장선회장에 의하여 시흥군지부가 설립. 시 승격 

후 안양시로 이관. 지금까지 활동 중이다 장선 회장은 「대한 

조산원협회」 안OJ:-분회 회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데, 그 시대 

상황으로는 드물게도 처녀시절부터 자전거를 탄 여성으로 즐 

거이 회자되고 있다 

저축생활 배 OJ:-을 위한 재무부 허가단체인 「여성저축생활회」 

는 시흥군지부 안양읍지회가 결성되었다가 시 승격 후 1974 

년 7월 1일에 「여성저축생활 안양시회」로 조직되었다 「여성 

저축생활 안양시회」는 알뜰살림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저축 촉 

진대회를 개최. 저축유공자를 표창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성조부인회」는 불우여성선도 · 윤리인화운동을 목표로 하 

는 문공부 허가단체인데 성수옥이 안양지역 대표로 활동하였 

다 안양지역의 「성조부인회」는 군인 부인들로 구성되어 사회 

봉사와 문화교육사업을 위해 봉사활동을 벌였다 

1974년 1월 15일 상의보에는 “여성단체인 성조부인회(회 

대한조산원협회 안앙분회 



장 성수옥) 에서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구두닦이 아이들의 보금 

자리인 「사랑의집」에 일상용품 등 푸짐한 선물을 전달 불우소 

년을 위로했으며 「한국부인회」 임원 15영도 과천 구세군양로 

원을 방문 떡 다괴를 만들어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 세모의 정 

을 두럽게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부인회」 이춘홍 초대회 

장은 ’그때는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이라 떡을 가지고 가연 노인 

들이 나중에 먹을 욕심에 몰래 숨겼다가 잊어버리는 통에 구석 

구석에서 썩은 먹이 발견되고 그래서 고기국을 끓여갔더니 그 

만 설사를 일으켜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고 그 시절을 회상한다. 

0 1 970년대의 여성단체 

1970년대에 새로 설립된 여성단체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자수협회. 국제존타부산클럽. 한국플라워디자인협회‘ 우먼스 

경기도 본청 간부직원 부인들로 구성된 장미회 

안앙로타리부인회와 안앙시여성단체협의회가 함께 평화보육원에 
추석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클럽. 전국주부교실. 한국여자의사회‘ 화공회. 한국간호보조 

원혐회,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수로화 예지원. 소비자보호단 

체협의회. 한국꽃예술작가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일여 

성친선협회‘ 국제총연맹부인회 한국본부 새여성회‘ 모두 18 

개로 문공부에 등록된 단체가 7개로 가장 많다 

문공부에 등록한 여성단체의 대부분이 여성의 창의력 계발 

과 국민정서생활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1970년대 

에 경제적 성장으로 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 

는것이기도하다 

그 중에서 「전국주부교실 중앙회」는 정부차원의 지지를 받 

으띤서 조직되어 어느 여성단체보다 지방조직이 강한 단체로 

안양지역에서도 초기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1973년 8월 15일 「안%냉의보」에 의하띤 “안Ocf상공회의소 

는 7월 1 6일 오후 안양시민관에서 안양주부교실(회장/정순 

희) 회원 2백여명을 대상으로 안양지역의 모범상점 여론조사 

안앙시 간부급 공무원 부인들로 구성된 록지희서 보육시설을 방문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담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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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했다”고 한다 또 1 974년 1 0월 1 5일 「안암벡보」에 

는 주부교실 합창단 난파음악제 입상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1973년 7월 1일은 안양시 승격이 있었다. 

승격 이후 기존에 활동하던 단체가 안양시로 이관되었고. 

새로운 단체가 설립되기도 했다 그 단체들은 새마을부녀회 

시연합회 (73.8). 한국부인회 안양시지부(74.l) . 여성저축생 

활 안양시지회 (74 .1 ). 성조부인회 안양시지부(74 .9) ‘ 대한조 

산원협회 안OJ-분회 (74.6). 주부클럽연합회 안양시지부(74.8). 

주부교실 안양시지부(71.12). 로타리크럽 안양부인회(75.8) ‘ 

구국여성봉사단 안양시지부(77.3 ) . 적십자 안땀녀봉사회 

(77.4 ).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안OJ-분회 (77 . 6) . 안양청년회 

의소 부인회 (77. 1 2) ‘ 록지회 안양시지회 (73.8) 이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산하단체로 활 

동하는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록지회」는 안양시 간부급 공무원 부인들로 구성되어 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였다 「안%냉의보」에는 “록지회서 복지시설 

위문”, ·‘안양시 록지회 보육원 방문“. “록지회서 청소원에 선 

물“ 등의 기사가 여러차례 실리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브레 

이크 없는 벤츠“라는 책을 통해 남편 직위 따라 부인들 사이에 

계급이 형성된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정책적으로 해산되었다 

「로타리크럽 안%뇨부인회」는 로타리크럽이 하나일 때는 「안양 

시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해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점차로 로 

타리크럽이 늘어나자 연합체 구성이 어려워져 「안양시여성단체 

협의회」를 탈퇴하였다 「성조부인회 안양시지부」도 활동이 미미 

하던 중에 회장 성수옥이 이민을 가버리자 해체되고 말았다 

「여성저축생활 안양시지회」. 「대한조산원협회 안양분회」. 「구국 

여성봉사단 안양시지부」 등도 시대에 밀려 활동을 중지하였다 

또한 「어머니배구단」 이 조직되기도 하였는데‘ 그 자세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지만 경기 연습이 있을 때는 부녀계 직원 

이 모두 나가 선수들의 자녀를 대신 돌보기도 했다는 것을 보 

면 안양의 대표 여성으로 꼭 승리하기를 바라는 열망을 한몸 

에 받고 있었던 것 같다 후에 이 배구단을 주축으로 「안양적 

십자회」가결성되었다 

.,... 1 980년대부터---
- - --

1 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맞이하면서 유엔에서 국가차원의 

여성문제 전담반 설립을 권고하였다 정부에서는 보건사회부 

산하의 「국립부녀직업보도소」와 「국립여성복지원」을 통합하여 

lf-0 

「국립여성복지원」 설립을 추진하고. 1 980년 코펜하겐 대회 기 

조연설에서 한국대표는 여성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기관설립을 공헌한 바 있다 이것은 여성문제 전반을 점차로 

정책에 반영하고 또 여권확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반영 

하려는 일단의 약속이었다 1 983년 국가적 차원의 「한국여성 

개발원」 발족과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국가적 차원의 여성문제 전문연구기관 

으로서 최초로 설립된 여성기구이다 여성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내용은 그 설립 목적에 나타나 있는데. ”여성 

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 

육훈련 및 여성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살 교육연구실, 자원개발실. 정보자료실을 

두었다 

안양에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조직되었고, 이후 많은 전문 

성을 가진 여성단체들이 새롭게 설립되었다. 그 많은 단체를 

거명하거나 설명하기에는 자료가 충분치 못하므로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 980년대에는 「한국걸스카웃 안양지구 연합회」(1981) .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부녀회」(1981). 「안양YWCA」 

(1986 ) 가 설립되었고, 1989년에는 「안양여성자원봉사회」가 

설립되었다. 

「안양여성자원봉사회」는 대부분 중앙으로부터 시작된 다른 

단체들과는 달리 안양에서 시작되었으며, 행정관서의 별다른 

도움없이 자립 육성된 단체로 안양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 

다 1994년 〈전국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모범운영 단체〉로 선 

발 제2정무장관상(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그 조직력과 

활동의 우수한 성과로 인해 「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만들 

어질 수 있는 모태가 되었다 

1990년대에는 문화예술‘ 취미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단체 설 

립이 많았던 것이 그 특징이다. 1990년 「여류서예가협회」, 1993 

년 「생활개선회」, 1 995년 「안양여성자전거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주부민속단」‘ 2000년에는 「주부예술 

단」이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였다 

1996년 설립된 「안양시 어머니 교통안전지도자회」는 ‘안 

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소속의 어머니 교통 봉사 단체이다 

이밖에도 많은 여성단체들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여성들 

의 자아실현. 사회참여 의식이 높아갈수록 그 활동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여성을위한행정 

우리 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급격한 변천을 해왔으며, 복지 수요의 증대와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하 

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여성의 새로운 역할 증대와 미래 지향적인 자세 확립이란 과제를 안게 되었다 여성행정은 이러한 시 
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나라 여성 복지 헝장을 위해 맡은 바 사명을 다해 왔으며, 여성의 기대에 부 

응토록 노력하여 왔다. 여기 그동안의 여성 행정의 변천 과정과 현황을 간략히 기술한다 

R여성행정 변천사 -

l ) 개 요 

해방 후 여성들을 위한 행정의 필요성을 인식한 당시 미군정은 1946년 9월 1 4일 법령 제107조 「부녀국설치령」에 의하여 사 
상 처음으로 「보건후생부」 내에 부녀국의 창설을 보게 되었고 이어 1947년 10월부터는 전국 각도의 지방부녀행정 조직에 착수 
했다. 경기도는 1947년 11월 11 일 도청에서 부녀계 설치를 위한 좌담회를 열고 의무국 간호사업계에서 부녀사업을 겸하다가 

1948년 보건후생국 후생과 내에 부녀계를 설치하였고, 1966년 1 2월 10일. 경기직제 제6조 제1항에 의해 부녀계가 부녀과로 승 

격됨에 따라 부녀행정이 활발하여졌는데, 내무과 사회계에서 부녀업무를 담딩해 왔던 시흥군에도 1971 년, 부녀아동계가 설치되었다 

1973년 7월 1일 안양시가 발족되면서 복지과에 부녀 아동계를 설치‘ 74년 5월 15일 복지과를 사회과로 명칭 변경하였는데 
부녀아동계의 분장 사항은 부녀아동복지 행정시책 수립, 각 여성단체 육성 및 운영지도 예산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가정 

의례준칙 실천 추진 의례업소 지도 감독, 아동복지시설 지도 감독, 청소년 선도 및 성장고아 직장 주기 운동 추진, 청소년 클럽 

지도 부랑아 선도‘ 청소년 선도대책위원회 운영. 아동사업 관계 행사 이동상담소 운영 및 지도감독, 기 · 미아 상담 조치, 국내 
외 입양 및 위탁 보호사업, 불우아동 후원업무 지원, 부녀상담소 운영, 영세부녀자 직업보도 요보호여성 선도 및 교육 부녀자 

사회정화 운동 추진, 소비절약 실천 모자보호사업 및 부녀회 운영지도 부녀사업 각종 행사 등이다. 

1986년 12월 31 일 사회사업국을 보건사회국으로 변경‘ 1987년 1월 26일(규칙 제444호)에는 보건사회국 부녀청소년과로 명 
칭을 개칭하고 업무를 재편성하였으며, 1988년 1월 25일에는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과로 명칭 변경, 부녀복지계와 가정복지계로 
분리, 운영하였다. 가정복지과는 @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 부녀아동복지법인의 지도감독 @ 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 
지도감독 @ 여성지휘횡냉 및 생활개선 @ 부녀자의 직업보도 @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 아동복리 증진 @노인복지대책 @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 묘지 및 매 · 화장에 관한 업무 @ 기타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1987년 여성업무가 계 체제에서 과 체제로 직제 개편되면서 그해 l월 26일 여성공무원으로서 최초 부녀청소년 과장이 보직 

을 받아 여성업무가 활성화되었으며 1996년 7월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여성업무만 담당하는 여성과가 신설되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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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업무 전담부서 안양시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73. 7. 1. 

• 1974 ‘ 5. 15 

• 1979. 7. 25 

• 1986. 12. 31 

• 1987. 1. 26 

• 1988. 1. 25 

• 1989. 5. 1 

• 1992. 10. 1 

• 1995. 5. 1 

• 1995. 5. 15 

• 1996. 1. 1 

• 1996. 7. 1 

• 1997. 8. 1 

• 1998. 1. 20 

• 1998. 9. 1 

• 1999. 6. 1 

• 1999. 7. 1 

'-Fl 

안양시 승격과 동시 복지과에 부녀이동계 설치. 여성업무 수행 

복지과를 사회과로 명칭 변경(사회과 부녀아동계) 

안양시에 局制가 실시되면서 사회산업국 사회과로 변경 

局 명칭 변경(사회산업국→보건사회국) 

보건사회국 부녀청소년과 부녀계로 변경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과로 명칭변경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만안 동안 출장소 개소 시-회산업과 내에 여성복지계 설치로 시와 출징소에서 여성업무를 수행하는 체계 

( ※ 1990 ∼ 1992 경기도 부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 

만안 동안 출정소가 구청으로 승격되면서 가정복지과 신설 (기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양 구청의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명칭 변경 

사회복지 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여성회관 설치 

• 관리과/서무계.운영계시설계 • 사업과/교육계.복리후생계상담계 

본정 내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로 통합(사회계.가정복지계‘부녀복지계.청소년계 설치)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여성정책을 실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성담당과 신설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적극적 

인 요구와 및L물려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전 

환코자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사회복지과가 폐지되면서 가정복지 업무 및 

부녀복지업무는 시로 이관. 

「-- - 사회복지과(사회계‘생활보호계‘의료보장계) 
시청내 | I • 가정복지과( 기정복지계‘ 아동보육계‘ 청소년계) 
환경복지국에 | 

」-- · 여 성 과(여성정책계. 여성지도계‘ 여성개발계)설치 

( ※ 여성들의 지위행끓 전담하기 위한 여성고까 신설되었는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안양시가 최초이다) 

구청 사회산업과 내에 여성복지계 신설 

구만안구청 건물을 개보수하여 안양시여성문화 복지회관(사업계. 교육계)으로 개소 

아동보육계가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과로 이관(여성정책, 여성계발 여성복지‘ 아동보육) 

시정과에서 여성과로 자원봉사계 야관(여성정책. 여성복지, 아동보육, 자원봉사) 

사회복지 사업소 내 안양시 여성문호팩지회관과‘ 여성회관을 만안동안 여성회관으로 명칭 변경 

( ※ ‘ 99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우수기관 선정) 

·‘’· [훤털 

새마을부녀교실 시흥군협의회 

‘ 현충일 행사를 마치고 충혼탑 앞에서 정답게( 1973.6.6, 당시 시흥군칭 내 여성 공무원) 



2) 부녀계몽사얼 

〈문맹퇴치운동으로부터 시작 여성의 능력계발을 향해 ‘ >

해방직후에는 문맹퇴치가 많이 요구되던 시대였으므로 「국 

문단기강습회」를 개최하는 한편 도덕과 경노사상. 미풍양속 

권장을 위해 선행자를 표창‘ 아름다운 기풍을 진작시켰다 

1 962년에서 1968년까지는 경기도로부터 부녀계몽요원이 

안OJ-읍사무소에 배치되어 부녀사무를 전담하였는데 부녀계몽 

요원은 매년 7일간 합숙교육을 받았고 최일선에서 의식주 생 

활개선사업과교양교육. 가족계획 등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사업을전개하였다 

1968년부터는 「부녀교실」이 시작되었고. 1972년에는 ‘·새 

마을운동은 부녀교실로부터” 라는 구호아래 시 · 군 · 읍 · 

면 • 리 , 동 단위로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부녀교실」 협의체 

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양지도 및 요보호여성 예방사 

업‘ 가족계획사업, 생활개선사업‘ 저축 등 계몽지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시흥군 부녀계‘ 농촌지 

도소 생활개선 구락부‘ 보건소 가족계획 어머니회)이 부녀지 

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매분기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고 담당자들이 함께 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부 

녀자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강습을 통해 계몽 활동을 펼쳤다. 

73년 7월 안양시로 승격 후 복지과 부녀아동계에서 이 사 

업을분장하였다 

1974년 8월, 여성 교양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주부시민대 

면 단위로 방문 계몽사업을 벌였다. 

학」을 개교 하계 · 동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1987년에는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부녀기능 

대학」을 개설하여 1백여명의 부녀자들에게 서예반(한문), 외 

국어반. 양재반의 세 강죠F를 개설하여 55명의 수료자를 낸 것 

을 필두로 하여 1 988년에는 서예 양재‘ 꽃꽂이. 사물놀이‘ 

외국어 등 5개 과정을 그리고 1989년에는 전통요리와 고전 

무용의 두개 과정을 더 늘여서 7개의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제4기인 1 990년에는 서예8개의 과목에 21 4명의 수료자를 배 
출하였다 제5기인 199 1년에는 370명의 부녀자들이 한글과 

한문의 서예과목과 영어. 양재‘ 한복. 꽃꽂이. 전통요리‘ 고전 

무용, 탈춤 등 9개의 과목을 등록 수강하였다 

대체적으로 4월 초에 개강하여 9월말까지 6개월간 계속 된 

「부녀기능대학」은 여성의 의식개혁으로 건전한 가정 육성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여성이 한가지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는 여성회관으로 흡수 여성의 자질홍냉을 통한 여성 

상의 정립과 여성의 잠재능력 계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교육사업은 개개인의 여성에게 실제적인 영호탤 끼쳐 

삶의 질적인 횡냉을 가져다 주었는데. 초창기 「부녀상설기능 

대학」에서 사물놀이나 서예를 공부했던 여성이 현재는 전문인 

이 되어 여성회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라 

고할수있다 

또한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 봉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계기 

가만들어지기도하였다 

부녀회원들을 찾아다니며 교육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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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홍 

보, 단속하였다 

이렇게 계속된 생활개선사업은 소비절약‘ 환경개션 환경 

보호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운동에까지 이르고 있다 

식생활 개선을 위한 요리강습 

6 . 25가 끝난 1 954년 국민생활의 합리적인 개선을 기함으 

로서 국민생활합리화 3대목표로 @ 도의생활 @ 건설부흥 @ 

과학생활로 정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하였다 또 생활개선계몽 

은 도시와 농촌으로 분류하였는데 도시에서 강조한 사항은 

(1. 시간을 존중하자 2. 물자를 아껴쓰자 3. 혼례식은 경건. 

간소히 하자 4. 낮술을 마시지 말자 5.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 

> 이었다 농촌에서 강조한 사항은 ( 1. 음력폐습 타파하고 양 

력으로 과세하자 2. 내고장 사랑하고 지켜서 진실한 낙원을 

건설하자 3. 먹는 우물 근처에서 빨래하지 말자 4. 전폐하자 

낮술 충실하자 직책 5. 명심하자 양담배값 1년에 32억환 6. 

얼굴의 화장보다 마음의 무장 7. 시간을 아끼고 약속을 지키 

자〉였다. 

60년대부터는 절미저축 운동을 벌이기 시작히였고. 식생활 

교육차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농번기 탁아소 설치‘ 운영 

3) 엉월개섣사업 

2월 20일의 시흥군 부녀상담소 조례를 보면 <@ 부녀자에 대 

한 신상 및 생활보호 @ 요보호여자의 계몽 지도 @ 요보호 

여자의 직무 간선 @기출 부랑 등으로 전락의 위험성이 있는 

부녀자의 예방적 선도 @ 요보호부녀자의 사회환경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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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5 이후 외국군의 주둔이 늘어남애 따라 윤락여성 특 

히 외국군을 상대로 하는 위안부의 급증이 부녀행정의 큰 과 

제였다 교양강좌를 개설 자질%냉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 

귀토록 히였는데‘ 일요신문에는 디음과 같은 기사가 실리기도 

하였다 

〈윤락여성 계몽교육〉 

[安養】 시흥군당국은 군내 윤락여성 1백여명에게 1007년 5 

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계몽교육을 실시했다 교육강사 

로는 경기도부녀과장‘ 안양경찰서, 보안계장, 시흥군보건소장‘ 

시흥군공보실장 등이 담당하고 @ 국민도의 @ 여성의 위치 

@ 보건위생 @ 가족계획 @ 요리법 @ 미용법 @ 국민저축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다(일요신문/1 967.5 . 28) 

〈자활여성들을선도〉 

【安養】 1967년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시흥군은 관내 

자활여성에 대한 자질%댐 및 선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유문식군수와 권용하서장은 여성들에게 예의를 알고 배우는 

여성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일요신문/1967.5) 

또한 요보호여성 ( 가출, 부랑여성. 미혼모 윤락여성 등)들 

의 상담을 통한 예방활동과 선도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 시. 

군에 부녀상담원을 각 1명씩 총 32명을 배치하였다 1 971년 

4) 균락여성 선도와 부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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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주간앵사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 8월 3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56년 5월 8일을 제l회 「어머니 날」로 정하고 이를 문교부 

에서 주관하다가 1957년 5월 8일부터 보건사회부 부녀국에 

이관되어 행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974년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 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한편 1961년 제3공화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머니 날」 행 

사에는 모범어머니를 각 시 • 도 단위로 선출하고 이를 표창 

하였으며,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10일간씩 가정주간을 설정 

하여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한 지도 계몽을 하였다. 

경기도에서는 가정주간에 모범어머니는 물론 착한 어린이, 

튼튼한 어린이도 선정 표창하였다 시흥군에서도 군청에서 우 

량아선발대회를 열었는데 조선일보 67년 5월 7일자 신문에는 

(5일 시흥군 우량아선발대회에 쌍동이 형제가 나란히 우량아 

우량아언발대호| 임사와 시앙 모습 

로 뽑혀 장려상을 받았다. 이 쌍동이 우량아는 시흥군 안OJ-읍 

안양리 809 유복영(29. 신민제지회사직원)씨의 생후 6개월 

된 근천군과 근하군 이날 이들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의사들 

의 심사를 받으면서 싱글벙글 웃어 진행을 맡아보는 여자직원 

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라는 기사가 실렸다.((故)이승언(시 

흥시청 향토사료실) 제공) 

안양시 승격 이후에도 가정주간 행사는 계속 이어져 77년 

5월 15일자 「안%냉의보」에 의하면 당시 안양시 • 시흥군 가 

정주간 기념식에서는 훌륭한 어버이, 효부, 선행자 아동복리 

유공자, 청소년 선도유공자, 모범직업소년, 모범노인, 선행어 

린이, 튼튼한어린이를표창하였다 

현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5월 초 가정주간 기념식 
을 개최하며 모범청소년, 노인, 효부, 효자 사회복지 유공자 

들을표창하고 있다 

1960년대 시흥군정에서 있었던 우랑아선발대회, 
우량아를 안은 어머니가 상장을 받고 있다 

우량아 선발대회에서 용모와 몸무게를 심사하고 있다 

아'7 



1977년 튼튼어린이 접수, 심사 모습 

it켓주lt ll녀시 ·’ L c, 

1971 년 5월 가정주간 기념식장에서 어머님은혜를 열장하는 모습 

f' 

가정주간 기념식 후 수상자와 함께(197258) 

다{〕 

이비인후과, 소아과 의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튼튼어린이 사전 

검진을 실시하였다 

가정주간 기념행사 후 수상자들이 함께( 1971.5.10) 

가정주간 기념행사 후 수상자들이 함께( 1976.5.4 ) 



이 여성단체 월동 지뭔 

fiJ∼m년대는 여성의 자발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시절이었 

기때문에 관에서 단체를 조직, 육성하교 활동을 도왔다. 부녀 

계가 빌려 사용하던 구 경찰서 2층에서 여성단체가 행사를 갖 

몬 했는데 상장을 쓰는 작은 일부터 프로그램 개발 기획, 일 

거리 제공 등의 행정지원을 하였다 아울러 관 주도의 활동에 

서 벗어나 단체 중심의 자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훈련을 실시하고 민주적인 선거 방식을 통해 회장단을 선출하 

도록지도하였다 

70∼00년대, 여성단체와 함께 벌인 사업 중 대표적인 것으 

로 장애자 합동결혼식. 합동회갑연, 보육원 후원사업, 3개 보육 

원 연합운동회(일일 대모 역할하기) 등을 들 수 있다 

또 1985년부터는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 산하단체 육성‘ 

행사 지원 및 공동사업 전개 등을 통해 여성단체와의 파트너 

쉽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7) 가족계획 사업 

정부는 1961년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채택, 이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조직 정비를 서두르는 한편 민간조직으로 

「대한가족계획협회」를 창설해 요원훈련, 홍보교육 및 기술지 

도를 전담토록 함은 물론 1964년 4월 l일부터 각 읍면 단위 

로 가족계몽요원을 배치했다 시흥군에서도 ‘세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에 단산“ ‘알맞게 낳아서 훌륭히 키우자 라는 

구호 아래 기족계획사업을 시작 73년 7월 안양시 승격 후에 

는 안양시보건소에서 분장하였다. 

부녀아동계 징어진계장이 주부클럽 창립식 사회를 맡고 있다 

그후 가족계획사업은 더욱 활발해졌고 안양시는 1977년부 

터 3년간 가족계획사업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1974년은 세계출산력조사(world fertility survey) 

계획의 하나로 전국출산력조사를 통한 가족계획 평가를 실시 

함과 아울러 모자보건법의 정비, 사업조직의 강화, 사업내용 

의 다양화를 통해 피임 대상의 양적 확대는 물론 피임의 질적 

관리가이루어졌다 

이러한 인구억제정책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출산력 저하 

를 낳았고 이러한 현상은 인구 성장의 정지를 예고하는 것이 

므로 정부는 사업방향 전환을 시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를 ’ 신인구정책’ 이라 지칭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신인구정책은 모자보건 증진과 출생성 

비 불균형 해소 및 청소년 성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인구의 

노령화에 대비 노인복지 사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8) 여성외관건립 추진 

여성들의 사회 활동 및 교육, 인재발굴 육성, 여성복지를 위 

해서 여성회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은 여성단체장들 

과 부녀아동계장인 정어진을 포함‘ 회원 12인이 1976년 2월, 여 

성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 기금의 기초를 위해 

모금을 시작하였다 처음 500원부터 시작한 이 모금운동은 점 

심값을 아끼고 강사료를 그대로 내놓는 등의 정성스러운 손 

길에 의해 기금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여성들로부터도 호응을 

얻어 경기도로부터 여성회관 부지를 확보하면 여성회관 건립 

을 지원해주겠다는 의L속을 받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건 
립기금 ~억(시,도비 포함)을 확보 여성회관이 건립되었다 

여성단체장들과 함께 경기도지부 위원을 안내하고 있다 
(우측부터 징어진,이춘흥,중앙위원,(故)송신실,김혜숙) 

'-fl 



.안양시 여성정책 추진 현황 - -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여성 특유의 감성과 창의성이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 

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 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건강한 가정 

구현과 사회 발전을 위해 남녀가 공동으로 죠얘하고 분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 정책을 펴나가야 할 때이다. 

안양시에서는 여성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차 여성정책 기본 5개년(1998∼2002년) 계획을 수립하고 다OJ"한 

여성 활동의 여건 및 분위기 조성으로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냉‘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여성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 

고있다. 

1) 여성의 사외잡여 확대 및 권익 풍진을 위안 기반 구축 

8ll 
----파션뻐i암.률힐-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인재를 발굴 ·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써 능력있는 여성의 활발한 시정침여 계기 유도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여성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인재은행』은 안양시 거주 여성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여성으로 교육분야를 비롯해 정치 • 행정. 법률, 경제, 건설, 과 

학 · 기술, 사회복지 · 노동 언론 보건 • 의료 관광 • 교통, 환경. 문화 • 체육 기능 보유자 등 13개분야 전문종사자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등록을 받고 있으며. 등록된 여성인재들은 그 분야별 특성에 맞게 시정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을 하거나 시정홍보 등 시정 전 분야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l낼i파해뀔.훨멜월룰~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지역사회의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들의 잠재적인 힘을 개발, 활발한 단체 활동으로 유도해 여성의 사 

회 참여를 확대 할 목적으로 여성지도자 %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시 거주자 중 여성의 지위 횡L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침여할 뭇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위탁교 

육기관인 안양대학교의 교수 및 초청강사를 초빙, 

1 7주에 걸쳐 매주 화, 목요일 2시간씩 (10: 00 ∼ 

12:0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과목은 여성지 

도자의 필요성 및 역할 등 34강좌이다. 

97년 처음 교육을 시작 제5기까지 208명의 수 

료생을 배출하였고 2000년부터 명칭을 여성자치학 

교에서 여성지도자%댐과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은 여성단체에 소속 

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동을 전개하거나 여 

성의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l.H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지도자 과정 



녕i ~원--임l길야원원힐i딛흰~i-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각종 위원회의 정책 결정과정 등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남녀 

가 공평하게 참여하고 책임지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목표율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31개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 목표율을 200 1년도에 28%로 설정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 

낼k뺀뽑빼룰휠딩붙때필매를 

1996년 6월 29일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여성주간이 매년 7월l일∼7월 7일까지 정해짐에 따라 안양시에서도 여성주 

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 여성주간 기념식장에서 ‘안양을 빛낸 여성상’ 을 제정 시상하고 있는데 빛나는 안양의 여성을 선정, 예우함으로 

써 여성 스스로의 긍지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화체육, 환경-의료, 사회 여성복지‘ 훌륭한 어머나 등의 분야에서 모범을 

보인 관내 3년 이상 거주 여성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 1997년 제1회에는 초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부인 

회 고문을 맡고 있는 신영순(1936.5.24일생) 이 수상하였고, 1998년 2회는 안양여성자원봉사회 초대회장 윤옥규( 1939 .11.24일 

생), 1993년 3회는 국가테니스선수를 역입하고 포항제철 코치인 김일순(1969 . 1. 24 일생), 2000년 4회는 안양미술협회회장이며 

안양여고 교사인 이재옥(1959.3.12일생), 2001년 5회는 닥종이 인형작가 최만숙 ( 1945.3.22일생)이 수상했다 

또 1999년부터 화목평등부부상을 제정, 여성주간 기념식장에서 시상을 해오고 있는데 1회는 장애인 부부 이재옹 · 정윤숙이 

수상하였고 2000년 2회에는 천일한의원 원장 부부(이선구 · 백인순)가 수상하였으며, 때1년 3회에는 대상이 없어 수상자가 없 

었다 

녕i ---파닫뻐ι륜훌획.훌끊;~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여성발 

'"" 

부모교육반운앵 
‘I :' • • • 

밝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해 「부모교육반」을 운영되고 있다 

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97년부터 2001년까지 5 

년간 20억원을 조성, 현재 20억3천만원이 적립되어 그 

이자수익금으로 각종 여성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 안양이 최초이다. 

·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재원은 시 일반회계 출연금 및 매 

년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중 15%를 재적립하여 조성되었 

으며‘ 기금의 지원규모는 당해연도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사업당 총사업비의 80%.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년도별 지원내역을 보면 98년도에 11개 사업 34.280 

천원, 99년에 1 6개사업 51,330천원, 2000년 18개사업 

95,568천원, 200 1 년 38개사업 119,596천원을 여성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29개사업 103,900천원이 

지원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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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체육대회 

~ 
l낼~딛댄괴i셈-----
안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1년동안의 추진한 사업을 평가하고 새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 · 다짐하기 위한 행사 

로 여성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과 기념식에 이어 이를 축하하기 위한 2부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2000 

년부터는 한마음체육대회를 병행 개최하여 여성단체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결집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 여성의 복지 풍진 및 건감안 가정 ’ 건전한 사외 조성 

~ l밀-ιilE힘밑화-

사회경제의 급속한 변화로 가정폭력‘ 가출 이흔 기아 발생 등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안양시에서 

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족 이해의 장을 넓히고 원 

만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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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부부수련외 / 사랑의 부부수련회는 대화 부족으로 오는 갈등 해소 가족의 소중합 부부간의 이해와 협력의 중요 

성. 경제위기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안‘ 미래지향적인 자녀교육 등의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화목하고 건 

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기여해 오고 있다. 매년 관내 부부 40~상(80빔을 대상으로 1박2일동안 실시하고 있으며, ’ 96년부 

터 시작하여 200 1 년 현재 6회째이다 

• P.E.T(효과적민부모역일교육) I 96년부터 시작한 이 교육은 자녀, 부부간 문제 등을 함께 해결 할 수 있는 기법을 배양 

함으로써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자녀의 사회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모델링을 정립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대인관계, 건 

전한 가정육성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1기당 8주 교육으로 년간 6기 1 20명이 수료하며 수료생들은 동아리 모임으로 〈좋은 엄마가 되려는 모임〉을 만들어 함께 

연구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부모교육 / 9회 27시간의 심화프로그램으로 6개반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내 자녀 

알기. 성격 특성‘ 어떻게 OJ:-육하나. 자녀의 학습태도 증진. 자녀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 부모 자녀 마음 열게대화기법), 



성교육은 어떻게 하내 성숙한 부모 되기’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일방적인 훈계교육이 아니라 자녀를 이해하고 의견을 수용,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미래지향적인 자녀 육성과 밝 

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어 많은 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앵목안 가정을 위안 아버지 교설 / 아버지교실은 아버지들의 위상을 정립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시간을 이용해 2000년도에 처음 시작, 매년 2개반 130명씩 수료생이 배출되고 있으며, 가 

정 내 아버지의 정체성 확립, 부부 · 자녀와의 대화기법‘ 리더쉽, 성교육, 기족과 함께 수료식을 갖는 등 정서적 공유의 시 

간이 부족했던 우리시대 아버지들이 훈훈한 사랑과 7\족간의 감동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하고 있다 

• 예질관 꾼영 I 2000년 4월 17일 시장관사를 〈안양시 예절교육관〉으로 새롭게 꾸며 시민을 위한 예절문화공간으로 사용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성인 일반 심화과정, 청소년 프로그램, 다례반, 예비부부반, 외국 

인 체험교실, 관계례행사 등이 있으며, “예‘’를 통해 가족간의 배려와 이해를 배우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자리를 

마련하고있다 

200 1 년 1 2월 현재 성인일반 24기/744 명‘ 성인특강 470명 (18회), 외국인체험 77명 (5회), 청소년예절교육 13,391 명 (19 

개교) 교원연수 1기/35명 퉁 총 14,700여명이 수료하였다 

~ ..,,.흩E틀필~II학l:ii l m= i t꾀il.6J탠~-

급격한 현대사회 변화와 악화된 경제상황의 여파로 가정해체 현상이 증가, 이혼 가정이 늘고있으며,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 

별 등으로 인한 저소득 모 · 부자가정이 발생이 증가되어 이들의 기본생계유지와 자립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원과 후원사업 

을전개하고있다 

• 모 · 부자가정 지원 / 저소득 모 • 부자가정에게 매분기마다 아동%댁비, 중고생학비, 학습 재료비, 중 · 고신입생에게 년 

2회 교복비를 지원하고 추석과 연말연시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매년 5명의 어머니에게 기술 교육비를 지원, 자립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랑실천학원결연사업/’ 97년부터는 사교육 부분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초중고생을 관내 90개 학원과 자매결연 

을 맺어 줌으로써 입시, 예체능, 컴퓨터 등 배웅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여성단체 및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지원하고있다 

@ 의료비 할인 및 부인병 무료건강검진/’ 97년부터 안양시의사회의 후원으로 관내 의료기관 107H소를 지정하여 모자가정 

196 세대의 가구원 전원에게 의료비 20% 할인 혜택과 동안보건소에서 부인병 무료건강검진 실시로 건강한 생활을 영 

위토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 부모교육/생업 때문에 자녀교육에 소홀하기 쉬운 저소득증의 어머니에게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 

시 좋은반응을얻고있다 

@ 재가복지사업/생활 환경이 열악한 모자가정을 선정, 무료로 방도배를 해주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 

였다 

@ 시정참여프로그램 송부/모 · 부자가정에게 유용한 시정정보,생활취업‘기술교육 자료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자활에 

도움을주고 있다 

.ta ~파밍톨펠홉휠-

• 여성상담월성와 / ’ 98년 ‘여성위기의 전화 1366’ 및 ‘성폭력상담소’“ 99년 ‘가정폭력상담소(3개소)’. ‘쉽터 (1 개소) ‘ 를 

설치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9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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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예방 · 보호를 위한 연계망 구축」 관계자회의를 개최, 사례 소개를 통하여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 

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미온모 · 부 발생에밤 대잭 

@ 미혼모 · 부 발생예방 교육/미혼모 · 부 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중고 22개교 14,730명의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 음란물로 인해 가치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성을 정확하게 알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므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 딸들의 캠프/여름방학을 이용. 저소득층 중 • 고여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개념 정립과 생명의 소중함 및 신체변화, 

담배. 술, 인스턴트식품 등이 인체에 끼치는 해로웅. 기 형아 발생 위험 등을 교육한다 또한 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문제‘ 임신, 성폭력과 왕따 등에 관한 역할극으로 진지한 생각을 유도 자아정체성을 찾는 기회를 부여함으로 청소년기 

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힘쓰고 있다 

딩i .밀q월뽑i길lt'3탠·!월-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의식이 높아지나 경제난으로 인해 취업은 어려운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경제 영역에 있어 남녀의 평등을 도모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 

전문텔레마케팅, 직업설계. 여성취업알선센터 등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확산 및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여성델례마케팅 교육 / 텔레마케팅은 단기간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여성 유망직종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여성 중 저소득증과 실직여성에게 우선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교육과정은 년 2기에 60명을 대상으로 9 

회 24시간의 과정이며, 수료 후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 여성취업알선센터 꾼영 / 여성실직가장 및 실업자가 쉽게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2개 여성단 

체(안양 YWCA. 안양여성회)에 여성실업극복 지원센터를 설치‘ 민 • 관 연계망을 구축하여 상담 긴급보호, 취업알선 및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 컴퓨터 경진대회 안앙시장배 여성바둑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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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 능력 계발을 워한 사업 

----“딩파할훨밑i필첼j닙i셈-

안양 여성들의 잠재능력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아실현과 여성발전의 계기 마련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해 온 『여성능력 계발솜씨대회』는 87년 5월 첫대회를 시작으로 2001년 15회η찌 글짓기 등 8개분야(가족글짓기/λl • 산문, 사 
진, 그림, 서예/한글 · 한문, 꽃꽂이, 사군자)에 9 ,000여명이 참가하여 종1.20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므로써 재능 있는 여성들 
의 사회참여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 
~파판빨31:1뼈i입----
정보화시대에 여성의 컴퓨터활용 능력 및 정보이용기술 향상을 위하여 여성컴퓨터경진대회를 98년 처음 개최, 2001년까지 4 

회에 1 60명이 참가, 여성들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4) 경제샅리기 및 왼경사업 전개 

6뻐렐~헬룰휩뱉혐;i댈멜활l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의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절약정신을 고취하고자 98년 3월에 

만안여성회관 내에 주부교실과 자유총여성회가 중고물품을 기증하거나 교환, 판매하는 아 • 나 • 바 • 다 상설매장을 설치 
운영해 왔으며‘ 일부 사회단체(환경연합‘ 시민대학, Y.M .C . A) 에서도 상설이나 비상설로 중고물품 교환시장을 운영해오다 이 
를 생활용품 재활용에 대한 전 시민의 참여 확대와 시민의식 변화를 도모 근검절약하는 소비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안양의 명소 
로 풍물시장을 만들고자, 200 1 년부터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평촌중앙공원로의 차없는 거리 노변에 비상설 〈알 
뜰벼룩시장〉을 개장 계속 운영하고 있다 

렐k랜설룰뀔필렘훌피剛l’페1했빼띔. 

낭비되는 음식물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이웃사랑 음식 나눔은행 (food bank) 을 안양여성자원봉사회에 위탁 운영 
하고 있다. ‘98년 4월에 시작하여 한해동안 1590회에 걸쳐 48,120천원 상당의 음식을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운영에 효 
율화를 기하였으며 지역사회에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일 깨우고 시민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뻐넙틴.뭘활i녕률힐---

안양천 맑게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재생비누가공센터는 ’ 98. 1월부터 안양시 새마을부녀회에 위탁하여 상근요원 
l명과 자원봉사 l일 2∼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폐식용유 수거는 기업체 및 군부대, 학교 가정집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 
수거하고 있으며,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만든 고형비누를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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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앙시협여성과 사무겉 진정 

• 안앙시정 여성과에서 아는 일 

•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행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힘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수럽 •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운영 • 여성발전기금 설치운영 ’ 여성 
발전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포럽 개최 • 여성인재은행 운영 • 여성복지상당 및 보호사업 • 미흔모 발생예방 성교육 •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책정 및 지원사업 

• 여성실업도움센타 운영 • 재생비누가공센타 운영 • 일반여성 교육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 상당 및 사후처리 ’ 성폭력 ‘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및 지도 
관리 • 요보호여성 상담전화(여성 1366) 설치운영 • 건전가정육성 교육운영 • 동거자 합동걸혼사업 추진 • 여성활동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계획 수립 • 여성단 

체지원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여성개발과 관련 국내외 정보교흔써 관한 사항 ’ 여성의 사회참여 사업추진 • 여성 교양지도(시책사업 및 교육) • 부녀지도혐 

의회 운영 • 알뜰시장 아 , 나 • 바 ‘ 다 상설매장 운영 • 지도층여성 육성 및 관리 ’ 여성환경보호운동 음식물나눔은행(Food Bank) 운영 •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사업 추진 • 여성단체 교류사업 추진 • 도움정보 주고받기운동 전개 및 정보알리미 운영 • 심장병어린이돕기 사업 •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관리 • 보육시설 인가 및 지도관리 • 저소득층 보육아동 보육료 지원 • 정부보육시설 운영 위닥업체 선정 및 약정체결 • 보육위원회 운영 • 보육정보샌타 운 

영 및 지원 • 자원봉사의 종합기획 조정 • 종합자원봉사센타 운영 및 관리 • 자원봉사활동 자원육성 및 홍보전개 •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도자 육성 • 자원봉 

사 프로그램 홍보 등 • 기타 여성 • 아동복지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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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2. 산하 각 단체의 약사 및 현황 

3. 기타단체 



“여성의 직관은 때로 남성의 오만한 지식의 자만심을 능가얀다” 

- 간디 -



1. 한얀"'혁싼캘Ct헥l훌훌 .!!.I효I 0 OL w;;;;m 

여성단체의 군장병 위문/ 1972년(군자해안초소) ’ 1997년(진해 안앙함장병) 

새마을부녀사업촉진대회(1976 ) 와 새천년맞이 안앙시 여성대회( 1999.12.15) 

많은 여성단체들이 시대적, 역사적 성격을 반영하고 또 그 시대, 그 역사가 요구하는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되고 소멸 
되기도 하고 또 발전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개별적 활동 뿐만 아니라 여러 여성단체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사회봉사와 여 
성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고 이들의 노력은 안양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여기 1973년 안양시 승격 후 여성 연합체 활동부터 2001년 〈안양여성한마음체육대회〉 η}A] 의 활동사를 살펴봄으로써 그 소 
중한 발자취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인도얀다” 

- 괴 터| -



흩놓 ~잉씨얘성단빼l협의회 
、/

설립목적 

안양시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 발전과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주요사업 

회원단체간의 사업 협의 및 정보교환 

회원단체 지원 및 발전 육성사업 

여성발전과 권익신장 지위홍댐 사업 

건전가정 육성 및 복지 증진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관한 사업 

여성단체간의 정보 및 친선교류사업 

이웃사랑과대민봉사사업 

회원교육 및 여성능력계발 사업 



oto! ι r o~f·i'!i1야콰꺼-MJr··· 

·견 썩 

73년 7월 l일 안%뇨읍이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기존에 활동하던 여성단체들이 안양시로 이관되고 또 신규조직의 계획에 따라 

단체들이 새로 설립되었다 이에 개별적인 여성단체 활동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그 연혁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안양시 새마을 부녀회」를 조직함.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 「대한조산사회 안양시 분회」. 「전국주부교실 안양시지회」, 「주부클럽 연합회 안 

양시지회」. 5개 여성단체 연합회를 구성. 경기도 최초로 연합체 활동을 시작함 

안양시 여성의 숙원사업인 여성회관 건립 추진을 협의. 각 여성단체장(이춘홍이인정정순희.장선)과 관계공 

무원 1 명(정어진)을 포함 회원 12인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기금의 기초를 위해 모금을 시작함 

「대한적십자사 안%뇨부녀봉사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안양시지회」. 「안양JC부인회」 3개 단체 가압 총 8 

개 단체 연합회를구성 

「한국걸스카웃 안양지구 연합회」 가입으로 9개 단체연합회를 구성 

경기도청 31460-06537에 의거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에 정어진. 부회장 정순희, 

박형임‘ 회계이사 이춘자 서기이사 계성숙. 감사 이청형 김경선 취임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부녀회」 가입으로 101H 단체가 됨 

2대 회장에 이청형. 부회장 이은혜‘ 이춘자 감사 김경선. 박형입, 서기이사 계성숙, 회계이사 김선화 취임 

「안양YWCA」. 가입 11 개 단체가 됨 

회관건립기금 400만원 예치 

3대 회장에 이청형. 부회장 이은혜, 이춘자, 감사 김경선. 박형임. 서기이사 계성숙, 회계이사 김선화 연임 

• 1973‘ 8. 28 

• 1974 

• 1976. 2 

• 1977 

• 1981 

• 1985. 9. 10 

• 1986‘ 2. 12 

• 1988. 1. 26 

• 1988. 3. 12 

• 1989. 2 

• 199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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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협의회」 연석회의(1974)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장면(2000.12.15,시청제2회의실에서) 

bo 



• 1991. 1 . 

• 1991. 2. 5 

• 1992. 1. 8 

• 1992. 4 . 

• 1992. 12. 9 

• 1993. 3‘ 5 

• 1993‘ 6. 29 

• 1994. 1. 16 

• 1995. 2 

• 1995. 6. 9 

• 1996 . 

• 1997. 12. 8 

• 1998. 1. 12 

• 1998. 5. 6 

• 1999. 1. 5 

• 1999. 2. 3 

• 1999. 9. 2 

• 1999. 12. 7 

• 2000. 3‘ 2 

• 2001. 4. 16 

• 2001. 5. 19 

• 2001. 12. 6 

7’주환 

안양시에 여성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 

「안%뇨부녀의용소방대」가 가입 1 27~ 단체가 됨 

4대 회%벼l 이청형 연임, 부회장 이춘자 박형임. 감사 김경선, 이은혜‘ 서기이사 계성숙, 회계이사 김선화 취임 
여성회관 건립기금 50억 확보(안양시) 

여성회관건립 설계 완료 

「안양여성자원봉사회」가 가입, 1 3개 단체가 됨 

안양시 여성회관기공식 

5대회장에 이춘자, 부회장 이정자 계성숙, 서기이사 김선화‘ 회계이사 박정례, 감사 남대회, 정순회 취임 
「안양 여류서예가협회」가 가입, 14개 단체가 됨. 

여성회관 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현판식 

6대회장에 이춘자, 부회장 이정자 계성숙, 서기이사 김선화, 회계이사 박정례, 감사 남대희, 정순회 연임 

「대한조산사회 안양시분회」가 미활동으로 탈퇴, 131H 단체가 됨. 

7대 회장에 황영희. 부회장 김명순. 김선화, 서기이사 박정례‘ 회계이사 이재선‘ 감사 장순태, 문말자 취임 
「안양시 생활개선회」 가입으로 14개 단체가 됨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의 가입으로 15개 단체가 됨 

「안양주부민속단」 가입으로 161H 단체가 됨 

「여성자전거연합회」‘ 「만안적십자봉사회」, 「동안적십자 봉사회」 가입으로 19개 단체가 됨. 
8대 회장 황영희 연입, 부회장 계성숙, 박정례, 서기 이재선, 회계 홍랑식, 감사 윤옥규, 김인제 취임. 
「주부예술단」 가입으로 20개 단체가 됨 

고유번호증 취득(안양세무서장 발행)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교부(경기도지사 발행) 

9대회장 계성숙‘ 부회장 이재선,구명자, 서기 홍방표, 회계 이순표, 감사 서인자, 최용주 선임 

회 장 

〔 지문위원 ) I 〔 염여휠징 ) 

bl 



행동샤 

1970∼80년대는 새마을운동 등으로 여성의 정신적 개혁이 

강조되었던 시기이며, 각종 여성지도자교육, 강습회, 강좌. 

시민대학. 주부대학 등에도 여성의 정신계발이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포함되었다 

이 시기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의 세세한 기록은 불행히도 

남아있지 않지만 이런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건데 여성 

스스로의 각성을 촉구하는 캠페인 전개와 새마을운동 솔선 참 

여 생활개선계몽사업‘ 인보활동 전개가 주축이 되었을 것이 

라유추할수있다 

안양상공회의소에 발행하는 「상의보」에서 몇가지 기록을 

발훼 수록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단체 청소의 날 설징〉 

안양새 ot을부녀교실 및 여성단체에서는 1975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일과 세째 토요일을 여성단체청소의 날로 정 

하고 대대적인 청소운동을 펴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에 실시 

되는 「청소의 날」에는 하오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동안에 걸 

쳐 집 앞 골목 하수구, 공동작업장, 쓰레기장 등의 청소와 상 

가유리창 가드레일 닦기. 그리고 뒷골목과 공중변소의 청소등 

을 실시하여 깨끗하고도 명랑한 고정을 조성케하리라고 한 

다(안$냉의보 1975.5.15 ) 

〈여성 단체서 고아원 방문〉 

1975년 9월 1 8일 한국부인회 이춘홍지회장을 비롯, 성조 

부인회장 성수옥씨. 안쟁동 새마을부녀교실 김순임회장 등은 

추석절을 맞아 관내 3개 아동복지시설(기독 · 평화 · 안양보육 

연말연시를 맞아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여성단체 회원들( 1970년대) 

6τ 

원)을 방문 각 부인단체별로 준비한 공동화 2백75컬레, 사과 

10상자 과자 27상자. 축구공 6개, 의류 4백13점을 현재 수용 

중인 2백 75명의 고아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고 위로했다(안 

%탱의보 1975.10.1 ) 

〈여성새마을촉진대회〉 

절미저축 365일 작전 및 여성저축 실천을 위한 안양시 여성 

새 o)을운동 촉진대회가 1976년 3월 1 2일 하오 2시 시청 회의 

실에서 우영환부시장을 비롯해서 ll7H 여성단체 회장단 변우량 

교수 그리고 여성단체 회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열 

렸다 이 자리에서 우영환 부시장은 대회사를 통해 「새마을운동 

은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도시새 

마을운동의 추진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과를 기 

대할 수 없으며 그런 뜻에서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도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우량교수(공 

화당 훈련원교쉬의 ‘도시새마을 운동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라는 주제 강연도 들었다 이날 여성운동에 공이 많은 송준임 (46 

세. 박달동 산8번지)외 1명과 평촌동 민백n않(대표 홍λ쁨), 관 

OJ동 마분마을(대표 김순운)등 2개 부락을 선정‘ 각각 표창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4백여명의 여성회원들은 애홍t하고 애족하 

는 마음으로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실천한다 절미저축 목표 

347가마 달성, 1천만원 저축을 위한 1주부 l통장 목표를 기필코 

달성한다는 등 새마을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3개 

항으로 된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청을 출발‘ 삼원극%에 이르는 

중앙로에서 가정의례 준칙 실천과 3대질서 확립. 합리적인 소비 

생활 등의 내용을 담은 프랑카드와 피켓을 들고 l만여장의 전단 

을 살포하며 가두캠페인도 아울러 벌였다 (안양상의보 

1976.3.15)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1980년 c~) 



〈여성단체회원 2백명 안버리기 캠페인 전개〉 

안양시는 안양시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1979년 3월 12 

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여성단체회원 2백여명이 대중 집합 

장소와 시장주변 등 시내 일원에 흩어진 쓰레기를 주어가면서 

소비절약과 안버리기 운동 그리고 보리쌀 혼식운동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하여 범시민의 참여로 확산 파급하는 전기를 만 

들고 있다. 오늘의 캠페인을 시발로 안양시 여성단체에서는 

계속하여 6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각 여성단체 및 지역에서 

2백명씩 참여 본격적인 캠페인을 벌릴 예정이다. 또한 평가회 

를 개최하여 성과가 우수한 지역과 단체에 대하여는 시상키로 

하였다 .(안$댐의보 1979.3.15) 

〈가정복지 향상 등 연구키로〉 

-여성단체장회의 사회정화 운동도-

안양시 관내 141B 여성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각 단체별 

로 1년동안 활동상황을 검토 평가하고 앞으로 추진사업에 대 

한 여성의 통일된 의견을 모아 변천해가는 오늘의 사회가 우 

ot뚝l앤얀어, "!7-~ 

페품활용 전시회(1978.6)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거리 캠페인(1974) 

리 여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려 새롭고 중요한 

여성단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개최했는데 중요사 

업 선정으로는 • 가정복지 호L상연구 • 여성 자질 횡냉을 위한 
교육 • 사회정화운동 • 저축생활화 실천 등 사업을 선정했으며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성들이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과 강연회, 좌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여 

성의 자질 햄o] 모든 일의 우선됨을 논의하고 앞으로 각 단체 

별로 여성의 자질 호냉을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과 

사치와 낭비를 추방하고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확립하는데 

앞장서기로 하는 등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협의했다(안%냉의보 1979.10.1) 

〈알뜰생활에 앞장〉 -소비절약 강연회-

안양시는 7월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안양시 안 

양1동 소재 문화예식장에서 관내 i 21B 여성단체 5백8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절약 및 가정의례실천을 촉구핸 강연회와 대 

대적인 가두 캠페인을 가졌다.(안%냉의보 1980.8.15) 

소비절약 강연회( 1980.7.3이 

IMF를 극복하기 위한 알뜰캠페인(1997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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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작한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 복지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또한 여성세력의 

결집화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발전해 왔다 

bl.I-

1987년부터의 활동 상황을 년도별로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987 • 심장병어린이돕기 메주바자회 개최(각 학교 심장병어린이 25명 도움) • 한시민 한나무 심기 운동 

• 시설아동 연합 운동회 개최 (1 일 대모 선정, 결연) • 미망인 위로회 개최 • 경기체전에서 향토음식점 운영 

1988 • 농촌농기구 보내기 운동 • 올림픽성화 봉송 자원봉사 • 장애자올림픽 자원봉사 • 젓갈바자회 

1989 • 영세모지돕기(자매결연) • 회관건립 기금 400만원 예치 • 시설아동 연합운동회 개최 • 전경 위문 

• 영세모자돕기 젓갈바자회 • 불우청소년 위안잔치 • 소년가장 자매결연 사업 

• 제70회 전국체전 여성자원봉사자 500명 활동 

1990 • 독거노인. 단체별 결연 • 사회복지시설 단체별 결연 

1991 •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거행 • 경로잔치 • 시설아동 연합체육대회 • 저소득 모자세대 돕기 

• 독거노인 돕기/자매결연, 위문 및 김장 담가 주기 • 군부대 및 전경 위문 • 소년소녀가장 돕기 

• 아동복지시설 위문 • 심장병 어린이 톱기 • 수해지역 수재민 돕기 • 아나바다장날 운영 봉사 

• 시민의 날 행사 봉사 • 아동 및 장애자복지시설 봉사 • 고부 대화의 날 운영 

1992 • 여성회관 건립기금 마련 대바자회 개최 • 모자가정 위로 간담회 • 안면기형 불우아동 돕기 자선대바자회 

• 고부 솜씨자랑 대회 • 고부 1 00~상 대화의 날 

1993 • 사랑의 모자학교 • 아파트 마음의 벽 허물기 • 고부 야외 심성훈련 • 소년가장 후원자 만남의 날 

1994 • 저소득 모자가정 방문 위로 • 맑은 물 지킴이 환경 감시원 발대 • 아나바다 상설시장 개장 • 사랑의 정 나누기 운동 

• 농사체험장 운영 • 저공해 비누공장 설립준비 • 저공해비누 보급 무인판매소 운영 • 고부 야외 심성 훈련 

• 영세 동거 부부 합동 결혼식 • 고부내렴 음식맛 자랑대회 • 어린이집 운영 

1995 • 쓰레기 종량제 실시 주부 순회 교육 • 사랑나누기 대 바자회 • 가족사랑 중창대회 

1996 • 저소득 모자가정 간담회 및 인성교육 • 사랑나누기 대바자회 • 사랑의 부부 수련회 • 자매결연지역 농촌일손 돕기 

1997 • 사랑의 부부 수련회 • 가정음식문화 개선 교육 • 설날맞이 작은 사랑 나누기 • 백혈병학생 돕기 

• 알뜰벼룩시장 개장 • 백만가정 한마음 통장갖기 운동 • 북한동포돕기 옥수수죽 시음회 

1998 • 자원봉사자 1일 연수 • 아나바다 상설매장 개장 • 중 · 고생 재활용교복교환시장 운영 • 자매부대 방문 

• 사랑의 그릇 니누기 • 환경시설 견학 및 현장 체험 • 중추절 사랑의 이웃돕기 • 여성소식지 창간 • 여성포럽 

• 여성지도자 연수 

1999 • 여성실업 극복지원센터 개설 • 소년소녀가장돕기 결연 • 도움정보 주고받기 • 알뜰벼룩시장 개장 

• 사랑의 징검다리 대바자회 • 수재민 돕기 긴급봉사 • 말기암환자 돕기 자선바자회 • 여성발전사 제작준비 

2000 • 음식 나눔 은행 설치 1377 . 사랑 나누기 알플대바자회 •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 사랑나누기 알뜰대바자회 개최 • 안양여성단체사 발간사업 (3개년사업) 

2001 • 여성능력계발솜씨대회 • 단체 임원 1일 연수 • 수해복구 봉사 • 년말이웃돕기 • 한마음체육대회 

• 여성포럼 • 여성소식지 발행 



주~웰3응 웅경.-\1 

여성의 지위 횡댐과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발전적 전략을 모색하며, 여성단 

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요 일치된 의견을 모아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반영함으로 여성 발전과 권익신장을 꾀해 온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의 주요 활동 현황을 사진자료와 함께 살펴본다. 

1) 여성의 사외잡여 확대 및 여성단체 발전을 워안 걸질의 장을 마련 

--l붙i딛야임널륜필I~밀i셈lll i댐l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는 2000여 명의 안양여성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대단위 규모로 매년 1 2월에 개최되는 여성 

대회의 2부 행사로 열리고 있다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4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어지는데 참가자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경기, 응원전, 장기자랑 등을 통해 여성들의 사기 진작과 단결,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0깨"t't'*-t' -t.t"tun 0개'·i1-f-7·~ 야ιt 

저13기 「상설부녀기능대학」 탈춤반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후 여성단체장 간담회/여성단체 활동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 1989.10.19) 토론을 통하여 단체간의 활동을 교류함(1998) 

여성발전을 위해 뜻은 있으나 여러가지 여건의 제약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중부수련회에서 안앙시여성지도자 1일 연수교육을 받고 있는 회원들 
분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여성단체 후원회 만남의 날( 1999.6.7) (2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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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i ~훤필|셈댐ιi셈-

매월 2일을 〈정기 월례회의〉로 정하고 협의회에 가입한 20개 단체 회장들과 이사‘ 자문위원.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각 단체별 사업보고 등을 통하여 단체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단체간의 친교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이 모 

색 되어지고 있다 

녕i AV&획~i.tl l씨.멜lj-

년 2회(봄,가을) 안양지역 전 여성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여성단체간의 상호교류 및 사업정보 교 

환 등을 통하여 여성 발전에 이바지하고. 바람직한 여성 활동 및 문제점 등을 함께 토론하므로 효과적인 여성사업의 방향 등을 

모색하고 있다 

딩i A'ir&:,;픽뜯톨띄~.매ii.I i혐-

여성의 시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1 978년 5월 가정의 달 기념으로 시작된 〈안양시여성글짓기 

대회〉는 경기도 백일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내는 것은 물론‘ 여성문인 발굴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대회는 거듭 

발전을 계속해서 현재 〈안양시 여성능력계발 솜씨대회〉로 확장 운영되고 있다 〈여성 능력계발 솜씨 대회〉는 2차례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데, 그 하나는 솜씨자랑으로 주부와 초중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글짓기 사진촬영-그림그리기 대회이며 

물은 서예-사군자-꽃꽂이 대회이다 

그리고 1980년부터 시작된 〈여성등산대회〉를 비롯해서 〈부녀사업 촉진 여성대회〉‘ 〈여성작품 전시회〉. 〈여성대회〉. 〈한마음 

체육대회〉. 각종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권장 유도하고 있다 결의대회나 캠페인은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그를 통해 사회를 읽을 수 있는데 199 1년에는 1 47회 17 .06 1 명이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공명선거 등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근래에는 소비자나 환경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와 아울러 장묘문화개선 

에 따른 교육과 캠페인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o:f서」웅 우,,. t 얘I- ~ 

저1 1 회 〈안앙시 여성글짓기 대회)(1978.5.9) 

〈여성 탁구 대회〉 제7회 〈안앙시 여성 등산대회〉( 1987.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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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글짓기 ‘ 여성그림그리기 ‘ 사진촬영 대회 개희석 
( 2001.4. 15, 중앙공원) 

〈여성 능력계발 솜씨대회〉 서예부문 휘호대회 
( 2001.4.25, 문예회관) 

저11 회 〈안양시 여성작품전〉 ( 1990.11.9, 문예회관) 

가족글짓기 대회 장면 
(2001.4.15, 중앙공원 ) 

〈여성 능력계발 솜씨대회〉 꽃꽂이부문 ( 2001.4 25, 문예회관)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안앙 실내체육관 개관 기념으로 여성행사가 
제일 먼저 개최되었음도 주목할만하다,( 2000.11.13, 안앙실내체육관)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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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회원들의 일본 소목시 방문( 1981.8.19 ) 

훌필훌훌멸훌훌! 

일본 소목시 부인회원들의 안앙 방문( 1981.8) 

지구수비대를 위한 자원봉사대 스웨덴의 에코( EC이 가족운동 현장 
견학( 1997 6 3) 

2) 여성 발전 및 복지사외 구면에 기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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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앙여성단체의 방문 기사가 실린 일본 소옥시 신문 

1 981년 일본 소목시 부인회원의 안양 방문을 시초로 5회 

에 걸친 일본 소목시 방문 교류‘ 또한 2000년 12월에 우수 

여성정책사업 시상 등으로 일본 소목시 여성단체를 방문하 

여 정보 교환 유대를 강화하였다. 1996년‘ 중국자매도시인 산동성 웨이팡시를. 1997년도에는 여성단체장과 공무원 12명이 동 

남아(싱가폴,태국)를 방문하여 여성단체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1 998년에는 핀란드, 노르혜이, 스웨덴의 여성단체를 방문하고 

환경 및 사회복지 시설 비교 견학과 여성복지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돌아왔다. 

또 타지역 여성단체와 교류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매년 팔도 자매결연군 일손 돕기와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선진지 방문도 하고 있다. 

bS 



t8 ---침탤웰률l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 중에서 사회봉사활동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봉사의 대상도 시설아동을 비롯해서 영세모 

자, 청소년, 수재민, 농민, 실직자 독거노인에까지 이르고 있다 수재민을 돕기 위한 “사랑의 그릇 나누기”와 ”사랑나누기 대 

바자회”, ”자매결연지역 농촌일손돕기”, “김장담그어주기‘’등은 많은 회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뜻 깊고 아릉다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시설을 돕는 일을 위해서도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힘을 보태왔다. 

사람나누기 알뜰 대 바자외 

〈사랑나누기 알뜰 대 바자회〉는 1998년부터 매년 10월에 201H 가입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하에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근검 

절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으며 단체별 판매품목 이외에 기증품 접수처를 통하여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판매 이익금은 어려운 이웃돕기를위한 사랑나누기에 전액 사용된다 

중추절 사랑의 이꿋돔기 

중추절을 맞아 외롭고 쓸쓸하게 한가위를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과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사랑의 선물과 성금을 지원하 

며,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이웃돕기」를 매년실시하고 있다 

녕i ----짜훨를필팩흩캘킥l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운동을 활발히 벌여 1997년에는 경기도로부터 ‘가정음식물 쓰레기 줄이 

기’ 분야 우수상을 받았으며, 1997년 한해동안 순회교육 2백 17회, 현장체험 5회, 알뜰바자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 2만4 

천명에게 환경보전과 소비절약의 중요성을 알려왔다. 또 수분제거통 3만여개를 각 가정에 보급하는 한편 음식물의 구입부터 보 

관, 조리, 설거지, 식습관까지 단계별로 음식 쓰레기 최소화 실천방법을 마련. 97년 안양시의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96년에 비해 

28.5%나 줄어들도록 하였다. 또 1998년 2월에는 “몸에 맞으면 그냥 갖고 가세요 라는 슬로건 아래 〈교복교환시장〉을 운영‘ 물 

려줄 대상이 없거나 입지않고 방치된 교복을 재활용하는데 기여하였다 또. 1999년 1월부터 IMF로 국가경제 및 가정경제 악화 

로 여성실업자가 급증하자 일자리를 구하는 여성을 위해 「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를 개설, 여성 취업 알선에 크게 이바지하여 여 

성의 일할 권리와 가정 경제난 극복에 일익을 담당했다 

’‘H,,본샤의 캔7-~ 

1977년 7월 8일 안양천범람 대홍수 수해복구 현장에서 급수봉사를 경기지역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 발생, 수해현장에 사랑의 접시를 
하는 여성단체회원들 전달하기 위한 작업 중( 19987) 

bq 



중추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찾아 사랑의 선물 전달 
(1998.9. 장애자요앙원 행복의집 ) 

IMF 로 어려워진 국가 경제 및 가정경제 회복을 위해 〈여성 실업 극복 지원센터〉 시설아동 연합 운동회(1 일 부모 되주기 ) 
개설 . ( 1999. 1. 18) 

〈사랑나누기 알뜰바자회〉가 개최되고 있는 여성회관 광장(2000 10 %∼25) 법계지하철역 입구에서 개최한 〈년말 사랑의 
단체별 판매품목 외에 기증품 코너가 인기였다 대바자회)( 1998 . 12 . 1 9 ∼27 ) 

’ 88 서울올림팍 성화봉송주자 환영을 위하여 기다리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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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동에 위치한 쓰레기처리장을 방문, 분리수거작업을 하며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회원들(1997.8.11) 



‘a l암.빼뾰월휠-

「안앙여성소식지」 발간 

년 4회 계간으로 발행하는 「안양여성소식지」는 안양 여성들 

의 크고작은 소식들을 한데 모아 한 권의 계간지로 발행함으로 

서 여성단체간의 정보교환은 물론 기록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 

용되어지고 있다. 

여성지도자연수 

여성지도자 연수는 각 단체 회장과 임원들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매년 6월 실시하고 있다 

지도자의 리더십. 효율적인 단체 운영 방안 효과적인 회 

원 관리, 지도자의 자질 호b상 등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 

목과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 등을 제 

시하여 리더자로서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꼭 필요한 프로 

그램으로자리잡고 있다 

여성포럼 개죄 

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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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앙여성소식지 
장간호 

매년 여성주간으로 지정된 7월 1일∼7일 사이. 당해년도의 여성과 관련된 당면 과제와 현안 문제 등을 주제로 선택하여 「여 

성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여성들이 알아야 할 당면 문제와 현안 문제들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힘빨 제시 

하고 여성정책으로 반영하여 여성발전 및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앙여성단x11 사」 발간 

21세기를 맞아 여성단체들의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 보고 그동안의 활동을 재조명하여 정리함으로써 향후 21세기 여성단체의 

활동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여성단체의 활동상을 자료로 남기기 위해 「안양여성단체λh를 발간키로 결정‘ 2000년 1월 
부터 2001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 사업을 진행 발간을 완료하였다 

여성단체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시 .(2000 12.22) 〈안앙여성단체사〉 발간을 위해 실무자들과 역대 회장들이 모여 수집 
된 자료를 점검 중 (2001.7.20) 

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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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회장 정 어 진 

• 생년월일/1939년 7월 26일생 

• 재임기간/1985년∼ 1987년(3년) 

• 홀트아동복지회 원장. 경기도여성정책실장 역임 

현) 해관보육원 원장 

• 2 ∼4대회장 이 청 형 

• 생년월일/1936년 9월 7일생 

• 재임기간/1988년∼ 1993년(6년) 

• 걸스카우트안양지구연합회장 역임 

현) 안양치과원장 

• 5∼6대회장 이 춘 자 

• 생년월일/1945년 4월 2일생 

• 재임기간/1 994년∼ 1 997년(4년) 

• 안양JC부인회장 역임 

현) 안양지역기독교여전도회장 

• 7 ∼ 8대회장 황 영 회 

• 생년월일/1942년 5월 20일생 

• 재임기간/1 998년∼ 200 1 년(4년) 

• 걸스차우트경기안양지역연맹장 역임 

현) 효산의료재단 안양병원 원장 

• 9대회장 계 성 숙 

• 생년월일/1947년 7월 30일생 

• 재임기간/2002년∼ 

• 안양JC부인회장 역임 

현)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c. 1홀 만흩t달헥l 략:"t 및 혈활 

「안앙 시민의 날」 기업 퍼레이드에 참가한 여성단체 회원들(2000.10 . 7)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는 201H 의 산하단체가 있다. 각 단체는 그 특성에 따라 사회봉사, 

여성문화의 홍L상, 여권신장, 가정생활 개선운동, 소비자 운동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이 소속되어 

있는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전진시키고 있다 

여기 각 단체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활동하였는가를 정리함으로써 그 미래상을 밝히는데 일익을 

다하고자한다. 

산하단체 순서는 가입 순서에 준하였으며 「적십자 봉사회」는 편의상 순서 무시, 「적십자 
안양봉사회」에 이어 연결 수록하였다. 



• 
“여 성 의 복식” 

갑오경장 이후 신분계급이 폐지되고 조혼의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등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기독교의 전래와 여성 교육 

기관이 설립되어 여성들도 개화사S때 서서히 눈을 뜨게 되었다 이와같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효쌍되자 여성들의 복식에도 차츰 

변화가나타났다 

개화기 여자 복식의 가장 큰 변화는 효빽의 개량과 양장의 착용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시작됨에 따라 장옷이나 &개치마를 벗 

게 되었고 저고리의 길이는 길어지고 치마는 짧아지면서 통치마가 등장하고 한복의 개료에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의 언론 계몽의 

역할이컸다 

19세기 일부터 20세기초까지의 한국복식사상 옆선이 없어지는 가장 짧은 저고리가 착용되기도 했다 따라서 겨드료에 밑의 살을 

가리기 위해 특수한 허리띠가 있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이후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였고 길어진 저고리와 함께 유학하던 여학생들이 입던 검정색의 짧은 통치 

마가 국내에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 동치마는 무릎 아래까지 닿는 짧은 치마였으며 주름을 넓게 £댔다. 1940년 이후에는 다시 저고 

리 길이가 짧아져 적당한 길이가 되었고 깃길이와 고름은 길어졌으며 고름대신 브로우치를 달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속적삼, 'Ct속곳. 속속곳 다리속곳 너른 바지 등이 있었으며, 뒤만 터서 밑을 여민 개량바지가 나오고 또 한복의 속옷은 

짧은 괜티와 어깨허리 속치마로 대신하게 되었다‘ 저고리 위에 덧입는 배자‘ 갓저고리‘ 마고자 등의 매우 사치스런 옷도 있었다, 

1920년이후에는 고무신이 나와 신발의 혁명을 가져왔으며 운동화, 구두가 나왔다 

머리모앙에는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여 쪽머리를 한사랍도 있었고 이화학당의 여학생들은 팝프도어를 했다고 한다. 1934년에는 단 

발을 하였으며 1937년경부터는 퍼머넌트가 유행하였다, 쓰개치마와 장옷대신 양장과 목도리 즉 쇼올이 생겨났다. 

유학파와 전도부인, 왕실여성 및 외교관의 부인들이 앙장을 가장 먼저 착용하게 되었다, 이시기 양장의 형태는 양어깨가 올라간 

큰 소매에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 밑으로 퍼진 치마의 겁스 걸 스타일로 목에 리본을 달아 여성적으로 보였다 



안양씨橫회 
\、/

설립목적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 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 

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새마을부녀회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교육활동및 홍보활동 

부녀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업무 조정‘ 지도 육성 및 지원 

회원 상호간의 친목 유대강화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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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활동을 통해 정신계발과 자질홍냉을 도모하고 여가선 

용으로 가정복지 힘h상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 

에 이바지하고자 1968년부터 전국 각 시 · 도에 부녀교실을 

설치 운영하여 왔는데 안양에는 1973년 8월 28일. 시 승격 

이후 첫번째 여성단체로 「안양시새마을부녀교실 안양시협의 

회」가조직되었다 

한편 관련기관에서도 마을 단위 부녀회를 통해 농촌생활개 

선지도(농촌생활개선구락부) , 저축 장려(농협부녀회). 가족 

계획사업(보건소가족계획어머니회)을 추진해 오고 있었기 때 

문에 통일 대상인 부녀자를 지도할 때 상충‘ 중복 등의 혼란 

과 부작용을 초래되었다. 그 개선을 위해서 안양시에서는 회 

의 장소와 날짜를 통일하게 하고 일정을 조절히는 등의 연합 

운영을 실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후에 이런 연합운영은 1977 

년 7월 8일 국무총리훈령 제 141호에 의거 「새마을부녀회」로 

명칭을 바꾸고 제조직을 통합 일원화할 때 시범사례가 되었다 

「안양시 새마을부녀회」 조직η찌의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 

과같다. 

1973. 8. 28 「새마을부녀교실 안양시협의회」 조직 

김영자회장선출 

1977. 10 국무총리 훈령 제 14 1 호에 의거 자생조직 

을통합새마을부녀회 조직 

1977. 10 초대회장 이인숙회장 선출 

새마을부녀교실 창립총회( 1973 8. 28) 

7b 

책3응샤 

「새마을부녀회」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계몽 및 

새마을 지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조직대상은 20세 이상 60 

세 미만의 여성으로 기성조직(부녀교실. 새마을부녀교실, 가 

족계획어머니회. 생활개선구락부)에 침여한 자는 전원 참여토 

록 하여 회원은 1 8.400명 (1973년 8월 현재)이었다 

「새마을부녀회」는 동통 단위로 조직되었고. 「부녀지도협 

의회」와 「새마을부녀회 시연합회」가 설치 운영되었으며. 송 

신실. 성수옥이 명예자문위원, 남정자, 최경순, 신영순 이인 

숙 정경순, 박내순. 윤옥규‘ 윤혜숙, 황영화 김정숙, 정문자 

가 초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안양시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은 도시새마을운동과 그 맥 

락을 같이한다 70년대 도시새마을운동의 대표적인 사업은 <3

대 질서운동】과 【10대 중요 구심사업】을 들 수 있다 【3대 질 

서운동】은 정신질서, 행동질서. 환경질서를 그 내용으로 한다 

〈정신질서운동〉으로 새마을정신을 배우고. 이웃 · 계층간 유 

대의식을 함양. 충효 · 경로 등 전통윤리의 창조적 계발 및 진 

작, 공동체의식 강화 등이며 〈행동 질서 운동〉으로는 거리질 

서 지키기, 거래질서 지키기‘ 공중도덕 지키기‘ 시간 지키기‘ 

음주 추테 안하기, 노상 폭행 안하기 등이다 〈환경질서 운동〉 

으로는 내 집 · 내 점포 앞 내가 쓸기‘ 가로 환경 정비 · 정돈. 

새마을부녀교실 시 협의회( 1974) 



생활주변 가꾸기, 푸른 도시 · 푸른 하천 가꾸기 등이다. <10

대 중요 구심사업】은 새마을청소 시장새마을운동, 도시녹화, 

새마을금고의 육성. 뒷골목 정비‘ 명랑질서운동, 반상회 운영, 

소비절약운동, 새마을분위기 조성 등이 있다 또 1974년부터 

는 매월 1일을 새마을의 날로 지정, 아침 1시간 동안 가정, 

학교 직장, 단체별로 청소를 실시하여 도시 새마을사업의 선 

도적사업으로 일상화 시켰다. 

깨마을부녀회」는 이러한 모든 새마을사업 전뺀1 걸쳐 노력 

봉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녀새마을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정부 주도로 추진해 오던 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주도의 체제로 변환하였다. 1980년 12월 1일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었으며, 1980년 12 

월 13일자 법률 제3269호로 공포 • 시행된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장설되었다 따라서 

깨마을부녀회」도 그 산하로 흡수되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의 산하조직으로 째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를 두었교 시 • 도 

에 지부(支部)를, 시 · 군 • 구에 지회(支會)를 두었으며 
읍 • 면 · 동과 마을에는 남녀 새마을지도자를 두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새마을운동과 함께 부녀회 활동은 지속 

되어 1 980년대로 들어오면서 고도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선진 

시민의식의 함양에 목표를 두고 행정주도 체제에서 민간주도 

운동으로 그 방홍탤 전환하였다 

80년대의 대표적인 사업은 【3대시민운동】과 【손님맞이 새 

마을운동】이다 【3대시민운동】은 소비절약 준법정신, 인보협 

동을 말한다.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이 【3대시민운동】의 교 

육 · 홍보 •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폐품수집, 중고품 교환, 휴 

지 안버리기‘ 거리 · 환경 • 행락질서 바로잡기 등의 민간 계 
몽의 전방위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생 

활오수로 오염된 안양천과 유원지의 정화사업, 산에서의 취사 

금지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상당한 결실을 얻었다 

무굳화 심기(1984.4.14) 꽃길 가꾸기( 1993) 

올림픽 꽃탑 잠식( 1988.9.6, 인덕원사거리) 

【손님맞이 새마을운동】은 ‘ 86아시아경기대회와 ’ 88서울올 

림픽을 대비하여 질서 • 친절 · 청결 생활화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안버리기 대회, 무궁화심기 대회‘ 하천정화 대회. 

올림픽꽃탑 장식, 거리 청소 등이 그것이다 그 결과 거리 · 
상거래 질서 정착과 각종 서비스 업체의 시설 개선, 손님맞이 

친절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또한 가로 환경 정비, 도시 색채 

환경 개선 등 도시환경이 잘 정비되어 양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1990년대 들어 도시새마을운동은 질서확립, 환경정화. 사 

회봉사 시민화합에 사업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이에 발맞 

추어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내고장 환경 가꾸기, 경제 살리기, 

도 • 농간 직거래 촉진, 건전 생활 운동, 도덕성 회복 운동, 

자원봉사 등에 역점을 두었다 내고장 환경 가꾸기의 일환으 

로 실시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 

진되고 있으며, 맑은 하천 가꾸기, 수돗물 아껴쓰기, 자연환 

경캠페인, 환경가꾸기 웅변대회 개최 등과 아울러 매년 6월이 

면 〈방역봉사발대식〉을 가짐으로 방역봉사활동도 벌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90년부터 실시 되어온 폐자원 수집에 대해 장 

려금을 지급하는 〈폐자원 수집 경연대회〉와 쓰레기 분리수거 

를 통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공시설 물청소(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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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정화 대회( 198이 

특히 〈폐자원 수집 운동〉은 새마을 자립기금 확보리는 2중 

효과를 거두어 수익사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어 현재 각 동 

별로 활발하게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성장하였다 

「새마을부녀회」의 사업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양시 

로부터 위촉받아 운영하고 있는 폐식용유 이용 〈재활용비누가 

공센터〉이다 초기에는 10평 미만의 콘테이너에 비누 믹서기. 

비누건조용 플라스틱 판과 간이 절단 장치를 믹서기에 붙인 

열악한 시설로 폐식용유에 가성소다를 넣어 손으로 짖는 수동 

적인 생산방법을 사용하다가 94년 안양시청과 동안 · 만안구 

청의 지원을 받아 비누 제조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녀회원들이 하루 3∼4명씩 교대로 봉사조를 편성. 바누를 

만들고 있다 생산 규모가 커지자 폐식용유 수거와 비누 판매 

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으나 「시정뉴스」, 「반회보」 등에 홍보 

내용 게재. 재생비누 제조과정 견학에 학생들 초청 각 동사 

무소에 투명 플라스틱 비누 판매대 설치 · 사용 권유‘ 건강 걷 

기 대회 · 자전거 타기 대회 등의 참가 기념품으로 비누 나누 

어 주기. 폐지와 비누 교환해 주기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 

을 벌인 결과 현재는 년간 1 0만장을 생산하게 되었다 또 「안 

에고7-~ #71, 1~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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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 여성과」에서 관내 뉴욕제과 신라명과와 급식 인원이 많은 

공장식당, 인근 군부대에 협조 공문을 보내주어 폐식용유 수거 

에 큰힘이 되었다 

지금까지 재생비누 판매 수익금은 •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2회 45쌍(1995 ∼ 1 996) • 소년 소녀가장 초청 간담회 3회 

(1994 ∼ 1996년) • 강릉지역 침투 간첩 토벌 작전 중이던 국 

군장병 위문( 1996년 추석) • 파주 연천지역 수해당시 비누 

3.000장 및 생필품 지원( 1995년∼ 1999년) • 동해시 산불 피 

해 의연금 1 50만원(2000년 5월 16일) • 독거노인 효도관광 7 

회 (1995년∼2001 년)에 사용되었다. 

이같은 활동은 수범사례로 인정되어 2000년 6월, 「전국새 

마을지도자 총무교육」시 조금영회장이 ‘가공센터 운영‘ 을 주 

제로 사례 발표를 하고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96년 4월 28일부터는 팔도 벽지 농촌과 자매결연을 맺 

고 해마다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와 〈농산물 판매〉를 돕고 

있다 농촌 일손 돕기는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강원도 영 

월군에서 고추 모종심기, 고추 지지대 설치. 고추 따주기 등 

을 주로 하며 수확된 고추‘ 배추. 사과 감자 직거래 사업을 

한다 2000년도에는 괴산군 생산 감자, 김장배추 2.0000포기 

영월군 건고추 6.000근을 팔아 주었다 

이밖에도 IMF 때는 〈금 모으기 운동〉과 〈경제살리기 국민 

저축운동〉. 〈재활용품 수거운동〉에도 앞장섰으며, 아울러 독 

거노인과 장애인 돕기. 독거노인 효도관광, 실직자 돕기‘ 김 

장 담기주기, 쌀 나눔 운동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 

고있다 

또 96년부터는 〈새마을가족 한마음체육대회〉를 열어 2000여 

명의 새마을기-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화합의 시간도 해마다 마 

련하고 있다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 요ζ〉 

국토대청결운동 3월과 5월에 시내도로변안양천,학의천역공원등 청소(매년 실시) 

맑은 하천 7}꾸기 • 안양천 정화대회 안양천. 학의천 등의 하천정화운동 

만안교사적지 보호 및 삼막천 자연정화대회 만안교 삼막천주변청소 

웅변대회. 사생 및 백일장대회 초등학생 환경가꾸기 웅변대회 환경가꾸기 사생 및 백일장 대회 개최(1996) 

방역봉사대 발대식 6월 1 일. 방역봉사대 발대식 후 9월까지 방역봉사활동을 함.(매년 실시) 

산불예방 및 관악산 자연보호 캠페인 동안구 새마을부녀회가 주관‘ 캠페인 활동을 벌임( 1996.4 .23) 

담배 꽁초 안버리기 캠페인 각동 부녀회원이 전단 배부, 현장 계도를 벌임(19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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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며0 

무궁화심고가꾸기 운동 

내고장환경지킴이 

소하천살리기 운동 

11,1.-fl 암꺼7’짜 1.,원1,,책용 

나라경제 살리기 운동 

남은 음식을 이용 요리솜씨 자랑대회 

재활용비누 가공센터 운영 

알뜰벼룩시장 

에너지 절약 캠페인(1990.10 19) 

사 어벼 도J 

안양동 대우아파트 주변과 안쟁동 안%뇨공전 뒷담길 

범계동 공원 주변에 무궁화 심기( 1 998.4.1 ∼ 4.11) 

서울시 난지도를 방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견학( 1999.6.17) 

남녀 새마을지도자 및 주민 10,000명이 참여 

동별로 학의천 안양천 담당구간 대청소(2000.5 .20 . 6.17) 

경제살리기 캠페인, 결의대회 ( 1 998 .1 ∼ 11 ) 

• 금모으기 행사/1998년 1.22( 목) 13:00 ∼ 17:00까지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에 

서 행사를 벌여 금 289돈을 모음 

• 나라사랑 고철 모으기 경진대회/1998. 2. 16( 월) 10 ‘:oo∼ 17 ‘:oo까지 대한전선 

앞 학의천 고수부지(고철 수집량 62톤) 

• 전국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관양1동 남,녀지도자협의회가 협동상(새마을 
중앙회장 표창) 을 수상(1998.5) 

실직가정 지원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종 수집량 142.4톤, 수집판매대금과 
경진대회 시 ).J-금은 실직가정돕기 김장담가주기 비용으로 사용 

각동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모여 경제교육을 받고 남은 음식 이용요리 품평회를 가짐. 

호계1동 부녀회장 윤경자의 ‘감자케익’ 이 최우수 으뜸상을 받음(1999.7.5) 

새마을부녀회원 매일 3∼4명씩 봉사 재생비누 생산 및 판매 활동을 벌암 

수익금으로는 독거노인 효도관광 비용 의연금 등으로 사용함.(계속사업) 

헌옷, 도서, 가전제품 교환, 저공해비누 판매 

사재기 추방 거리캠페인( 1991) 남은 음식을 이용한 요리솜씨대회(1999.75) 

, •- 경제살리기 
금모으기 운동 
( 1998.1.22) 

재생비누 판매 및 • 
에너지절약 
가두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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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품 수집 운동 재활용비누 가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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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김장담가주기 독거노인, 실직가정, 불우이웃 등에게 김장 담기주기(매년 실시) 

며느리 봉사대 발대식 및 새마을교통봉사대와 연합,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가까운 명소를 관광시켜 드림 

독거노인효도관광 (매년 실시) 

경로위안잔치 동안구, 만안구 별로 관내 노인 접대(매년 실시) 

동거부부합동결혼식 결혼식을 못 올린 동거부부들을 위해 합동결혼식 마련(95, 96년 3회/ 38쌍 결혼) 

경기도 연천,문산지구 수해복구 지원 및 의연금품 전달(1996.7 . 30) 

수해복구지원 
경기도 파주 수해지역 복구작업 자원봉사( 1998.8.25)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수해지구 수해복구작업 자원봉사(1999.8.5)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 유원지 수해지구 수해복구작업 자원봉사(1999 . 8.7) 

자원봉사대축제 3개 보육시설 자원봉사 헌혈, 자연보호활동 

불우이웃돕기 가스폭발 사고를 입은 비산1동 부녀회 총무댁 방문 

장애인 및 독거노인 무료 의료 진료 안양시 장애인복지관‘비산사회복지관에 의약품 지원 

중국단동시 조선족중학 자매결연 단동시 조선족중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서 10‘000권 한복 60벌. 태극기 500개, 학용품 전달(1997) 

한가위-사랑의 쌀 나누기운동 전개 추석절 전후로 각동별 불우 이웃, 시설기관을 선정, 쌀 전달(99년부터 매년 실시) 

실직가정을돕기 위한 동안여성회관 앞 광장에서 건고추,야채류,중고의류,건어물.향토음식 시식판매. 

새마을알뜰마당운영 저공해 비누 판매를 실시, 

수익금으로 연말연시 실직가정 불우이웃 김장 담가주기에 활용 

북한동포돕기 운동전개 북한 주민돕기 의류 및 어린이 겨울용품 35박스를 모아 

경기도새마을 부녀회에 전달 

길거리 농구대회 개최(만안구 관내 32개팀 참가) / 1996.11.17‘ 1997.10.19 

청소년 봉사 
안양1번가 밤거리 청소년 선도( 1997.10. 6∼ 12) 

학교폭력추방운동 전개.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상담실 운영( 1999.3∼ 1 2 ) 

불우청소년 . 소년 소녀가장 초청 간담회(매년 실시) 

so 



’심깅껴입훌를 
용화의칩 앙노원 김장J담그어주기 
‘힌"l.N n~애메빼M .‘빠l도얘g구.의g 

.찌Uf!t애!'ilU. 1111빠fl!f.시찌l 

「안양시재샘비누가공센터」 앞 광장에서 불우이웃 김장 담가주기 「평화의 집」 앙노원 김장 담그어주기’ 
(199312. 3∼ 4) 

만안구새마을부녀회 주관 합동결혼식, 동거부부 12쌍 결혼 중국단동시 조선족중학교 도서보내기 ( 1997 8.27 ∼ 9 1) 
( 1995. 10.26) 

새마을 독거노인 효도관광 독거노인 방문 돌보기 

새마을 효도 경로잔치 (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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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벼 베주기(1995.1 0 ‘ 1 3) 

농촌일손돕기 
옥천군 동의변(관양1동)영월군 주천면(동안구),괴산군 문광면(만안구) 고추따기( 1996.8.22)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고추따기(1998.9 . 29) 

강원도 영월군 고추 지지대 설치, 고추 겹순따기. 수박밭 비닐도포 작업 ( 1999 . 5 . 28) 

안양포도 살리기/관양1동 31-1. . 비산3동 44 포도밭에 포도봉지 씌우기 작업(매년 실시) 

김장시장개설 동안구청 앞 공터 이용 김장시장 개설 ( 1 995) 

팔도 벽지농촌군과 자매결연 벽지 농촌 7개군과 자매결연 결연식. 농 · 특산물 팔아주기( 1996.4. 26 ∼) 

농산물장터 개설 
추석절을 맞이- 팔도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장터를 농협 히나로마트 장터에 개설 

( 1 996 . 9 .1 9 ∼ 24) 

벽지농촌 감자팔아주기 강원도 정선. 평창군 감자 팔아주기( 1996.12 ∼ 1 997.1) 

배추팔아주기 경기도 안성군 양성변의 배추 6.000포기 판매 

자매결연군 고추 팔아주기 강원도 영월군 건고추를 새마을 알뜰마당과 새마을부녀회에서 판매 

농촌일손돕기 새마을 운동( 1980.5.28)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고추따기, 비를 맞으며 봉사( 1998.9.29) 

안앙포도 살리기/포도봉지 씌우기(20이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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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언젠 강휠헐&이I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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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부녀회 직거래 장터( 1988.8.17) 강원도 정선 고추 팔아주는 호계 l동 새마을부녀회( 1993.9) 

를2.I 뇨사를l먹기훈틀으로 놓혼경제앙리자 

9, 혔;:~멤”ef!품콸.。및룰좋좋D멜 

1993 새마을 알뜰마당 1998 새마을 알뜰마당 

7’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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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지 터밭가꾸기 4 .500여 평에 콩‘ 채소 경작, 480여 명 참가(1995.4.1 5) 

광복절 국기달기 운동 평촌동협의회를 중심으로 광복절 국기달기 운동을 펼침 (1995.3.1 ∼ 8.15) 

건강걷기.건강달리기 대회 개최 (1995.10.22) 

시민 퍼레이드 참개평촌학운공원 집결해서 평촌 중앙공원까지 

안양시민축제 참가 시민축제 참가 내빈 및 종사자에게 육개장 접대 

(평촌중앙공원 관리사무소 식당 사용 중식,석식 4회)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의 ·여성단체 바자회 참가 

여성단체 바자회 참가 동안구 여성회관 앞 광장에서 각동 새마을부녀회장 40여명이 참여 국수 빈대떡 등 판매 

수익금 420.000원을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 기탁 

안양시 여성대회 참가 안양시 여성과 주관 ‘안양시 여성대회‘ 에 각동 새마을부녀회원 800여 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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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꾸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 

는데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새마을 자원봉사자 교육 새마을지 

도자 정보화 교육(안양시청 전산교육실)‘ 지역사회 가꾸기를 

위한 지도자 교육(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민간사회 안전망 

선포식 교육 각 통 총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 총무교육 

등이 있다 

그리고 각종 새마을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는데 그 대회로는 

새마을경기도지사에서 주관하는 「부녀평가대회」, 「지역평가대 

회」, 중앙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와 안양 

시지회에서 주관하는 「새마을결산대회」가 있고 이 대회를 통 

해서 경과보고와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등이 이루어지고 있 

다 「안양시새마을부녀회」는 1998년 「경기도부녀평가대회」에 

참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98.12.22) . 

CZ, 4-

「안양시새마을부녀회」의 새마을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82분기포상 / 이은혜(82 . 9.27, 대통령상) 

• 새마을 지도자 대회/ , 박찬분(87.1 1.1 9 . 대통령상) · 최은 

덕( 92.11.1 7‘대통령상) • 구순자(96 . 11.22,대통령상) • 황 

효숙(87 .1 2 . 3 1. 내무부장관상) · 이정재88.1 2 . 3 1. 내무부 

장관상) · 신옥희 (89 .1 2 .1 3. 내무부장관상) · 구순자 

( 90.1 2.26, 내무부장관상) 

•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김정자(92 . 11.1 7 . 내무부장관싱) 

• 새마을지도자결산대회 / 장인순( 93.1 2.29, 내무부장관상) 

· 정정순(93 .1 2 . 29 . 내무부장관상) , 채숙자( 93 .1 2.29. 내 

무부장관상) · 박덕순(94 .1 2.30‘ 내무부장관상) · 한정연 

새마을지도자 정보화 촉진교육(2000 7 18 ∼7 28) 

(94 .12.30. 내무부장관상) · 이양자(94 .1 2 . 30‘ 내무부장관 

상) · 조금영(95 . 12. 5 내무부장관상) · 오인숙(95 , 내 

무부장관상) · 장순남(96 . 내무부장관상) • 최관순(97 ‘ 

내무부장관상) · 길인순(97 . 내무부장관상) · 승임순(97, 

내무부장관상) • 이순식(98. 내무부장관상) · 최옥순(98‘ 

내무부장관상) · 안정희 (99 . 내무부장관상) · 김영자 

(2000. 내무부장관상) -김기영 (2001. 국무총리 표창) . 

조금영 (2001. 국무총리 표창) 

역대회장은 l대 이인숙( 1 977 ∼ 1 98 1 ) ‘ 2대∼4대 이은혜 

( 1 98 1 ∼ 1 988) ‘ 5대 ∼ 6대 이정자( 1 988 ∼ 1 992) . 7대∼9대 

김기영 (1992 ∼ 1 997) . 10대 조금영이며 2000년 1월 1 3일에 

선출되어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199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 



훨醫 한극부웬획 인밍|지외 

설립목적 주요사업 

기술화 · 정보화 · 국제화의 발전에 발맞추어 여성 

의 자주성과 자립심을 고취시키며 잠재능력을 계 

발하여 정치 · 경제 ·교육·문화·가정 · 복지분야 

에서 남녀평등을 이룩하며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복지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보사업 

생활개선사업 

농촌일손돕기 및 우리농산물 장려사업 

소비자보호사업 



~t촉봐fJ l-M o to! ι ri‘ 1-MJr ... 

「힌국부인회」는 ‘미풍OJ'속의 부녀도 구현‘ 을 목표로 보사 

부의 허가를 받아 1 963년에 등록한 단체로 1948년부터 활동 

해왔던 「대한부인회」의 후신이다. 

1 949년 초 안양에서 「대한부인회 경기도본부」가 결성되었 

으며 |收송신실(1905년生‘ 당시 대한부인회 시흥군지부 지부 

장)에 의히여 시흥군 일대 l읍 7개면 시흥군 지부의 읍면 분 

회가 조직되었다 「대한부인회」는 계몽단체로서 반공계몽 ·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교육 · 의복간소화를 위한 통치마입기‘ 

옷고름 안달기를 주로 했으며 선거 때는 후보자의 번호인 작 

대기 기호 이해시키기‘ 식량절의뇨을 위한 절미운동. 폐품 수집. 

노름 막기. 축첩 폐지. 여권 수호 등의 운동을 주도했다 

1961 년 5.1 6쿠테타 이후 군사정부가 모든 여성단체를 해산 

시키자 「대한부인회」도 해체되었다가‘ 1963년 「한국부인회」 

로 등록,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시흥군지부 초대회장 이춘흥 

은 안양지역 유지부인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 이사로 

위촉했으며, 후에 그들의 후원이 「한국부인회」 발전의 밑거 

름이 되었다 또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신영순(13대 국회의원)을 고문으로 추대. 적극적인 

지원을받았다 

1973년 7월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힘으로 1 974 년 

의왕 정착사업장 방문 위문풍 전달( 1974) 

Q,b 

l월 9일 시흥군지회가 안양시로 이관‘ 「한국부인회 안양시지 

회」가 되었다 당시 활동 중이었던 회원은 24명이었고, 시흥 

군지회 회장이었던 이춘홍이 초대회장을 맡았다 

「한국부인회」는 조직사업부‘ 생활지도개선부, 선전문화 청 

년부 조시섭외부. 소비자보호부를 두어 단체를 육성하여 왔 

으며. 2001 년 6월 현재 이사 1 0 명. 임원 10명‘ 9개동 부녀회‘ 

1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 설립부터 지금까지의 연혁을 간 

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견 썩 

1974. 1. 9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한 

국부인회 시흥군지회가 안양시로 이관됨 

총 24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초대회장 

이춘홍. 부회장 김선자 김복례. 총무 김 

혜숙 김정모가 취임하였고 조직사업부. 

생활지도개선부. 선전문화 청년부. 조사 

섭외부. 소비자보호부를 둠. 

평존부락(지금은 법계동) 논에서 피뽑기를 돕고 있다(1971) 



1982. 1. 9 제8회 정기총회 개최. 임원 선출 

회장 이춘홍 부회장 김선자가 재당선되 

었고. 총무는 노부자가 당선됨. 

1982. 6. 25 비산동분회가 15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회장 이정인. 부회장 김경애, 총무 이애 

자 사업부장김경숙취임 

1982. 10. 13 6동분회가 1 4명의 회원으로 조직, 회장 

신부순. 부회장 서옥희. 총무 홍춘광, 사업 

부장 권정수 고문 심재우. 김보선 취임‘ 

1982. 10. 29 5통분회가 14 명의 회원으로 조직. 회장 

한승희, 부회장 김점식, 총무 윤정희, 사 

업부장장윤되 취임-

1982. 11. 18 4동분회가 14명의 회원으로 조직. 회장 

홍순례. 부회장 한경숙, 총무 오문자. 사 

업부장제상숙취임. 

1983. 2. 18 석수동분회가 11 명의 회원으로 구성‘ 회 

장 이용옥. 부회장 김숙, 총무 이희숙. 

사업부장이순래 취임 

1983. 7. 9 안양l동분회가 16명의 회원으로 구성‘ 

회장 한정자‘ 부회장 한삼순. 총무 이수 

향‘ 사업부장 박정자 취임, 

1991 ‘ 12. 6대 회장으로 김복례. 부회장에 장순태. 

심재우, 총무 노부자 부총무 박정순 취임, 

1993. 12. 21 7대 회장으로 장순태. 부회장 노부자 김 

경애. 총무 이희숙. 부총무 박정순 취임 

1994. 1. 21 관양동분회가 15명의 회원으로 회장 박 

잔분. 부회장 사명숙. 총무 정정자가 취임 

모두 7개 동분회가 조직됨 

합동 결혼식 개최 후 회원들이 할께 

1994. 3. 15 안영동분회가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 

어 회장 임재희. 부회장 최진옥‘ 총무 정 

옥선‘ 취임. 

모두 8개 동분회가됨 

1994. 4. 20 박달동분회가 1 6명의 회원으로 구성. 회장 

초한규. 부회장 김순례. 총무 서이자 취임 

1995. 2. 6 안옆동분회가 분동되어 안잉9동분회를 

조직. 안%연동 분회장 최진옥. 부회장 

박영삼 오재임, 총무 신기림. 취임. 안 

양9동 분회장 임재희. 부회장 정순남, 

총무정옥선. 취임. 

총 l01H 동분회가 조직됨, 

1995. 10. 13 비산l동분회가 16명의 회원으로 조직되 

어 분회장 한귀분 부회장 이부엽. 총무 

김현숙. 취임. 

총 11 개 동분회가 활동하게 됨 

1996. 6. 18 한국부인회 소비자 고발센터 개설 및 이 

동서비스실시 

1997. 1. 27 8대 회장으로 김경애. 부회장 노부자‘ 

이희숙‘ 총무 김영숙‘ 부총무 박옥선‘ 
감사 김점식. 김선자 취임. 

1999‘ 12. 21 9대 회장으로 김경에 연임. 부회장 

이강순, 임재희 총무 김영숙 연임 . 

부총무강정자취임. 

2001. 3. 7 월례회시 부총무 구순자. 감사 노부자. 

2001. 12 ∼ 

한귀분취임. 

10대 회장에 임재희. 부회정 구순자 이 

애자. 총무 구춘목 취임 

일본 소목시 초등샘 친선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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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1 년 9월 시흥공보에는 〈부인회에서 수해의연품 현지전 

달〉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한국부인회 시흥군지부 회원 20여명은 삼남지방에 내린 

폭우로 가재도구를 잃은 재해민에게 시흥군 전체 부인회원이 

수집한 의류 2.000점, 라면 30상자. 현금 11 .1 60원. 기타 학 

용품과 안양제일교회에서 보내준 의류 370점과 일용품을 가 

지고 수해현지인 충남 청양군 적곡띤을 직접 방문 전달하고 

그들 재해민을 위문 격려하였다.」 

1970년 12월 18일자 경기일보에는 ’‘연말을 맞아 조여행 

~”’1 ’-.'t- t갤몫 

L 

시흥군수 부인, 이영호 국회의원 부인 등 한국부인회 시흥군 

지부 회원 6명은 불우한 사람들을 찾아 위문할 계획을 세우고 

1차로 관내 과천연 문원리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 떡과 쇠고기 

10근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을 

위로했다., 라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부인회」는 위 신문기사들처럼 시흥군지부 시절부터 

보육원 방문이나 논의 피 뽑기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주로 해 

왔고‘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 설립 후에도 새마을운동 사업 

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군부대 · 보육원의 위문활동 

과 지역발전 및 생활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한국부인회 본 

부」에서 추진하는 건전가정 정착사업의 보조활동을 벌여왔다 

그 활동을 항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보사업/비산동 영세민 쌀배급 및 연탄지원. 군부대 위 

! 빼는 - - --톨 쇼삐l 

ι-

「소비자보호샌터」 개소식 ( 1996.6.18) 가전제품 무상 수리 순회 서비스(1996) 제 1 회 소비자 교육( 1997.6.13)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1997 10.7) 

SS 

청소년의 소비샘활교육( 1999. 11.18) 

.‘ ’ ”OJI~ I .,., •. ,‘ 



문. 나자로촌 위문, 보육원 및 복지시설위문, 수재민돕기 

• 생활개선사업/아시안게임 급수 자원봉사, 영세부부 합동 

결혼식 주최, 아나바다 바자회 참기름 판매. 새생활실천 

캠페인 

• 농촌일손돕기사업/범계동 벼 피뽑기 봉사 

• 교류사업/일본 소목시 초등생 친선방문 환영회 

그러다가 1990년도에 들어와서 사회복지 문제가 중심과제 

로 떠오르자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 소비자 문제를 부인회 

의 특색사업으로 발전시켜왔다. 1996년에는 자체적으로 소 

「소비자보호센터」를 개설하고 소비자 고발접수를 실시하였으 

며. 1997년부터는 안양시 지역경제과로부터 소비자 단체 보 

조금(안양YMCA‘ 안양YWCA, 한국부인회 안양시지회)을 

ot요 ’‘ l법, ~꺼녹 I-!;뭘까v”‘ '°fJ I I- '!랜7빼단’‘ '()화,씨l센’‘ '()~ 

폐식용유 활용 
무공해비누 만들기(1992) 

/ 

「홀트아동복지회관」 자원봉사( 1994) 독거노인 돕기 김장 봉사(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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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받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 

었는데 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년에 1500에서 2000여건의 소비자 고발 접수 및 처 

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정보제공 및 부당한 상거래를 바로 

잡는데 노력하였다 

둘째 교육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활동을 유 

도하면서 현재까지 1 5회 청소년 소비자교육 및 12회 상담 실 

무자 및 주부교육을 통하여 안양지역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생 

활을 유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세째,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소비 

생활의 확산과 과소비 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의 차원으로 대 

우‘ 삼상, 엘지 가전삼사의 협조로 1년에 8차례 가전제품 순 

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사업 이외에도 

• 민보사업/장애인 및 고아원, 보육원 방문, 김장담기 봉 

새샘활 실천캠페인( 1990 10,벽산백화점앞) 

q。

사, 홀트 이동복지 평생후원회가입, 소년소녀가장. 영세 

모자가정‘ 독거노인 성금 및 봉사. 영세부부 합동결혼식 

(13쌍), 베트남 한인2세 결혼식 및 생활비 전달 호계동 

노인복지센터 식당봉사 및 산책봉사 

• 우리농산물장려사업/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농촌일 

손돕기 

• 생월개선사업/경제안정을 위한 씀씀이 10% 줄이기 캠 

페인, 자연보호사업 환경보호사업, 폐식용유를 활용 무 

공해 비누만들기. LA교민돕기 바자회참여. 공명선거 캠 

페인‘ IMF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캠페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소비자교육. 경제안정을 위한 홍보물 제 

작배포 

• 여성사업/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솜씨대회 참여 

등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헌묶주부교설 인앙싸|외 

설립목적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의 복지 횡냉에 기여하며. 시민으로서 

의 주부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체득 실천함에 있 

어 주부 중심. 지역중심의 조직 및 활동 전개로 새주부 

상을정립해 나간다 

주요사업 
Z 닙 「/서 。여 
-「기-」"-2 τr 。

소비자운동 

생활합리화운동 

사회봉사활동 



it·촉쥬봐;z__f't o to!1- ’입Jr ... 

「전국주부교실」은 문교부 등록단체(등기번호 1 2 16호)로 

사회와 국가발전에 있어 주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자 하는 목표로 조직되었으며, 바람직한 시민정신을 가진 주 

부상을 위해 주부교육 중심으로 활동 하고 있다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안양지회」는 1972년 10월 20일‘ 

딴안 · 안양초등학교 학부형들 중심으로 결성. 약 150여명의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조직은 아래와 같다 

r慧효L」 

~ 경기도지부 」

안앙」li\I회 [「훨 

주부교실의 〈교실개강〉( 1973.7.27) 

q-z. 

캘3응 ,_ ,_ 

매월 l회 주부교실 강좌가 실시되었는데 「교실개강」이라고 

명칭을 붙인 이 깅죠}는 교양강좌, 기술강좌. 레크레이션으로 

프로그랭을 구성하여 개강하였다 〈교양강좌〉에서는 주부들이 

갖추어야 할 지적소%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기술강좌〉 

에서는 알뜰한 살림을 도모하기 위한 폐품이용기술 등의 강좌 

를 실시하여 건전한 생활풍토를 조성하고 〈레크레이션 강좌〉 

에서는 건전한 여가선용 유도 빛 기정생활의 활력과 명랑화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어머니 합창단을 조직(지휘/정순희 초대회장) . 운영 

하였는데, 당시에는 합창단을 가진 유일한 여성단체였다 뿐 

만 아니라 활동도 활발하여 1 974년 1 0월 1 5일에 열린 난표F음 

악제 수원지부 예선대회에서 어머니합창부문 2등으로 입상하 

는 등의 활약상을 나타내었다 

창립부터 때l년 현재까지의 주부교실의 사업실적을 보면 

주부를 위한 사회교육활동 소비자운동‘ 생활합리화 운동. 사 

회봉사 활동으로 대별된다 

주부교실 〈어머니합창단〉 합창대회 참가 후(1974) 



70∼eo l~패의 주캄교싼 챔폭 !1-유 

〈식생휠개선 강좌〉 보리쌀 이용 음식 만들기( 1981 ) 바른 식생활 보급을 위한 각학교 순회활동 중( 1981 ) 

〈상설 안방 구판장〉 개설 ( 1980) 보육원 방문( 1976) 

〈교실개강〉 ‘여성이 필요한 생활법률 바로알기’ 특강( 1982 ) 지도자 연수교육을 마치고( 1984) 

q3 



중 ,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후에( 1981.3 보육원생들과의 운동회 ( 1986) 

그 활동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연 주부교실 운영과 소비자 교육. 식생활 개선 교육을 꾸준히 계속함으로써 여성의 교양 

을 높이고 합리적이고 영양 높은 식생활 개선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룩하는데 있어 주부 역할의 중요성을 체득케 하는 것이다, 

소비자 운동도 「알뜰구판장」 등을 통한 소비 절약 정신 강화 운동 등, 소비자의 자세에 중점을 두고 시작되었다 또 생활 합 

리호+는 주부가 솔선해야만 한다는 주장 아래 식생활 개선은 물론, 가정의례준칙의 실천. 자연보호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그밖에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있는데. 방학을 이용 평화보육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엄마 김밥싸기“ 봉사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해 

지고있다. 

「주부교실」의 식생활 개선, 소비자교육을 년대별로 살펴보면‘ 

주부교실의 식생윌 개선 계몽 I 1 970년대는 ’‘보리가루 조리법과 영양개선‘ . ‘고구마 감자 보리를 주재료로 한 시식회‘ 등 

쌀 중심의 식생활을 게선하기 위한 교육 내용이 많았다. 1980년대에는 ‘보리 혼식의 필요성‘ 을 주제로 전달교 

육을 실시했으며‘ 1990년대에는 우리 농수산물 애용을 주제로 한 계몽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부교살의 소비자 교육/1970년대는 소비자 계몽 위주의 교육이었으며 %년대는 소비자의 권리와 피해보상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 등으로 변천하였다 그리고 %년대는 수입식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주 

제로한교육이 많았다 

그밖에도 주부교실 중앙회의 활동 방향에 따라 전달교육과 계몽활동을 벌여왔다 「주부교실 안양지회」의 연도별 사업 실적을 

간추려 보면 마음과같다 

「안O.}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안양지역 모범상점 여론조사〉에 참가 

식생활개선 시범 실시 

〈진국 식생활 개선 식품 경연대회〉 참석 

「알뜰 구판장」 개설( 년중 무휴) 

고아원방문 

「어머니 교실」 개강(년 4회) 

l회 지역특산품 개발 〈전국 주부교실 바자회〉 참석 

행정구역 개편으로 굉명시와 안양시로 분힐 

「상설 안방 구판장」 개설 

「소비자 고발 센터」 개설. 운영 

식생활 개선 식품 경연대회 

8. 

1975. 10. 25 

q아 

,4 

-/ 

4. 

1978. 10. 

2‘ 

8. 

4. 

1981. 10. 

1973. 

1974. 

1976. 

1976. 

1977 ‘ 

1979. 

1979. 

1980. 



1983. 4. 

1984. 3. 

1985. 8. 

1986. 12. 

1987. 7. 

1988. 4. 

1990. 11. 

1991. 4. 

1993. 

1994 ‘ 3. 

1996‘ 4. 

1996. 12. 

1997. 10. 

1998. 4. 

2000. 6∼8 

2000. 8. 

2000. 12. 18 

2001 . 4. 

2001. 6. 5 

꽃꽂이 무료강습 운영(주중 화 목) 

안양시 소재 중 · 고등학교 학부모 식생활 개선 보급운동 
기독 보육원생 일일 부모 되주기 

제1회 안양시 거주 독거노인 경로 위안 잔치 

제1회 평화보육원 원생을 위한 〈엄마맛 김밥 싸기〉 

환경보존과 에너지 절약 교육 

〈학생가장 돕기 일일잣집〉 운영 

자연보호 캠페인 및 등산대회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수여 

〈아나바다 상설매장〉 개설 운영, 환경보호 운동 

우리 농산물장려 사업 

가전제품 써비스봉사(1년 1회) 

쓰레기 줄이기, 찬밥을 이용한 요리강좌 

〈전업주부의 심리 · 정서적 안녕과 갈등 예방〉 세미나 참가(한국여성개발원) 

주부교실 회원 전원 예절 교육관 입소 수료 완료 

실업 장애인 여성 돕기 일일잣집 운영 

결혼회관 엘리제궁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위안 잔치 

참석인원 280명, 봉사요원 35명 

평촌 차 없는 거리에서 「알뜰 벼룩시장」 운영 

자원 재활용 캠페인. 쓰레기 줄이는 열가지 방법교육 

역대회장은 1대 정순희 (1972. 1 0.20 ∼ 1 982.1 1.1 0). 2대 김인제( 1982.11.1 1 ∼ 1992.1.15). 3대 허영희 (1992.1.16 ∼ 1999.7.9) 
이며 4대 장석예가 1999년 7월 9일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fqqo∼100 0년해외 쥬봐교’‘k 핸휴 !1-같i 

꽃꽂이 무료교실 개강(1991 ∼) 

q17 



훌}생y양훌껴 얼혈쳤 

소년 소녀가장돕기 일일칫집 ( 199이 

1 987년부터 계속하는 평화보육원 원생을 위한 〈엄마맛 김밥 씨기〉 
(20017.19) 

〈사랑나눔바자회〉에서 무공해 주방세제 및 머리염색약 판매 봉사(2000 . 11) 

qb 

저110회 독거노인 경로잔치 ( 2000.12 18 ) 

i갖r 

「만안여성회관」메 소재한 주부교실의 「아나바다 상설매장」 

• 주펀 t 안앙씨 • 주획 : l't유응언힘여성뼈 ‘ 주부교실인앙 l 

평촌 차 없는 거리의 「알뜰벼룩시장」 운영 ( 2001 ) 



τg ‘} 매빠해를뭘연합회 
*‘ 세.-T의「를. 인앙 외 

설립목적 

여성 사회, 환경. 소비자 민간단체로써 가정주부로 

하여금 주부의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숨겨진 자질과 

능력을 횡냉시켜 건전하고 바람직한 가정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사회기능의 담당자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환경보존 운동 

신사임당의 날기념행사 

무료직업안내사업 

건전 소비운동 

장묘문화개선사업 



e;lf3 t주J}훗11, o tot1. ’k,」["·

「대한주부클럽」은 1966년에 창립되어 주부들을 위한 각종 2동사무쇠에서 성대하게 창립총회를 개최‘ 활동을 하던 중 

교채 발간, 좌담회, 세미나 바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여성 · 소비 안양시 승격으로 인해 1974년 6월에 안양시로 이관되었다 

자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환경/소비자/민간단체이다 

1964년 초 시작된 「화요클럽」이라는 작은 모임에서 그 뿌 

리를 찾을 수 있는데 (故)김활란박사는 당시 주부들의 평생 

교육을 위한 계도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이러한 공감대에 호응 

한 발기인 1 0여명의 여성 지도자급 주부들과 함께 ·「화요클 

럽」이라는 모임을 주도하게 되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임을 

가지면서 이를 통해 〈나라의 국력은 국민성을 어떻게 키우느 

냐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국민성을 만드는 주체가 바로 가정 

주부들인 어머니요 아내임〉을 깨달아 각 지방조직을 통해 회 

원들을 모집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현재는 해외지회인 미국 LA지회를 위시해 국내 80여 콜 

럽 1 3개 지회 36개 지부로 조직된 약 30만명의 회원을 확보 

하고 있으며 공신력있는 단체로 성장을 이루었다 

「주부클럽 안양지회」는 1 970년 7월, 장선(주부클럽 안 

양지회 초대회샘에 의해 시흥군지부가 창립되었다 방송을 

통해 주부클럽에 대한 정보를 듣고 직접 「주부클럽연합회」를 

찾아간 장선이 당시 회장이었던 이절경과 김천주 총무에게 지 

부 창립 희망 의사를 표현. 시흥군지부 결성의 시발점이 되었 

다 이후 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OJ-읍민관(현 안양 

1970년 7월 주부클럽 시흥군지부 창립총회가 안앙읍민관에서 개최 
되었다 (안앙읍민관은 현재 안양2동 사무소로 활용되고 있다) 

qs 

캘3응샤 

「주부클럽」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70년대에는 불우아동 

기금 조성. 주부들 직업 알선, 결혼상담 및 가족계획사업 등 

을 벌였는데. 이 시기 안양지회의 대표적 활동이라면 

1975 〈주부와 가족계획〉 세미나 참가 

1976 불우아동 기금을 위해 바자회 개최 

1977 i'-1닙드E 지 「어H 야 E셔나 

1978 「소비자 보호 단체 협의회」 가입 

1979 결식아동 급식 보조비 지급 시작 

을들수있다 

80년대에는 아름다운 환경 가꾸기‘ 미아찾아주기 운동 

올림픽 자원봉사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년대별로살펴보면‘ 

1980 결혼상담부 7주년 기념행사 참석 

1981 제1회 본회 사업평가회 참석 

창립총회 축하 합창( 1970. 7)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 1982.11) ‘고부간 터놓고 이야기하기’ 강연을 마치고(1982) 

미아방지 이름표 달아주기( 1990.9) 이름표 달아주기 캠페인을 마치고(1992)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제1회 소비 주간 전시회 참석 

취약지구 주민을 위한 이동고발 시작 

제l회 지부대표자연수 

〈아름다운내 집 가꾸기〉 캠페인 

사랑의 양식 보내기 

미아찾아주기 운동전개 

식품 제조년 월일 표기에 관한 문제점 개선방 

안토론회 참석 

시유, 유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 

올림픽 자원봉사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캠페인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 

들어서자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무 

분별하게 늘어나는 쓰레기로 인한 물자의 낭비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던 것이다, 

「대한주부클럽 안양지회」는 중앙연합회 회의에 참석,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를 시작했다 1990 

년 6월 1 0일 빨강(태우는 쓰레기) . 노랑(음식물찌꺼기), 검정 

(타지 않는 쓰레기) 삼색의 봉투를 만들어 호계동 주공아파트 

부녀회를 찾아가서 홍보 활동을 벌이고 봉투를 전달해 준 것 

을 시작으로 방문 홍보활동, 길거리 캠페인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전개했다 

또 베비라 아동복의 협찬을 얻어 매년 5월 초에 벽산 (현. 

음란, 폭행 추방을 위한 세미나 참석 아울렛) 앞에서 어린이들의 앞가슴에 이름표를 달아주기도 했 

〈고부간 터놓고 이야기하기〉 강연회 참석 다 사회환경이 변하여 이제는 필요성을 상실해 버려 더이상 

지속되지는않고있다 

90년대에는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통하여 자원 재활용‘ 97년 하반기 IMF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교 각 기업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환경운동에 역점을 두었다 90년대로 의 구조 조정으로 인한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자 정부에서 실 

qq 



업자 구제사업으로 공공근로자 생활 대책에 대한 몇가지 방안 

을 발표하였는데 「대한주부클럽」에서는 실업자 구제사업의 일 

환으로 〈생활지도 보조교사 파견〉을 위임 받았다 실업이 확 

인된 사람의 가족(부인이나 딸) 중 대학 이상의 학력 소유자 

를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어린이방 등의 보조교사로 파견시 

키는 일이다 l단계를 3개월로 하여 1년에 4단계로 구분하였 

는데 99년 처음 l단계에서는 20∼ 25명이었으나 그 수기- 치츰 

감소되어 200 1년 현재 8명을 파견하였다 

2000년 3월2일에는 안뽑동 사무소 강당에서 〈예절교육〉 

을 개강. 예절. 한복 입는 법. 다도 제사상 차리기 등 5개월 

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안양시장 관사에 「예절교육 

관」이 설치되자 2000년 8월 15일 l기 수료식을 끝으로 마감 

하고말았다 

또 해마다 5월 17일이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주관으로 

〈사임당행사〉가 경복궁에서 치루어지는데, 전국 각 지회 지부 

가 참석하여 각자의 재능을 다듬고 겨루는 행사이다 「안양지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 1990.6.28)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 2000. 7) 

l 。。

회」에서는 1989년‘ 1995년 민예품 부분에서 회원 박현정이 

장려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00년에는 윤옥희 외 10명이 

참가 북춤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90∼ 2001년까지의 활동 내역을 년도별로 간추려 보면 

1990 〈생활용품 니누어 쓰기〉 캠페인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 간담회 및 견학 

1991 〈강물을 살립시다〉 캠페인 

〈가정 교육 부활의 해〉 세미나 

1992 공명선거 전국 캠페인 

자원재휠용캠페인실시 

불우 이웃돕기 캠페인 

1993 환경보호 캠페인 

전국 우수 유기 농축산물전 참가 

1994 〈식품 포장재 되돌려 주기〉 운동 

수입상품 안쓰기 캠페인(1992) 

화장 유언남기기 설문조사(200010 5) 



물가안정 캠페인 참가 영수증주고받기 운동 
1995 〈지구사랑 우리 농토 살리기〉 캠페인 참가 보육원 및 미아보호소 방문 

1996 녹색조명 보급 운동 캠페인 북한 아이들 우유 보내기 운동 

음식물쓰레기 토론회 유기농법 현장 체험(팔당 덕소 미을) 

수입제품 보유 현황 의식 조사 1998 모자가정 세대 방문 

건전 소비 생활과 국제 경제 강연회 참석 경기도 체육대회 급식 봉사 

가스 안전 의식 세미나 참석 실직자접수봉사 

1997 〈미아 방지 이름표 달아주기〉 캠페인 포도봉지 싸주기 일일 봉사(동편마을) 

〈가스 얼마나 무서운7” 캠페인 의정부 수해지구 봉사(장안동) 

재활용품 활용하기(재활용 처리장 견학) 독거노인 방송국 견학(KBS) 

음식물 및 쓰레기 줄이기(난지도 포화상태) 전남 고흥 교직 연수원에서 교육 

물 아껴 쓰기(정수장 방문) 포장문화 개선을 위한 전시회 및 토론회 
수입 상품안쓰기 캠페인 결식 아동돕기 쌀모으기 

쓰레기 처리 방법(소각장 방문) 1999. 1. 10 공공근로자 생활 지도자 교육 참가 

소녀 가장결연 맺기 3. 9 공공근로 2단계 파견 
독거 노인 찾아보고돕기 5. 17 신사임당행사참가 

저소득아동 방과 후 보조교사 간담회( 1999.4 29) 알뜰벼룩시장(2001.4) 

저11 기 예절교육(2000. 3∼8,안양5동 동사무소) 미아보호소 어린이 머리 이발(200175) 

I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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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자랑부문 최우수상 수상 

한림대 목욕봉사, 복지회관 목욕봉사 

장묘문화견학 

7. 12 공공근로 3단계 파견 

7‘ 21 「대한주부클럽 안양지회」 현판식 

8. 8 연천 수해복구봉사 

9. 1 가스안전 기기에 대한 사용자 의식 조사 

10. 11 공공근로 4단계 파견 

10. 25 중산층 안전 대책과 시민 단체의 역할 토론회 

10. 29 장묘. 가족묘 모형 전시 

2000. 1. 10 공공근로자 1단계 파견 

3. 2 예절교육 개강식 

4. 2 공공근로자 2단계 파견 

4. 18 사무실 이전(안엠동) 

200 1. 1. 9 공공근로 1단계 24명 파견 

2. 비누 만들기. 미숫가루 판매-기금 모으기 

3. 안뜰벼룩시장기금마련 

「주부클럽」 전국지도자 연수 교육 참가 

4. 13 양산 통도사 힐튼호텔에서 지도자 연수교육 

5. 17 경복궁 신사임당 행사 참가 

6. 주부클럽 단합회 1일 역사교육(문경세제) 

7. 석수동 수해복구 2일 봉사 

11. 공공근로 4단계 8맹 파견 

1999년까지는 사무실 없이 활동하다가 1999년 7월 2 1 일 

안쟁동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그러고 2000년 4월 18일 사 

무실을 안001:7동으로 이전하였는데 이로 인해 회원들간의 협 

력이 원활해졌다 회원들이 모여 재활용 비누를 만들고‘ 이 

5. 17 신사임당 행사 참가 기금으로 봉사 활동도 하며 회원들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기금조성 위한 미숫가루.참기름,들기름 판매 있다. 

6. 14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교부 

6. 22 주부클럽 단합대회 역대회징은 1대 장선 ( 1 970 ∼ 1 975) . 2대 장다복( 1 976 ∼ 

7. 영수증 주고받기 캠페인 1979) ‘ 3대 백봉금(1980 ∼ 1 983). 4대 이계향( 1 984 ∼ 1 986) . 

8. 예절 교육 1기 수료식 5대 이수자(1987 ∼ 1 989) . 6대 박용희 (1990 ∼ 1 99 1 ) ‘ 7대 조 

9. 장묘 문화 설문지 조사 운동 정자( 1 992 ∼ 1994) . 8대 정애영 ( 1 995∼ 1995) ' 9대 유지연 

10. 5 「화장 유언 남기기」 설문조사 (1996 ∼ 1998) . 1 0대 윤옥희이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회장 

11. 장묘 문화 개선 납골당 현장 학습 을 맡고 있다. 

12. 14 에너지 절약 교육 

12. 25 미아보호소 선물 증정 

「주부클럽 안앙지회」 
사무실 현판식( 199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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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統혔 
어려꾼 이으을 위안 

따뜻안손길 

인도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 존중을 실천함으로서 ·;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1 되과 • 

노력하고있습니다 

논짙프표~ 1'~117.‘1를~먼 

1. 국제적십.A}운동의 탄생 

국제적십자운동의 탄생은 1859년 이탈리아 북부의 솔페리노 전쟁터에서 스위스의 청년 실업가 [앙리 뒤낭]에 
의해 싹렀다 1859년 6월 사업상의 일로 나폴레옹 3세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북부의 솔페리노 지방을 여행하던 
[뒤낭]은 프랑스와 사르디니아 연합군과 오스트리아군 사이의 참혹한 전투가 막 끝난 카스틸료네 마을에 도착했다 
많은 전상자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는 참상에 충격을 받은 [뒤낭]은 솔페리노 전쟁의 비참상과 그의 체험을 “솔페 
리노의 회상”이라는 책으로 엮어 1862년 11월 출판했는데 이 책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지지를 받았다 
이 책속에서 [뒤낭]은 부상병자를 간호하기 위한 헌신적이고 자격있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구호단체를 평시 

에 각 국내에 설치할것과 군대의 부상7-~를 돌보는 군의료요원들과 군목들을 보호하고 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인 조약으로 체 
결할것을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뒤낭]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제네바공익협회의 [귀스타브 므와니에]회장 [기용 뒤프르]장군. [루이 아삐아]박사 
[데오도르 모노아]박사가 [뒤낭]과 함께 오늘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의 전신인 “국제부상자구호위원회”(일명 5인위원회)를 조직 
하였다 이 위원회의 초청으로 16개국 대표가 모인 회의가 1863년 10월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이 국제회의에서 107H 조문의 적십자규 
믿별 채택함에 따라 국제적십자 운동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2.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국제적십자회의에서 선포되었고 그 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수용되었음을 상기하며, 사랑과 봉사정신 
에 따라 적십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래의 제원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인도(Humanity) 

공평( Impartiality) 

중럽(Neutrality) 

• 국제적십자운동은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없이 도우려는 의도에서 탄생하였으며 국제적‘국내적 능력 
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난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적십자의 목 
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존중을 보장하는데 있다 적십자는 모든 국민간의 상호이해 우의.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 증진시킨다 

• 적십자는 국적, 인종, 종교 계급 또는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하며 오직 개개인 
의 욕구에 따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 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적십자는 모든 사람의 신뢰를 끊임없이 받기 위하여 적대행위에 있어서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아니하 



며‘ 어느 때든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독립( Independence) • 적십A~는 독립적이다 zf국 적십자λ}는 그 나라 정부의 인도주의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법규를 준 
수하여야 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항시 자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봉사{Voluntary Service ) .., 적십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자발적 구호운동이다. 
단일(Unity) ..,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이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모든 사랍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 나 

라 영토 전역에 걸쳐서 맡은 바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편(Universa l ity) • 국제적십자운동은 범세계적이며‘ 그 안에서 모든 적십자사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서로 돕는데 있어서 

동퉁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l낼펠표멘,...v 

우리나라 적십자 운동의 역사는 대한제국정부 당시인 1903년(광무 7년) l월 8일자로 최초의 적십자조약인 “육지전투에 있어서 군 

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의 가입과 그해 2월 7일 “1 899년의 헤이그협약’ 서명으로 적십자를 이해하게 되어. 1905년 

10월 27일 고종황제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 규칙’ 이 반포됨으로써 시작되었다 

1909년‘ 일본의 침략으로 대한적십자사는 강압에 의해 폐지되고 일본적십싸}로 합병되는 비운을 겪었으나 19 1 9년 4월 중국 상해에 
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그해 7월 1 3일 ‘대한적십자회“ 설립인가로 부활되어 항일 무력투쟁을 인도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외지의 동포 환자를 돕는 의료 • 간호활동을 전개하였다 

8 . 15 광복 직후부터 국내에서 전개된 적십자사 재건운동은 1947년 3월 1 5일 ”조선적십자사”로 결실을 보았다가 194 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따라 1 949년 4월 30일 대한적십X싸 조직법이 법률 제25호로 공포됨으로써 같은 해 1 0월 27일 대한적섭싸}는 재조직되었 

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재건된지 불과 8개월만에 6 . 25동란이 발발하였고 대한적십자사는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전시 구호활동을 

활발히 전게하였다. 동란이 끝난 1955년 5월 26일에 JCRC에 적십자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같은 해 9월 28일 연맹에 

가입함으로써 정식으로 국제적십자 회원국이 되었다 법률 공포 38년만인 1987년 1 2월 4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내용이 전면 개정 

되어 법률 제 3988호로 공포되었다 

다·인적십차〈딴| 죠직고t,I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의하여 대통령을 명예총재로 국 

무총리를 명예부총재로 추대하며 의결기관으로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전국대의원 총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8인‘ 국회에서 위 

촉하는 1 2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가 위촉하는 갱인, 적십자사 지사 

에서 선출하는 Z뼈인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28인으로 구 

성하며 운영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총재는 중앙위원회에 

서 선출하며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 취임되고 기타 임원은 부총재 2인, 재정감 

독 1인 법률고문 1인을 둔다 

대한적십재}는 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에 지사를 두고 있는 외에 적십자 

사업기관으로 병원 혈액원, 회관. 봉사관 등이 전국 각지에 있다 

대한적십X싸의 사무는 사무총장의 책임하에 기획관리실, 총무부. 사회봉사 

부‘ 청소년부 의료사업부 국제부. 이산가족사업부‘ 홍보실‘ 감사실‘ 혈액사업 

본부에서 집행하며 서울특별시‘ 부산 · 대구 · 인천광역시 및 각도의 1 3개 지사 

와 혈액원 1 6개소 병원 7개소 기타 교육원, 혈액제제연구소 적십자간호전문 

대학 등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조직으로는 청년 · 부녀 , 장년 · 노년층으로 구성된 일반지역 · 직 
장봉사회와 각 사업부서별 특정 전문분야의 지식 · 기술 ‘ 기능을 보유한 전문 면한만----|대한적십자 경기도지새 

팬판란----| 인 앙 지 구 영 의 회 | 
봉사회. 초 • 중 · 고 · 대학의 청소년적십자(RCY ) . 그리고 각종 사업 후원조 「1

I효고퍼누--- ;:><:늑 ↓ 혹 등인를"의 ’ 갇ε옹싸i 좋은옹시회 동그리미몽시회 

직등이 있다 



때현쩍십자 ~양 용ij회 

설립목적 

적십자사 기본원칙과 대한적십자 봉사회 운영규칙 

에 따라 활동하는 봉사조직이며. 인도주의 입각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명랑한 사회풍토 조성과 복 

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헌혈사업 

재해구호에 관한 봉사활동 

보건 및 안전에 관한활동 

사회복지에 관한활동 

자연보호캠페인 

특색사업 

주부 노래부르기사업(매주 수요일) 

딸들의 캠프(년l회) 

장학금전달 

지역사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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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 안양 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안 

양지구협의회」의 단위봉사회로 「안양시어머니배구단」을 주축 

으로 1 977년 3월 15일에 발족되었다 4월 15일에 초대 임원 

(회장 김신자‘ 부회장 서신자 종무 안지숙)을 선출하고 4월 

29일 〈시 · 군 연합 발대식〉에 전 회원(11 명)이 모두 참석. 적 

십자기와 흉장 뺏지‘ 봉사복을 수여받고 봉사원 임무를 배우는 

것으로 「안양봉사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안양지역에 콘 홍수가 났다 1977년 7월 8 

일 하루동안 무려 454.5mm의 폭우가 쏟아져 안양천이 범람,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다. 「안$냉사회」 봉 

사원들은 40일동안 196명이 1.128시간을 청소와 세탁 그리 

고 급수봉사 천막탁아소 운영 등 수재해 구호활동에 적극 참 

여. 수재민 돕기 특별봉사 유공단체로 〈보건사회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새로운 봉사일감을 개발 사회 봉사 활동에 발전을 꾀한 

1979년은 「안양봉사회」 제2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안 

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충무용사촌」을 방문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충무용사촌」은 복지사업과 재활체육활동 등을 

통해 장애를 극복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부상 당한 전 

역 병사들이 모인 곳으로 「안%뽕사회」 봉사원들은 봄, 가을 

적십자 봉사회 시 군 연합발대식에 참가, 선서를 하는 모습( 19η 4 29 ) 

l ob 

로 위안잔치를 열어 그들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매년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가족같은 친밀감을 나누었다 

뿐만아니라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들을 대상으로 합 

동결혼식을 마련,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도 일조를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운영 능력 강화을 통해 198 1 년 1 0월 11 일 

에는 〈경기도내 적십자 부녀봉사회 간부협의회〉를 안양 관광 

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대한적십자λh가 1983년 KBS 텔레비션과 함께 벌인 〈이 

산가족찾기 운동〉에서의 봉사도 기억할 만한 활동 중의 하나 

이다. 서울 여의도 만남의 광장에 혈육을 찾기 위해 밀려든 

인파 속에서 노란 봉사복을 입은 「안%뇨봉사회」 봉사원들은 

이산가족의 편의를 돕는 봉사를 하였는데 그중에서 특히 급수 

봉사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 무렵 급수봉사는 한쪽에 석유곤로 

나 부르스타를 가져다 놓고 노란 알미늄 주전자에 보리차를 끓 

인 다음 그것을 다시 식혀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봉사였다 

경기도 북부의 청평. 일동 소재 군병원을 위문하면서 1985 

년부터 매년 봄이연 5 .8행사를 열었다. 적십자 창립기념일을 

전후로 장기자랑 대회‘ 백화점놀이 등 다양한 병사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때 봉사원들이 손수 만든 음식과 조그 

만 선물을 가지고 방문. 그들에게 따스한 엄마들의 정을 나누 

어 주는 것이 바로 5.8행사이다 

그리고 지금의 「만안여성회관」 앞에 있던 청소년 고등공민 

1977년 안양지역에 홍수 발생, 수해 현장에서 급수봉사를 하였다(1977.7) 



학교 학생들에게 매일 저녁 라면을 끓여주었다 「대한적십자 

경기지%에서 라면을 공급해 주고. 봉사원들은 2∼3명씩 조 

를 짜 근로학생들을 위해 매일 저녁 라면을 끓였고. 또한 해 

마다 연말이면 모범직업청소년들을 위한 푸짐한 음식을 마련 

그들을위로해 주었다 

1986년 「홀트후원회」가 창립되었는데 「안%노봉사회」 봉사 

원들은 후원회에 참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곳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에게 숙연한 감사의 마음을 보냈다 

또 이때부터 안양시는 매년 관내 3개 보육시설에 있는 아 

동들을 위한 〈보육원 아동체육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안양의 

여러 단체의 회원들이 보육원 아동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준 

비해 간 점심도시락을 나누어 먹는 등 일일부모 역할을 하는 

뜻깊은 행사로 「적십자 안OJ:-봉사회」도 이 행사를 적극 지원 

하였다. 

‘ 88올림픽에서는 안OJ:-을 통과하는 성화 봉송 주자를 위해 

급수봉사를 하였고 올림픽 1개월 뒤에 열린 장애인 올림픽에 

서는 봉사원 6명이 「장애인올림픽 자원봉사회」의 일원이 되 

시설아동 방문( 1977) 

안앙 노인학교 세탁봉사( 1979) 

어 1 5일동안 경기보조 안내 등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올림 

픽 자원봉사 유공단체로 안양시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89년 안양시 주관 「전국 기능대회」가 안양공고에서 개 

최되었을 때는 참가 선수들에게 따뜻한 차와 음료로 격려해 

주었으며. 인도 수녀들이 경영핸 양로원(안양시 만안구 석 

수동 소재)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안 

양시 향토음식 발굴대회〉에서는 당시 회장을 맡고 있던 문말 

자의 아이디어로 ‘닭갈비 무침’ 을 개발 판매 수익을 올리기 

도했다 

1990년대로 들어서자 대한적십재}는 봉사활동의 내실화 

와 전문화를 위해 안전, 보건 및 혈액.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홍보. 환경의 7개 분과별 활동을 강화하였는데 「안양 
봉사회」도 이에 따라 각 분과별로 나누어 수해지역 일손 돕 

기. 군부대 김장해주기. 환경보호 캠페인과 헌혈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전개하였다 

1998년 여름. 경기 북부지역에 큰 수해가 났을 때 가재도 

구가 떠내려가 취사가 불가능한 수재민들을 위해 안양시에서 

집배원 위안잔치( 1978 12. 8) 

군병원 위로 방문( 1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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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릇을 수잡 한 가구분씩 분류 BOX에 담아 수해지역에 

보내주는 〈사랑의 그릇 나누기〉 운동을 벌였는데 「적십자 안 

OJ'-봉사회」 봉사원들은 그릇을 풀어서 다시 분류하고 담는 작 

업에 열심을 다해 동침하였다 2000년 7월 폭우로 인해 안양 

2동 석수동 등 여러 곳이 침수되었을 때도 3일간 2.000명에 

이르는 수재민에게 급식봉사와 빨래 등의 봉사를 하였다. 

또 99년 7월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서 지원하는 

쌀 각 lOKg과 「안양봉사회」에서 준비한 생필품을 관내 어려 

운 이웃 307~구에 전달하였으며, 200 1년부터는 매월 쌀lOKg 

과 계란 1판씩을 607)구에 전달하고 있다 또 99년 9월 사할 

린에서 귀화한 동포들의 집단 거주지인 안산을 찾아가 위문품 

인 떡과 선물을 전달하는 등 이웃을 돕는 적극적인 구호활동 

을벌였다 

이밖에도 「안%뇨봉사회」에는 아주 특별한 특색사업이 있는 

데 〈노래 부르기〉 사업과 〈딸들의 캠프〉가 바로 그것이다 

1996년 가을 「안양시 여성과」로부터 〈노래 부르기〉 사업 

에 대한 제안을 받고 월례회에서 사업 시작을 결정했다 그 

리고 장소는 「동안여성회관」 3층 강당 시간은 매주 수요일 1 

시. 강사는 이호냐, 수강료는 3달(12주)에 25.000원씩으로 

정해 1996년 11 월 14 일‘ 〈노래 부르기〉 사업이 시작되었마 

그러나 사업은 계속 적자로 누적되기만 했다 

다음해 5월 월례회의에서 〈노래 부르기〉 사업의 향방에 대 

한 논의가 있었는데‘ 남대회 전회장이 20만원을 선뜻 기부하 

자 이것을 계기로 홍랑식 회장을 비롯 회원들이 스폰서를 자 

진, 그동안의 적자를 메꾸고. 이화숙 강사도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수강료를 내려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 안양시민의 정 

서 함양을 위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여성회관」 측에 다른 개설과목의 수강 신청을 받 

을 때 〈노래 부르기〉 수강신청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을 요청, 덕분에 〈노래 부르기〉 사업은 이익을 내기 시작했 

다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1997년 1 2월 22일 안양적십자 창 

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관내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총 450만원 

의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날 봉사원들은 손수 만든 음식으로 부페상을 차려 내빈,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었는데 이것이 전통이 되어 이제는 

매 총회 때마다 따뜻한 부페상이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001년 12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수익금은 적 

십자회관 건립기금으로 적립 중이다 

〈딸들의 캠프〉는 관내 여자중학교 학생 80명을 모집, 「적 

십자 연수원(수원)」에서 2박 3일을 함께 하는 활동이다 여 

, 02, 

학생들에게 정서 함양과 가치관 확립을 돕는 강의를 제공하 

고 협동정신을 배우는 조별 행사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기 

자랑. 춧불 의식 등을 통해 인생의 경건함을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간마다 간식을 챙겨주는 등의 세심한 

배려로 보살피고 있다. 1 998년 7월 28일에 시작돼 200 1 년 현 

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딸들의 캠프〉는 「여성발전기금」의 지 

원을받고있다. 

또 2000년 5월 이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관내 여성 

50명을 모집하고 전문강사를 초빙 〈산모와 아기 돌보기〉 교 

육을 시작. 2002년 현재 4차까지 성황리에 수료식을 마쳤다 

적십자에는 봉사시간에 따라 시간표창을 수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안%뽕사회」는 1992년 「세계 적십자의 날」 . 자진봉 

사 20 .000시간으로(안양적십자 총전원 총 봉사시간) 「대한적 

십자 경기도지사」로부터 기장과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그리고 

1 994년 11 월 「경기도 연차대회」에서는 자진봉사 30.000시간 

으로 장관 표창징을 수여받았고, 2000년 「대한적십자 95주년 

연차대회」에서 (5만시간 단체상〉을 수상하였다 

「적십자안양봉사회」의 역대회장은 l대 김신자( 1 977 ∼ 

1979) ‘ 2대∼4대 김경선 (1979∼ 1985) ‘ 5대∼6대 남대회 

( 1 985 ∼ 1 988). 7대 문말자( 1 988 ∼ 1 990) . 8대 김명순 

(1990 ∼ 1 992) . 9대 김정희 (1992 ∼ 1994) . 1 0대 박미자 

( 1 994 ∼ 1 995) ‘ 11 대 홍랑식 (1996 ∼ 1 997) . 12대 홍방표 

(1998∼ 200이이며‘ 13대 송재숙이 2000년 11 월 1 6일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안양에는 「안%뇨봉사회」 외에도 4개의 단위 봉사회가 있다. 

1 992년 평촌 신도시 개발로 인해 안양의 인구가 급증, 봉사회 

증설이 요구되어지자 만안구, 동안구에 각각 「만안봉사회」. 

「동안봉사회」가 창립되었고. 다시 2001년 7월18일에 「좋은 

봉사회」· 「동그라미봉사회」가 창립됨으로 해서, 5개이상의 

단위봉사회 대표들이 모여 구성하는 지구협의회의가 안양에 

도 결성되었는데, 그동안 「안%뇨봉사회」의 적극 지원이 있었음 

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안양시 지구협의회」 초대회장에는 

「안양봉사회」 10대 회장을 역임한 박미자가 선출되었다‘ 

또한 호계 신사거리에 교육실과 회의실. 사무실이 갖추어 

진 100여평의 「중앙봉사관」을 개관. 회관건립 기금으로 조금 

씩 모아왔던 돈. 500여만원으로 사무실 내에 집기류를 구입하 

였다 이곳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안양적십자의 산실이 될 것 

이다 



·견 썩 

1977. 3. 15 

1977. 4. 15 

1977. 4. 29 

1977. 7. 9 

1977. 8. 11 

1978. 

1978. 12. 8 

1979. 3. 17 

1981. 4. 17 

1981. 10. 11 

1983. 3. 17 

1985. 3‘ 18 

1987. 3. 17 

1988. 9. 

경기도 시,군 부녀봉사회 신규조직 계획에 따라 김신자외 10명이 입회, 「적십자 안OJ-봉사회」가 발족됨 

초대회장에 김신자‘ 부회장 서진자 총무에 안지숙이 선출 

「적십자 시 · 군 연합 발대식」에 참석, 적십자기와 흉장. 뺏지, 봉사복을 수여 받음. 
안양시 홍수. 40일간 198명의 봉사원이 1128시간 동안 수재민돕기 봉사 실시 

수재민 돕기 특별봉사 유공단체로 보건사회부 장관상을 수상 

「탁구협회 회장기 쟁탈 탁구대회」 입상 

집배원 위안잔치 

정기총회 -2대 회장으로 김경선 선출 

정기총회 -3대 회장으로 김경선 재선 

경기도내 적십자 부녀봉사회 간부협의회를 안양관굉호텔에서 개최 

-「충무용사촌」 방문. 봄 가을에 걸쳐 위안잔치 염 

정기총회 4대 회장으로 김경선 삼선 

정기총회 5대 회장으로 남대회 선출 

정기총회 -6대 회장으로 남대회 재선 

‘ 88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를 위한 급수봉사 
1988. 10. 4 「올림픽 자원봉사 유공단체」로 안양시장상 수상 

1988. 12. 28 정기총회 7대 문말자 회장 취임 

1990. 12. 17 정기총회 -8대 김명순 회장 취임 

1992. 11. 5 세계적십자의 날 

자진봉사시간 20‘000시간으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로부터 기장과 표창장을 수여받음 
1992. 11. 17 정기종회 -9대 김정희 회장 취임 

1994 . 11. 11 경기도 년차대회에서 자진봉사 30 .000시간으로 보건사회부장관 표창장 수여받음 
1994. 11. 16 정기총회 -10대 박미자 회장 취임 

1996. 2. 15 안양미화원 위안잔치 

안양시장으로부터 유공단체 감사패를 받음 

1996. 11. 14 〈노래부르기〉 사업 시작(매주 수요일 • 강사/이화숙)‘ 2001 년 12월 현재까지 진행 중 
1996. 12. 6 정기총회 -11 대 홍랑식 회장 취임 

1997. 12. 22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노래부르기〉 사업 수익금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15명에게 장흐냉 전달(450만원 소요) 
1998‘ 7 . 27 ∼29 적십자연수원에서 2박3일간 안양시 관내 여중생을 위한 〈딸들의 캠프〉를 시작 

(안양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1998. 11. 17 

1999. 3. 

1999. 7. 

1999. 7. 27 ∼ 30 

1999. 11. 19 

1999. 11. 

2000. 4. 

정기총회 12대 홍방표 회장 취임 

자연보호 캠페인을 지속사업으로 시작 

백미 각 lOKg( 적십자 지원)과 생필품(안OJ-봉사회)을 관내 어려운 이웃 307}구에 전달 

제2회 〈딸들의 캠프〉 실시 

장립 22주년 기념식 및 장학금 전달 

적십자 회관 건립기금 조성 시작 

경기도 모범단체상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수상 

roq 



2000. 5. 1차 〈산모와 아기돌보기 교육〉 실시(안양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2000. 7. 29 ∼8 3 3회 〈딸들의 캠프〉 천안에서 실시 

2000. 11. 16 정기총회 -13대 송재숙 회장 취임 

2000. 11 . 1 대한적십자 95주년 연차대회에서 5만시간 단체상을 수상 

2000. 11. 6∼8 2차 〈산모와 아기돌보기 교육〉 실시 

2000‘ 11. 16 창립 23주년 기념식 및 장학금 전달식 

2000. 5. 9∼ 11 3차 〈산모와 아기돌보기 교육〉 실시 

2001 년 년중 매월 백미 각 lOKg과 달갈 1판을 어려운 이웃 607}구에 전달 

2001. 6. 적십자사 회관 건립기금 예치 

2001. 7. 18 지구협의회 결성지원과 좋은 봉사회와 동그라미봉사회 창단지원 

지구협의회 회장으로 안양적십자 봉사회 10대 회장인 박미자 취임 

- 이 밖에도 시설아동 위로방문 군병원 위로방문. 집배원 위안잔치‘ 각종 행사의 급수봉사. 수해지역 봉사. 노인학교 세탁 봉 

사 헌혈캠페인‘ 자연보호 캠페인 등의 많은 구호사업과 사회봉사 현장 활동에 참여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안양적십자 봉사회〉의 어제와 오늘 

j;tfbti~f갑·1. ,_ ’‘ l의 .:rt ’‘ ~o~ i[V!J.f-J_f.게“ ‘ 

대한적십자에서는 예기치 못한 재해나 생계의 어려웅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하여 구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적십자 안 

양봉사회」는 그 전달자 역할을 밑고 있다 

구호품 전달(1980 ) 귀화 사할린동포 중추절 위문(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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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과 자원봉사정신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흘트일산복지타운」 방문(1980.5.19) 

「충무용사촌」 사람들과의 친선 탁구대회 ( 1981 ) 

장학금 전달식 ( 2000. 11.16) 

군 병원 샘일축하 잔치 

안양시 석수동 소재 인도수녀가 경영하는 
사랑의 집(앙로원) 우|문 방문(90.4) 

---



안앙시 주최 〈보육원 아동 체육대회〉에서 일일 엄마 되어주기 ( 1987 5) 

모범직업청소년 위안회 ( 19832) 

2001 년 100만그루 나무심기/은행나무 터널 만들기 미화원 위안잔치( 1996.2) 

ffL. 



핍!j-J홍 I- ~, 1.f원풍샤l 캡몫7킹촌'-1., , 7l썩꽁 it얘 휴휴~ ... 

(4,000만 이산가족찾기〉 접수 및 급수봉사( 1982) 

<’ 88장애자올림픽〉 자원봉사( 198810 15) 

청계공동묘지 수해복구 급식봉사( 19978) 

(88 서울올림픽〉 성화 봉솜 주자를 위한 급수봉사 

결흔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부부들을 위한 합동결혼식 ( 1987 916) 

+ 징렐~q.1션,JI떻쩍 많염 옆않體덮-~'에 + 

「적십자 안양봉사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 
전달식 (1997 1222) 

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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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여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띨들을 위한 캠프〉 

〈노래부르기〉의 강사와 힘께(199712.26 ) 

자진봉사상수상자 

5000시간/김경선 

3000시 간/남대희 김병순 문말자 조영부 박미자 홍랑식 홍방표 

2000시 간/김정희 송재숙 김경숙 김문중 계성숙 김정자 윤원자 

1000시간/전경순 박혜란 이정애 김순자 이승복 

「안앙시여성발전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산모와 아기돌보기 교육)( 2000.5) 

시민축제(200 1.10 ) 



때한적섭자동안용싸회 
、、/

설립목적 주요사업 

적십자사 기본원칙과 대한적십자 봉사회 운영규칙에 

따라 활동하는 봉사조직이며 인도주의 입각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명랑한 사회풍토 조성과 복지사회 건 

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혈사업 

재해구호에 관한 봉사활동 

보건 및 안전에 관한활동 

사회복지에 관한활동 

자연보호캠페인 

특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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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 동안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안 

양지구협의회」의 단위봉사회로 사랑과 봉사의 숭고한 정신으 

로 크고 작은 재난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웃. 어렵고 소외 

된 이웃과 항상 함께하며 따뜻한 인간애를 실천하고 이웃사랑 

을 실천힘으로써 우리 모두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7}꾸는데 

앞장서고 인도(Humanity) ‘ 공평 (Impartiality) ‘ 중립 

(Neutrality) ‘ 독립( lmdependence ) , 봉사(Voluntary 

Service) ‘ 단일(Unity). 보편(Universality) 제원칙을 성실 

히 준수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특성에 맞게 활동할 것을 

목적으로 1994년 2월 4일 「대한적십자 동안부녀봉사회」 

가 발족. 2000년 4월에 「안양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 

였으며. 딩해 7월 「대한적십자 동안봉사회」로 명칭을 개 

정하였다 

「대한적십자 동안봉사회」는 재해안전분과 보건혈액 

분과 청소년분과 장애노인분과 홍보분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한적십자 동안봉사회」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통 

맛 살리기 장담그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년 2월∼4 

월에 실시하며 순수 우리콩 메주와 생수로 된장을 담그어 

50일동안 매일 항아리 뚜껑을 열고 닫는 정성으로 

된장. 간장을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 

로 보급하고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1년에 

2명씩 학자금 전액을 보조하는데 대상 선정은 안양 

시 동안구 관내 학교에 의뢰하고 있다 

1998년에 시작한 이 〈전통 맛 살리기〉는 「대한 

적십자 동안봉사회」 의 특색사업으로 국민일보 

(1998. 5. 2이 , 내일신문(2001. 1. 1 8) 에 게재되 

기도하였다 

또한 회원들은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자 

녀들에게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가르치고 인성 발달을 돕고자 함께 봉사하는 시간 

’ l b 

을 갖는데‘ 부모 자식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봉사의 느낌을 나 

누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관내 10개동의 일반 저소득증과 실직 가정 60가정에 쌀 

lOkg l포식을 월 1회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층 구호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사업 중의 하나이다, 또한 2001 년‘ 전진상회관의 

의뢰를 받아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간의 합동결혼 

식에 신부부케와 식장 꽃장식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도 매년 실 

시해서 민간외교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계획이다 

역대회장은 1∼2대 한상완( 1994 . 2 ∼ 1 996. 11 )' 3대 엄정 

~김-:~ 

회 장 

부 회잠 부 회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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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썩 

1994. 2. 4 

1994. 6. 14 

1994. 12. 27 

1994. 12. 29 

1995. 1. 10 

1995. 2. 7 

1995. 3. 14 

1995. 4. 

1995. 7. 

1995. 11. 2 

1995. 11. 22 

1995. 12. 13 

- 「동안부녀봉사회」 예비모임으로 총 19명 중 

15명 참석하여 오리엔테이션 및 임원단을 

선출하였다. 

- 초대회장/한상완 

부회장/김윤향, 이재선 

총무/이순표 회계/김길자 

- 〈동안부녀봉사회칙안〉 세워 결의. 통과하다. 
동안부녀봉사회 결성 

- 총 19명중 15명 참석하여 동안구청 회의실에서 구청장, 적십자 경기도 지사 회장 및 내빈과 70여명 참 

석한 가운데 「동안부녀봉사회」가 발족되다. 

월례회의에서 본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하여 4개부서로 편성하다 

총무부.사업부,친교부‘교육부 

임원회에서 6월 14일 신설한 4개부서를 대한적십자봉사회의 분과인 재해안전분과 보건혈액분과 청소년 
분과‘ 장애인 · 노인분과 홍보과로 명칭을 바꾸고 재편성하였다 

이인실씨 개인사정으로 탈퇴하여 총회원 18명되다.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경기도 일산 「홀트복지타운」에서 자원봉사하였으나 교통난 등으로 중단하다 
(‘ 94. 4 ∼‘ 94 . 12) 

제l차 정기 총회 개최(동안구청 회의실) 

정경자 회원이 8명 추천(신현덕, 김순안, 배경자, 최은숙‘ 오미순‘ 이수련, 김미옥 김경숙) ‘ 이순표 총무 
가 l명 추천(조경례) 전회원이 입회를 찬성하여 총회원 27명되다 

소녀가장돕기 봉사로 비산동 임곡아파트 중3 홍성희 학생에게 「아산재단 지원금」 월 15만원씩 지원키로 하다. 

안양시 동안구 노인복지회관 내의 경로식당 봉사를 매월 셋째, 넷째 화요일 봉사하기로 하다 

〈아시아 태평양 봉사대회〉에 김길자 정경자, 김혜옥 참석하다(잠실체육관) , 

평촌 「헌혈의 집」에 매월 첫째 월요일 헌혈캠페인 봉사키로 하다 

동안구 14 7”동 63명을 초청하여 노인복지회관 강당에서 독거노인 위안 잔치를 베풀다. 
96년도 임원 선출은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회장/한상완 부회장/이재선, 엄정화 총무/이순표, 회계/김길자 

제2차 정기총회 개최(동안구 회의실) 

1996. 1. 9 회원 증원에 대해 3회 봉사. 입회비 5만원으로 

결정 회원은 30명으로 제한하기로 하다 

1996. 12. 17 제3차 정기총회(시청회의실) 97년도 임원 선출 

하다 회장/엄정화 부회장/김길자, 방영애. 총 

무/이난영. 회계/이수련 

월 회비를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결정하여 

‘ 97년 l월부터 실시키로 하다 

1997. 5. 27 회원간 단합을 위해 단합대회를 양평에서 갖다‘ 

1995년 11 월 2일, 노인회관 강당에서 있었던 독거노인 위안잔치 

1997. 10. 31 「’ 97년 지사연차대회」에서 이순표회원이 500시 

간이상 봉사상을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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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1. 11 ∼ 13 1 997년도 특별봉사로 독거노인 가정에 양곡 20kg 와 라면 1상자씩 회원의 자녀와 함께 지원봉사하다, 

1997 ‘ 11. 25 제4차 정기종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갖다 

1998. 2. 26 

1998. 5. 20 

1998. 6. 12 

1998. 8. 2 

1998. 10. 30 

1998. 11. 5 

1998. 11. 10 

1998. 12. 8 

1999. 3. 4 

1999. 3. 20 

자녀외 함께 하는 봉사 

‘98년 중점사업으로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사업에 두다.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자녀와 함께 봉사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다. 

지역봉사로 〈전통장 담궈주기〉 사업하다 

〈간장 된장 전통을 되살린다〉로 국민일보에 기사화 되다. 

실직자 무료급식 봉사활동으로 월1회씩 7회 봉사하다(수원시 장안구) 

수해복구 지원 사업으로 급식봉사에 부식제공 활동하다(안OJ-공동묘지) 

‘ 98년 특별봉사로 모자가정에 도배를 해주다 

. 98년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서 봉사상을 수상하다 

( 1.000시간이상 /한상완 김길자 500시간 이상/엄정화이재선. 이난영. 250시간 이상/신현되. 이수련) 

임시총회를 갖고 임원을 개선하다, 

회장/이순표. 부회장/김길자, 이난영. 총무/김혜옥 회계/김성희 

제5차 정기총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갖다 

임원 이 · 취임식을갖다 

〈전통 맛살리기 장 담그기〉 사업을 실시하여 메주 15 1 말을 딩그다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쓰기로 하고 예치하다 

저소득층 구호사업으로 1 0개동에 쌀 3포씩 전달하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적십자 봉사원 대회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자녀와 힘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랑과 봉사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A 왼쪽/전북 장수마을에서 고추밭 매기 A 오른쪽/「홀트 아동복지회」 봉사 후 

대한적십자 칭립 %주년 기념 〈아시아 태평양지역 봉사원 대회〉가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징과 교육문화 회관에서 있었다 
김길자 정경자 김혜옥 침석(1995 5. 10 ∼5 15) 

연차대회/매년 l멜∼ 11월 사이에 열리는 〈연차대회〉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제 4회 연차대회 모습(199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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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맛 살리기(된정,간정 담그기) 
우리의 전통음식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 
기 위하여 우리콩과 생수,소금으로 된장1 
간징을 담기 판매, 그 이익금으로 장학 
생을 돕고 있다( 1998 2∼ ) 

1999. 4. 27 

1999. 7. 20 

1999. 8. 

1999. 10. 27 

1999. 11. 3 

춘계 회원단합대회를 과천 청소년수련원에서 갖다 

하계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를 전북 장수군 장수마을에서 고추밭을 매는 농촌일손돕기 봉사를 하다 

연천 수해복구지원 봉사하다 

추계 단합대회를 강화도에서 갖다. 

〈‘ 99년 지사 연차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봉사상을 수상하다, 

(단체 1만시간 봉사 수상 1.000시간 이상/엄정화 500시간 이상/김혜옥, 장옥금 250시간 이상/김영란, 

이연휘 최은희. 길영숙. 이주연, 김성희 방영애. 오미순) 

1999 ‘ 11. 23 제6차 정기총회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갖다. 

각 부서별로 중점사업을 한가지씩 실시하다 

2000. 2. 24 ∼25 제3차 전통 맛살리기 장담그기 사업을 실시하다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예치하다 

2000. 3. 「안양여성자원봉사회」가 주관하는 푸드뱅크에 회원과 차량을 월1회 지원 봉사하다 
2000. 4.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다 

2000. 7. 「대한적십자사 동안봉사회」로 명칭을 변경하다. 

2000. 10. 31 2000년도 새임원을 개선하다, 

회장/김혜옥 부회장/이난영. 오미순, 총무/김성희. 회계/최은희 

2000. 11. 1 2000년도 「대한적십자경기지사 연차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봉사상 수상하다 

봉사활동 2.000시간 이상/김길자. 1.000시간이상/이순표 이난영. 김혜옥. 

500시간 이상/최은희. 이연휘. 김영란. 신현덕 

2000. 11 . 28 

2000. 11. 28 

〈전통장담그기〉 사업 수익금으로 평촌중학교 모범생 오인식. 김희라에게 1년동안 수업료를 지급하기로 하다 

제7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 • 취임식을 시청 소회의실에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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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인 가정 빙 꾸미기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찾아가 도배로 깨끗이 단장하여 꿈과 사링을 전하다(98.1030) 

노숙자 무료급식 
실직 노숙자에게 용기를 주고자 급식을 실시하여 격려하다( 199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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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적십자사 기본원칙과 대한적십자 봉사회 운영규칙에 

따라 활동하는 봉사조직이며 인도주의 입각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명랑한 사회풍토 조성과 복지사회 건 

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헌혈사업 

재해구호에 관한 봉사활동 

보건 및안전에 관힌 활동 

사회복지에 관한활동 

자연보호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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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 만안봉사회」는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봉 

사회 증설이 요구되어져 「대한적십자 경기도지사」의 시 , 

군 ‘ 구 부녀봉사회 신규조직 계획에 따라 창립된 「대한적십 

자사 경기도지사 안양지구협의회」의 단위봉사회이다 

뜻을 함께하는 회원 20명이 1994년 6월 27일 조직 준비 

회의를 거쳐 초대회장으로 조위태. 부회장 이명자 김미숙, 

총무 장숙희를 선출하고 「만안부녀봉사회 회칙안」 결의 통과 

및 94년 7월 5일 결성식을 갖기로 결정하여 7월 5일 만안구 

청 회의실에서 총회원 29명과, 구청장‘ 적십자 경기도지사장 

및 내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창립되었다. 

「대한적십자 만안봉사회」는 대한적십자 봉사회 운영기구에 

준하여 재해안전분과 보건혈액분과, 아동청소년분과 노인분 

과 장애인분과, 홍보분과 환경분과의 7개 분과로 구성 운영 

되고 있으며‘ 현재 23명의 회원들이 각자 주어진 분과에서 최 

선을 다하고있다 

「만안봉사회」는 적십자 정신에 따라 「대한적십자 경기도지 

사」에서 공급하는 쌀을 관내 11개통 불우이웃을 가가호호 방 

문. 전달하교 재해 현장에서의 급식봉사 구호품(담요. 생필 

품) 전달, 농어촌 일손 돕기 등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밖에도 매월 규칙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첫주 월요일에는 노인복지회관의 식사준비. 둘째 화요일은 안 

OJ-유원지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며, 또한 4개조로 편성, 

돌아가면서 비산동 「동방남부일시아동보호소」에서 아이들의 

간식 및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역대회장은 1대∼2대 조위태 ( 1 994.7. 5 ∼ 1998 . 11.15). 3 

대 이명자(1998 .11.1 5 ∼ 2000.1 1.1 7 ) 이며 4대 설옥자가 

2000.11. 1 7일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으며 봉사원 23 

명이 활동중이다 

부진한 적십자회비모금에 팔 걷고 나선 X~원봉사자 

안양 만안적십자봉사회, ‘ 텔레마케팅 ’ 홍보활동 펼쳐 

쩍십자회비모금이 예년의 87%정도 I 모긍위원으로 
댁 힐혀율 보이고 있는 가운혜 대힌쩍 | 위용하여 지 
십자시 경기도지시는 보다 쩍극혀잉 | 로용지 배부 
홍보를동올 ε양녕는 현연‘ 도내 31져 ' 엉무률 혐조 
시 군의 쩍십와용사협얘서도 용보캠며 

인 등올 협치는등 다격쩍인 빙안마련 
에고싱히고있다 
인양시의 경우 시정소식지화 인터 

넷융 이용힌 늄동쩍민 홍보활동융 전 
개하고 있으며 g내 민인혀십자용사회 

는 E.1£.\.11청에서 공무원률과 함께 회 
비g련 각종 민원전화E버{외 회비홍보 
g동융 명치고 있어 선진국형 자원용 
사활동이련 g융 듣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기부문협 정칙 및 획t’을 휘해 
>;}윈용사원률이 월al미커l팅‘ 개넙희 

능동혀민 찌원확보활동율 전개하는 것 

기보연혀민상용이다 
.재 척십자회비모금온 우편빙용비 

l앙당으로 인해 각 지역의 용,빈g률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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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썩 

1994. 6. 27 

1994. 7. 5 

1994. 12. 19 

1995. 5. 1 

1995. 5. 5 

1995. 5. 9 

1995. 11. 3 

1995. 11. 20 

1996. 4. 18 

1996. 5. 3 

1996. 10. 21 

1996. 12. 6 

1997. 3. 19 

1997. 4. 11 

1997. 11. 21 

1998. 8. 2 

1998‘ 11. 15 

1998. 11. 

1999. 8. 

1999. 9. 17 

1999. 11. 

1999. 11. 19 

1999. 11 

2000. 4. 26 

2000. 7‘ 20 

2000. 7. 

2000. 8. 17 

뜻을 함께 하는 회원 20명이 모여 「대한적십자 만안봉사회」 조직을 위한 준비회의 

「대한적십자 만안봉사회」 창립 총회. 초대회장으로 조위태 선출 

제1차정기총회 개최 

7개 분과(재해안선 보건혈액.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홍보. 환경) 편성 
청와대 〈어린이날 기념잔치〉에 참석 봉사 

「아시아 태평양 적십자 봉사원대회」에 참가 • 총무 허숙희 통역 봉사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연차대회」 참가(회장 조위태, 총무 허숙희) 

제2차정기총회 

자연보호 캠페인의 지속적인 추진 결의 

독거노인 200여명을 초대. 문예회관에서 경로 위안잔치 

제2대 임원선출. 회장에 조위태 연임 

제3차정기총회 

비인가 사회복지 시설인 「바울선교원(석수2동 소재)」 방문. 장애인 돕기 재활용비누 만듬 

「아시아 태평양 적십자 봉사원대회」 참가 

제4차정기총회 

청계공동묘지 수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작업 중인 군장병에게 급식 제공 

제5차 정기총회 , 3대 회장으로 이영자 선출 

군경 방문‘ 위문품전달 

연천군 수해현장 복구사업 지원 

「안양시여성단체 협의회」 가입 

회원 단합대회(설악산 2박 3일) 

제6차정기총회 

석수2동 소재 「바울선교원」(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김장봉사 

박달1동 화재현장 구호품 전달(담요와 생필품) 

석수l동 화재현장 구호품 전달(담요와 생필품) 

단체명변경/「대한적십자사 안양만안부녀봉사회」를 「안양만안봉사회」로 개칭 

헌혈캠페인 - 만안구청 

「대한적십자 만안부녀봉사회」 결성식( 199475) 저13기 봉사원지도자 과정( 1999.3.8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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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9. 26 

2000. 11. 1 

2000. 11 . 17 

2000. 11. 23 

2001. 1. 18 

2001. 2. 12 

2001. 2. 

2001. 5. 18 

2001. 6. 13 

2001. 6. 26 

2001. 7. 18 

2001 ‘ 8. 18 

2001. 8. 28 

2001. 9. 18 

2001. 9. 26 

2001. 10. 22 

2001. Hl. 30 

2001. 11. 2 

2001. 11. 18 

「가평 꽃동너l」 환우 돕기 봉사 

연차대회에서 김숙희봉사원 시간봉사상 표창(2.000시간) 

제7차 정기총회. 제4대 임원 선출 

회장/설옥자, 부회장/안오진, 박영순 총무/김인희. 회계/정순이 

설옥자 회장 공적상 수상/훈격(안양시장) 

「동방 남부 일시 아동 보호소」(비산동 소재) 봉사 시작(월 4 ∼5회) 

〈적십자 회비〉 모금 시작(텔레마케팅‘ 가두캠페인) 

〈제3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 행사에 봉사활동 

「동방 남부 일시 아동 보호소」(비산동 소재) 의류 전달 

경기도내 회장단 연수(재해 수재민돕기 교육) 참가 

「대한적십자 경기도지λh의 봉사원 기본교육 참가 

대한적십자 봉사회 5개단체 결성식(안양.만안동안좋은동그라미봉사회) 

괴산고추축제 방문 

안0olz동 수재민돕기 활동으로 설옥자 회장이 만안구청장 표창 

중추절을 맞아 비산동 소재 「동방 남부 일시 아동 보호소」에 소품 전달 

안산의 귀국 사할린 동포 방문 떡과 선물 전달 

안양의 독거노인 80분을 모시고 「이천 도자기 엑스포」로 가을나들이 

농촌 일손 돕기 활동(괴산→사과따기) 

연차대회에서 설옥자 이영자(2000시간) , 정순이 (1000시간) . 김윤경.이순옥,최기영.김옥현. 최춘우(250시 

간) 시간봉사상표창 

만안구 내 독거노인 및 어려운 이웃 66개 가구에 「대한적십자 경기지λh에서 제공하는 쌀 lOKg씩을 전달 

저17차 정기총회에서의 봉사원 서약(2000 . 1117) 안앙지구협의회(안앙,만안,동안,좋은봉사회 1 동그라미봉사회) 합동 
걸성식(20이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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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만안봉사회〉 자원봉사 활동의 현장 

도월」울 πl~-l.- ~ t눈 푼어’ 샤자의 솜갯운- -

적십자 봉사원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타인의 도 
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사회봉사 사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석수2동 「바울선교원」(비인가사회복지시설 ) 김장봉사( 1998.11) 군겸 급식봉사를 위한 준비 중(98.8 . 2) 

연천수해 복구 현장에서의 급식봉사( 1999.8.5) 

「만안 노인복지회관」 식당 봉사(2000 8.3) 

‘ 1 듀 



-歲옳 

〈남북이산가족교환방문〉 행사에 봉사 활동 

「경기도 동방남부 아동 일시보호소」 봉사( 2001.5.14) 

헌혈캠페인 (200.1.30 ) 

안앙유원지 자연보호 캠페인(2000.12 12) 

‘?..b 



「가명 꽃동네」 현장 체험 봉사( 2000.10.12) 

화재현장 구호품 전달(19971. 24) 

사할린동포 추석맞이 사랑의 선물 전달(200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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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 경기지사」 년차대회( 1995.11.3) 「안앙평촌우체국」 자연봉사요원 환송 간담회(1995.1219) 

괴산군 농촌일손돕기 〈사과 따기〉 봉사 「아시아,태평양 적십자봉사원 대회」 참가( 1997 4.11) 

시간봉사상수상자 

2000시 간/이명자 설옥자 김숙희 

1000시간/조위태 김영숙 박영순 안오진 배달영 김인희 정순이 최제분 

‘ L.~ 



천롤문형 ~t關l회 

설립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서로 도와 자활능력을 배양 

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들의 유지를 이어 조국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위한 사업 

국가발전 및 세계평화와 조국통일의 완수를 위한 사업 

정부의 보훈사업에 대한 협조 

회원의 자활 정착을 위한 사업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itJ좋푼1t ,,, , l'.1t0 l ~,」r ---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전몰군경의 유족 중 미망 지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만으로 구성된 단체로. 1 963년 8월 7일 〈군사원호대상자 단 

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년 8월 12일 46명의 설립 ·견 융킹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정과 임 

원 선출 등을 마치고 원호 처장의 승인을 받이- 9월 4일 「서울 

지방법원」에 제1062호로 설립등기를 마쳤다 

설립 당시의 조직은 본부 외에 시 · 도청 소재지에 지부와 

시 • 군 • 구에 지회를 두었다 이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 

인회 안양시지회」는 1977년 11월 1 4일 원호처 법률 1 389호 

에 의거 창립되었으며 1988년 12월 3 1 일 국가유공자 등 단 

체 설립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로 개칭하였디 

역대 회장은 초대 권중흠(1977.1 1 ∼ 1 979.10) . 2대 박서월 

( 1 980 .1 0 ∼ 1 999 .1 ) . 3대 김군자( 1999.1 ∼2000 . 2) ‘ 4대 박강 

현 ( 2000.2 ∼ 2000 . 9) 이며 5대 최은덕이 2000년 9월부터 현 

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회장은 소속 지부인 경기도지 

부장이 임명한다 현재 회원은 40명으로 사무실은 대한민국상 

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등 단체와 함께 보훈회관 

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정부보조 

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딩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안양시지회」 설립부터 지금까 

1977. 11. 14 

1979 ‘ 5. 17 

1979. 10. 5 

1979, 12. 

1988. 12. 31 

1995. 7, 14 

1999. 1. 1 

1999. 4, 

2000. 2 

2000. 9. 

2001. 2. 22 

원호처 법률 1389호에 의거 「대한전몰군 

경미망인회 안양시지회」 설립 

회원은 22 명. 초대회장으로 권중흡 선출 

미망인회 단합대회(부산, 경주‘ 1 빅2일) 

초대회장 권중흡 도지부 사무장에 임명됨 

으로 2대 회장에 박서월 선출 

정기총회 개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의한 법률 개 

정으로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대한 

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로 개칭 

「보훈회관」 입주 

미망인회 사무실 현판식 

3대회정 김군자취임 

회원 휴양대회(충주 보훈휴양소) 

4대회장박강현 취임 

5대회장최은덕 취임 

회원 단합대회(충주 휴양소) 

충혼탑 주변을 칭소하는 회원들 보훈의 달 기념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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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3옹,_ ,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안양시지회」의 주요 활동 사 

항은다음과같다 

이러한 활동 사항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좌경용공세력 규탄 궐 1978. 6. 6 

기대회, 남북대화 촉구 등 대국민 홍보활동. 판문점 등 

안보현장 견학. 대국민 안보의식을 공고히 하는 활동을 1978‘ 8. 15 

실시한다. 1978. 11. 5 

• 보훈원 양로소 등 불우 회원을 위문하는 등 상부상조 1980. 1. 

활동과 일선장병 위문 등 수범 활동을 전개한다 

• 매년 UN참전 161H국 참전기념비와 UN묘지를 순례 참 1981. 12. 

배하여 타국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우방 

국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1982. 2. 

• 다른 여성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태극기 달기 1983. 4. 

운동 새질서 • 새생활 실천운동‘ 불법 무질서 추방‘ 건 1984. 5. 

전사회 기풍 진작. 근검 • 절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1985. 11. 

동 운동의 범국민 확산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1986. 5. 13 

있으며‘ 시국 안정 촉구 활동 전투경찰 위문활동. 공명 

선거 계도활동과 함께 나라사랑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1986. 6. 25 

있다. 

• 그 밖에도 민주의식에 부응하는 체질 개선과 단체 회원 1986‘ 8. 12 

들의 사기 앙OJ:-을 위해 계속 노력함으로써 명실공히 보 1986‘ 11 ‘ 11 

훈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1987. 4. 

1988. 9. 

1988. 11. 

1989. 5. 

1989. 6. 

보훈회관 현판식(1995.7.14) 

현중일 행사(용화사/안양동 소재) 

매년실시 

조기대청소 참여(역전 광장) 

원호양로원 방문, 떡 · 과일 전달 

매월 1일 현충탑 참배 및 주변 청소 

매월 5일 정기 월례회 개최 

사랑의 손길 펴기 

(절미 운동으로 무의닥 회원 돕기) 

보훈시책 설명회 및 간담회 

안보대책 설명회 

자연보호 캠페인(안OJ:-유원지) 

농촌 일손 돕기(벼베기/용인) 

‘ 88올림픽 손님맞이 대청소 실시 

(수원장안공원) 

미망인 1일 위로회 

(대전국립묘지‘ 계룡산) 

'86 아시안게임 손님맞이 급수 봉사 

상이군경회 전상고령 회원 환영식 

(뉴코리아호텔) 

보훈가족 돕기 음식 바자회(팔죽판매) 

향토시장 음식 봉사( 팔죽) 

보훈청 재활원 및 양로원 김장 봉사 

시국안정 호소문배포 

유엔참전비 순례 

박서월회장이 회원에게 장한어머니상’ 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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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4. 

1990. 10. 

1991. 12. 

1991. 3. 18 

1991. 7. 16 

1991. 9. 9 

1992. 3. 10 

1992. 3. 23 

1992. 10. 9 

1992. 8. 21 

1995. 6. 6 

1996. 6. 15 

1996. 10. 

· 매년 5월 

· 매년 6월 

대학생 시위 중단 촉구대회 

(한양대학교정문앞) 

중추절 양노소 방문(보훈원 양노소) 

국군장병 위문(경기도 관내 주둔 부대) 

건전사회 실천 운동 캠페인(벽산쇼핑 앞) 

새질서 새생활캠페인 

안양시 전경 방문 위문품 전달 

(돼지 3마리) 

안양시 공명선거 캠페인(전철역) 

안양시 공명선거 간담회 개최(연민관) 

〈조선남로당 사건〉 규탄 대회 

6 . 25 참전자 특별연금 지급 항의 시위 

현충일 추념식(현충탑) 

유엔 격전지 견학 

불우회원 및 고령회원 위로방문 

회원병사 위문(장기투병자 1명 ) 

관내 1 3개 유엔 참전기념비 순례 참배 

it1;。&추{,~껴 

안앙6동 소재 총흔탑에서 

f3-Z. 

1997. 6. 14 

1997. 6. 20 

1997. 7. 31 

1997. 8. 28 

1997. 9. 4 

1998. 4. 5 

1999. 4. 

1999. 6. 19 

2000. 6. 6 

2001. 3. 6 

2001. 4. 24 

· 매년 6월 

· 매년 6월 

보훈의달 위안회(육군사관학교) 

회원 30명 참석 

보훈의달 위안 행사(안양시장 초청) 

국가안보태세 함OJ-을 위한땅굴견학 

대한민국 국호 무시발언의원 규탄 대회 

(중안공원) 

안양시의회 방문 

(보훈단체 지원금 협조 요청) 

보훈가족 식목 행사(보훈회관 주변) 

회원 휴양대회(충주보훈휴양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합동위령제 

(화성용주사) 

제45회 현충일 행사( 충혼탑) 

안양 보훈산악회(수덕사) 

전적지 순례(공주동학사 대전국립묘지) 

고령회원 위문(불우고령회원 1명) 

현충일 추념식( 현충탑) 

가신님의 넋을 위로하며 분향 , 



UN샤:it1,념”’ 융원| 간H” 

「필리핀군 참전기념비」를 순례 참배하는 회원들 .. (2000 ) 

우’운챔 3응 

군부대 위문품 전달( 1991 ) 불우회원 위로 방문( 1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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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타 앤 옥 

내 집앞 내가 쓸기 

식목일 기념 보훈단체 식목행사( 1998.4) 자연보호 활동( 1996) 

여성단체들과 함께 〈올림픽맞이 바른질서지키기〉 거리캠페인 ( 1988 ) 충혼탑 참배( 1995 ) 

f34-



찢풍쫓 
險짧7 

\
醒V 빠

냉
 

설립목적 주요사업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일원으로서 활동하는 

안양 JC인의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현대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강좌 

및 모든 지식을 배워 훌륭한 아내로서 JC 활동 

을 하는 남편의 훌륭한 내조자가 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JC 활동에 대한 참가 및 내조 

부인회원 상호 이해와 친목증진 도모 

부인회원 자질호냉을 위한 교양강좌 실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사회활동 협력 

기타 본회의 목적에 펼요한 사업 



oto! 」C 콰()l~,」t Ill 

’ 77년 11 월 초순경 부터 김행웅(안양JC 9대)회장과 회원 

다수, 그리고 부인들이 모여 수차 혐의를 하여 JC 부인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안양JC부인회」를 조직하기로 계획. 

안양JC 11 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명칭을 「안양JC부인 

회」로 하기로 하고 창립 준비를 시작하였다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 초안을 김행웅 회장과 사무국장 송청웅 회우, 권운 

상 이사, 기획위원인 한삼석 회우가 상의하여 정관을 작성하 

였고, 11 월 24일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1 977년 말에 「안양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였다 

특히 JC에서는 1 978년도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JC에서 JC부인회를 관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삽입하여 부 

인회를 지도, 보조하고 있다 

「안양JC부인회」의 설립 연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견 썩 

I 1 969년 7월 26일 제3회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회」 

심의를 거쳐 50번째로 「안양청년회의소」가 인준됨 

I 1 977년 11월 초 김행웅회장(안양JC 9대회쟁과 JC 회 

원 디수 그리고 부인들간 수차의 협의를 통하여 JC 부 

인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계 획 수립함 

I 1977년 11 월 「안양JC」 이사회의 의결을 보아 공식 명 

항-씬원Jl,뭘간밍윗될j수틴JI펌쉬 

안앙」C 부인회 창립 3주년 기념식 

13b 

칭은 「안양JC부인회」로 하고 준비위원장에 이춘자 회우 

를 선임하여 창립에 따른 준비를 함. 

I 1 977년 11 월 24일 사무국에서 JC 회장단 및 다수의 회 

원과 부인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안양JC부인회」가 출범함〈초대회장/이춘자‘ 명예회장/ 

김인제(당해년도 JC회장 부인)〉‘ 

• 1 977년 말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 

그후 「안양JC부인회」는 「안양JC」와 별도로 1대∼4대 이춘 

자( 1 977 ∼ 1 980) ‘ 5대∼6대 계성숙( 1 98 1 ∼ 1982), 7대 홍랑 

식 (1983) ‘ 8대 홍방표( 1 984) ‘ 9대∼ 10대 김선화( 1 985 ∼ 

1986) ‘ 11 대 ∼ 1 2대 정금우(1987 ∼ 1 988) . 1 3 대 이회복 

( 1 989 ∼ 1 990) ‘ 1 4대 박영순 (1991) ‘ 1 5대 ∼ 1 6대 이재선 

( 1 992- 1 993년) , 17대 김영옥(1 994 ) . 1 8대 황영자(1995). 

1 9대 강영미 (1996), 20대 유경애 ( 1 997) ‘ 2 1 대 강경실 

( 1 998) 을 회장으로 선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l년이 

라는 짧은 기간의 회장직 수행으로 인한 어려움이 도래되면서 

1 999년부터 명예회장 (JC 현역 회장부인) 이 부인회 회장직 

도 겸직키로 결정. 시행하였으나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아 활발 

한 활동이 되지 못하였고 3년간의 긴 공백을 보내던 중 2002 

년 박증근 부인회장의 취임으로 다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안앙」C 부인회 창립 5주년 기념식 



웅{-.!응,_ ,_ 

「안양JC부인회」는 월별, 분기별 정기적인 행사를 통해 JC 

신조에 따른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내조자로서의 

자질횡냉을 위한 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 JC 활동에 대한 참가 및 내조 · 지역사회 개발을 위 

한 사회활동 협력 •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 증진 도모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특히 안양시에서 주최하는 

글짓기대회만 하더라도 시 부분에서 이재선, 이희복 역대회장 

이 장원을 하였고, 계성숙 이선자, 정경자도 수상 경력이 있 

다(안양JC 20년사) . 

「안양JC부인회」 활동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7.1, 1’7.~<>l 」C 캄<>l~ 얘샤 

• 1월 JC 척사대회 

댐9년도 JC 회장 주관으로 전회원 참가 

• 2월 「유스 JC」와 합동으로 〈일일잣집〉 개최 

」C 척사대회 

만들기 강습회 

• 3∼ 4월 일일잣집 수익금으로 안양시 관내에 있는 보 

육원을 방문하여 생필품 및 학용품 전달 

(예/탁구대) 

• 5월 어린이를 위한 전가족 야유회 및 체육대회 개 

최, 〈안%뇨음악제〉 개최 

• 6월 각 지구별 체육대회, 회원대회 참석 

• 7∼8월 3박 4일에 걸친 하계수련대회 및 무의촌 진료. 

낙도어린이 학용품전달 

• 9월 자연보호 캠페인 및 등산대회 

• 1 0월 각종 전국회원대회 참가 

-1980년 12월 「안양JC부인회」가 전국 최우수 

부인회원상수상 

• 12월 「안양JC부인회」 창립기념식 및 합동 송년회 

• 분기별 • 소질계발을 위한 교양강좌 개최 

가족 체육대회 

연사초청 세미나 

-취미, 꽃꽂이, 양초공예,박공예. 요리 

· 자매JC와의 교류 

· 낙도 어린이 초청 민박 

무의촌 진료봉사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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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3승 7t추1~ 를개최 

• 1979‘ 3.25 월례회의 겸 어린이보호 및 반공세미나 

참석(연사/이사용 서울JC회원 • 김신조 

귀순용사) 

• 1977.12. 3 제l회 〈안양음악제〉에 참석 • 1979. 4.24 꼬7'꼬;R 이 ! 시 E스님 

• 1977.12.10 〈안양JC 창립기념식〉 때 • 1979. 5. 6 삼양빌라에서 JC회원 가족 야유회 개최 

불우이웃돕기 모금함 설치 • 1979. 5.13 경기지구 제이씨 축구대회 참가 

홍방표회우 최우수부인상 수상 • 1979. 6.19 중고품 교환설치. 운영 준비 

• 1978. 2. 2 불우이웃돕기 일일잣집 개최 • 1979‘ 6.22 근로자회관에서 물물교환 실시 

( 「유스JC」 와 함께 ) (총 26.110원 수입) 

• 1978 2 19 불우이웃돕기 일일잣집 수익금으로 • 1979. 9.14 「안양JC」 창립 10주년 기념식 거행 

비산동 소재 「평화보육원」 방문, • 1979.10.21 무의촌진료협조 

탁구대 1조 , 학용품 및 다과 기증 (군자변 정황리 오이도/내과.외과치과) 

• 1978. 4.24 사무국에서 요리강습 개최 • 1980‘ 2. 고아원 방문을 위한 일일 잣집개최 

• 1978. 5. 8 제l회 〈안양시여성글짓기대회〉 참가‘ • 1980. 4. 전방시찰국군장병위문 

계성숙감사장려상수상 • 1980. 7. 무의촌진료 낙도 어린이 돕기 

• 1978.10. 6 제27차 〈전국 회원 대회〉 9명 참석 • 1980‘ 7.31 태안JC와 합동 하계수련대회 및 충남거 

• 1978.10.20 〈안OJ-음악제〉 참석 야도에서 무의촌 진료 및 낙도어린이에게 

• 1978.1 1. 4 안양시탁구협회 주최 〈닥구회장배 탁구대 학용품‘ 생필품전달 

회〉 여성단체 부문에 출전 우승 • 1980.1 2.12 창립 11주년 기념식 때 〈전국회원대회〉에 

• 1979. 1 안양시에서 선정한 1명에게 매달 5‘000원 서 「안양JC부인회」가 최우수상 수상 

씩 후원회비를 분기별로 지급 • 1981. 3.15 무궁화사진 전시회(일주일) 

• 1979. 2. 6 「유스JC」와 함께 「안%뇨중앙다방」에서 무궁화 심고 7)꾸기 운동 참여 

제2회 〈이웃돕기 일일잣집〉 개최 • 1981. 5. 5 어린이를 위한 전가족 야유회 거행 

• 1979‘ 2.13 고천국민학교 졸업식 때 고천 나자로분교 선물 주기와 운동회 등 즐거운 시간 보냄 

6학년 유친군어 린이 입학금 전달 • 1981. 6.11 부인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강습회 

• 1979. 3. 4 2차 불우이웃돕기 일일잣집 수익금으로 (꽃꽂이,양초공예‘사탕공예,박공예 등) 

「안양기독보육원」을 방문하여 탁구대 l조 • 1982. 2. 「동안양JC부인회」 창립 기념식 참석 

와 학용품 증정, 다과류를 준비하여 오락회 • 1982. 6. 농촌일손돕기 모내기 참석 

꽃바구니 만들기 공예강습을 마치고 꽃보다 더 예쁜 마음도 함께 」C회원 가족 체육대회 

f3 2> 



• 1982. 7.24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에서 하계수련 • 1988.11. 젓갈바자회 개최(본백화점) 

회 및 무의촌진료, 선물 전달 • 1989. 4. 1 인 1권 책 읽기 운동 전개 
• 1982. 9. 중추절 선물 전달(보육원) • 1989. 6 . 탁구대회, 볼링대회 우승 

• 1983. 5. 〈모범직업청소년 위안회〉 개최 • 1989. 9 . 독후감모집 시상 
• 1983. 6.28 수원지방검찰청 부봉후 검사의 〈법률 세 • 1990. 3 . 독거노인 자매결연 3명 매달후원 

미나〉 참석 • 1990. 5. 〈바른 삶 실천대회〉 개최 
• 1983.12. 소년소녀가장 연말 위안잔치 • 1991. 5‘ 제15회 〈안%뇨음악제〉 개최 
• 1984. 2.19 일일잣집 수익금으로「평화보육원」방문, • 1991. 7. 회원 하계수련대회 

세탁기전달 • 1991. 9. 환경보호캠페인 
• 1985.10.31 안양시 주관 〈저소득 가정 합동결혼식〉 • 1992. 2 . 여성볼링단 창단(주1회볼링연습) 

개최( ∼ 87년까지 계속) • 1992. 5. 회원 자질호냉 공예강습(화관 만들게 
• 1986. 5. 여성글짓기대회 시부문 장원 • 1992.10 . l 인 l통장 갖기 운동 전개 

( 이재선회원) • 1993. 2. 회원친선척사대회 개최 

• 1986. 5. 제10회 〈안양 음악제〉 개최 • 1993. 5. 〈사랑의 꽃바구니 만들기〉 강습 개최 
• 1986. 6.15 경기지구가족종합체전 • 1993. 8 . 겁소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 

(김포공설운동장) • 1993.12. 안양시여성단체 저축운동 1등상 수상 
• 1986.10. 〈저소득 가정 합동결혼식〉 개최 (상금30만원) 
• 1987. 4. 2 안양본백화점에서 소년가장을 돕기 위힌 • 1994. 3. 회원 자질 형냉 꽃꽂이 강습 개최 

서경보박사전(서화전) 수익금으로(250만 • 1994. 5. l01B롬 친선체육대회 참석 

원 상당) 17명의 소녀소년가정에게 혜택 • 1995. 4. 봄철 피부 손질 강습회 개최 
• 1987. 7.30 충남 서산 안흥국교 가이도 분교와 자매 • 1995. 5. 시설연합체육대회 참가 봉사 

결연 • 1996. 5. 제20회 〈안OJ:-음악제〉 개최 
• 1987.10. 〈저소득가정 합동결혼식〉 개최 • 1996. 9. 회원 친선 체육대회 

• 1988. 1. 전기족관악산등반대회 • 1997. 5. 알뜰벼룩시장참석 운영 
• 1988. 2.28 가이도 분교생 19 명, 교사 2명, 학부형 1 • 1997. 6. 〈백만가정 한 마음 통장 갖기〉 운동 

명을 초청하여 서울. 독립기념관 견학 후 • 1998. 8. 자매JC교류회(충남태안) 

회원 가정에서 민박 후 정을 나누고 선물 • 1998. 8. 〈사랑의 그릇 나누기〉 운동 참여 
드。":.~ 。} • 1998. 9. 환경시설 견학 

• 1988. 4. 〈저소득가정 합동결혼식〉 개최 

L 

정기월례회를 마치고 잠깐… 최우수부인회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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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폴3~ *·AA71 

홈스테이 사업으로 일본 무생 자매 」C를 방문한 안앙JC 회원 자녀 

안앙」C를 방문한 중국 신죽JC와의 홈스테이 환영회( 1997.8)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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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앙시정을 견학하는 안양」C회원 자녀들과 일본무샘」C 자녀들 

똥’‘ l의 권7-f 

모범직업정소년 위안회 개최 ( 1983 5) 」C부인회 주최 영세부부 합동결혼식 ( 1985.10.31 ) 

보육시설 방문 추석선물 전달 농촌일손돕기 (포도봉지 씌우기 작업을 마친 후) 

|다| 



시민의 날, 급수봉사에 나선 」C부인회원들( 1992) 

환경살리기도 우리 몫이죠( 1993) 

, 4-Z. 



현묶걸션l우트했聽부 

설립목적 

대한민국 소녀와 젊은 여성들에게 스애-트 방법에 의한 교육과 훈 

련을 제공하여 스스로 잠재력을 계발하고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서의 자질을 함OJ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를 위해 봉사하 

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걸스카우트 세계연맹을 통한 국제 
교류활동을 전개함으로서 국제이해와 우의를 증진함 

기본원칙 
· 하나님에 대한의무 

. 타인을위한봉사 

• 걸스개트 선서와 규율의 실천 

· 국가에 대한의무 

· 세계 우애와자매애 

• 자원지도자의 자발적인 참여 및 봉사에 의한 운영 
• 반활동 도전장. 기능장 취득활동 。뼈활동을 통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종교 정치로부터의 독립 

활동목표 

1‘ 자아 개발 /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신의 소질을 최대 
한 발전시킴으로서 자긍심을 갖는다 

2. 건전한 인간관계/성숙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익히고 단체생활 
에서의 지도력을 기른다. 

3. 자연과의 친화 /야외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에 관심 
을 가지며 모든 생물들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4. 사회에 대한 기여 / 다른 사랍과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인류 
복지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미래에 대한 준비 / 장의적인 태도와 생활에 유능한 기능을 습 
득함으로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t츄갯L깨우흐 1t1’냄~o tot1. 1010뺀응,., 

「한국걸스카우트」는 우리 나라 유일의 소녀 · 여성 사회교 

육단체이자 운동체로서 만 4세부터의 대한민국 소녀라면 누 

구나 대원이 될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단계별로 (민들레대/ 

학령전 유아. 유녀대/초등학교 소녀대/중학교 연장대/고등 

학교 연구대/대학교 일반/지역대)활동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 첫번째 걸스카우팅은 한소제 박사에 의해 광 

주에서 조직된 소녀1대였고 1950년 한국전쟁 중에도 지속적 

으로 활동 1957년 세계연합회 준회원국으로 인준되었다가 

1963년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1969년 〈스카우트 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활동이 국가의 법률로 확고히 뒷받침 받고 

있는단체이다 

〈스카우트 육성법〉 제정 이후 빠른 속도로 확장된 단체는 

1980년대에 이르러 1 6만 명에 달했다 이렇게 증가한 단체를 

몇 개의 소그룹으로 묶어 줄 작은 연합단위가 요구되면서 지 

구연합회 조직이 적극 추진되었다 

「한국 걸스카우트 안양지구연합회」는 198 1 년 5월 28일 설 

립, 1 982년 6월 1일 인준되었으며. 초대 이청형 (1981. 5. 

28∼ 1985 . 7. 2) ‘ 2대 황영희(1985 . 7. 5∼ 1 99 1. 5. 27) . 3 

대 방유자(199 1. 5. 27 ∼ 1993 . 11 ) 가 위원장을 맡았다 

「한국 걸스카우트 안양지구연합회」는 1982년 10월 5일, 불 

우한 소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걸스카우트의 이념을 바탕 

으로 교육 훈련하기 위해 안양소년원의 「선화대」를 발족하였다 

또 1986년 1월에는 초등학교 자모회장들을 중심으로 한 

「성 ~l대」를 발족하였는데‘ 지도자 기본강습을 펼한 초등학 

교 자모들이 성인대로 재구성되어 대원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협조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성인대 발 

족은 1 990년 9월 25일까지 성인 6대가 발족되었으며‘ 중앙본 

부에서 시상하는 〈전국우수지구 연합회) ( 1 987 . 5. 11 ). 〈최 

우수지구연합회) ( 1 988. 6. 3) 표장을 받았다. 

1993년은 「한국 걸스카우트 안양지구연합회」에게 의미있는 

한해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한국 걸스카우트」는 조직 운영 

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행정적 독립과 재정자립을 갖춘 지역연 

맹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안%빼 신도시(평촌)가 들어서면서 대 

원수가 급증(총대원 4.327명)하여 「안양지구연합회」의 조직이 

확대되자. 1 993년 11월 14일 , 「안양지구연합회」를 「경기안양 

지역연맹」으로 승격 전국 최초의 지역연맹이 되었다 연맹 승격 

후 각 성인대를 재구성하고 유치원생들로 조직된 민들레대를 

조직하고 국제 야영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다 

초대 연맹장에는 2대 위원장 황영희가 취임하였고, 2대 안 

승순(1997 . 11. 1 5 ∼ 1 998 . 11 . 14) ‘ 3대 김승자가 1 99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연맹장을 맡고 있다 

1995년 「근영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김현숙 대장, 1996년 

「범계초등학교」의 강인숙 훈련강사 1997년 「비산초등학교」 

오이환 훈련강사 1998년 「연현초등학교」 박화숙 훈련강사가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1 999년에는 「신기중학교」 

의 최순자 훈련강사가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0년 11 월23일에는 안양시로부터 〈우수봉사단체상〉을 수상 

하기도하였다 

7」스까우 E 는 국제적인 운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자녀들에게도 바람직한 가정교육을 기대 

2 - 동체로 14 1 개국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 하기 위해서 였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의 1,000만 명의 소녀들이 걸스카우트로 앨경은 소년들과 함께 한 야영을 통해 그 이겨내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안내 

활동하고있다. 들의 무한한 잠재력에 감명을 받아 보이 자(Guide) 라는 이름을 붙였다 

Girl Scout에서 Gir l은 소녀, Scout 스카우트를 창설하고 이어 걸가이드(Girl 영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미국으로 

는 정찰병이라는 뜻으로 전투에서의 적 Guide) 를 창설하였다 장차 가정에서 건너가 걸스카우트라 불려지게 되었고 

의 동태를 알아내 작전계획을 세우는데 어머니가 될 소녀들을 교육을 함으로써 해방과 더불어 우리나뻐도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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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대, 유녀대, 소녀대, 연장대---

위 오른쪽/체육대회 • 
왼쪽/유년대 합동 하계야영대회 

아래 오른쪽/국제야영대회(1995.810∼ 14) ~ 
왼쪽/과학놀이 한마당 

V 자연보호 

할
 

여
 「

0 
-

E 
-

oT 
스
 

률필훌필룰칭를훨~·흩힘률 도자로 키울 수 있디는 확신을 가지고 일에 임해야겠다 

이와같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발전시키고 그 능력이 걸스카우트 운동을 발 

전시키는데 확실하게 한 몫을 하는 지도력을 키워지게 노력할 

수 있는 분, 걸스카우트연맹은 잘 훈련된 지도자를 얻기 위해 여 

러 가지 임무수행에 적합한 지도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 제도의 교육적 요구는 지도력 개발이다 이 지 

도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영향력을 지킬 수 있는 가치관과 

창의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로서 다%ε한 자원봉사자 훈련을 널 

리 확산시켜야한다. 

걸스캐트 지도~~는 사회교육분야에 속핸 2댄봉사자이 

다 자원봉사분야는 실로 광대한 범위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다 

아동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직업훈련분야, 특수교육봉사분야 

보건의료분야 공동모금분야 등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자원봉 

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봉 

사들도 있으나 걸스차우트 지도자들은 비교적 전문적인 봉λ}를 

하는 자원봉사자들로서 세계적인 청소년 사회교육단체인 걸스 

카우트 연맹의 운동원들이며 정신적인 지도자이다 

그러므로 목표의식 없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A~원봉사 

의 출발이 되어서는 안되며 차원을 높여서 이 나라의 소녀들이 

걸스캐트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스스로 찌의 잠재력 Emi툰필룰탤-
을 개발하여 책임있는 시민으로 성장하여 X샌이 속한 가정 사 

회 국가 내}가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내일의 어머니도 여성지 소녀들의 교육은 소년들의 교육의 4배의 교육효과가 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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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을바르게 입고다닌다 G펄팩괄찰〕 

- 대중 앞에서 예절바르게 행동하도록 소녀들에게 권장한다 C쿄=二훌〕 
- 대 집회 후 집회장소를 집회전보다 더 깨끗이 한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나 사회단체를 위하여 봉사활동 

을한다, 

- 공공장소에서 걸스키우트의 여러측면을 보여주는 창립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숨어있는 장기를 힘껏 발휘한다 

- 일반 청소년 대상 하이킹. 야영. 캠프 행사에 참여하고 스카 

우트를 친구와 함께 참가토록 한다 

신과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정의 주역은 어머니이기 때 

문이다-

우리사회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질서한 방황을 계속하는 일 

의 반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사회의 절반은 

정의롭고 사랑이 있고 인내심이 있는 여성지도자의 참여가 절실 

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자 

각하고 걸스차우트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단체로 키우기 위해 

열심히 배우고 봉사하고 자신을 실현하는 민주사회의 파수꾼이 

되어야하겠다 

.흩휠웰훌.l"i를I쉴r• 

.윌&:·· 

- 대를 조직하고 대를 육성하는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대방문, 대조직. 대운영지도 등) 

- 대 연합활동을 지원하며 지구행λl를 주관한다 

- 지방연맹. 중앙본부행사 및 사업에 협조한다 

- 지구연합회 사업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도록 노 

력한다 

- 스차우트 사무실을 설치하고 대원, 대장과 모든 스카우트 

봉사자를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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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대 스카우트 항공학교 체험활동( 2001.6.9 ∼ 10 ) 



·견 썩 

1981. 5. 28 

1982 ‘ 6. 1 

1982. 10‘ 5 

1985. 7 2 

1986. 8. 1 

1987 ‘ 5. 23 

1988. 5. 11 

1988. 6. 3 

1990 ‘ 9. 25 

1991. 4. 5 

199 1. 5. 27 

1992. ∼현재 

1993. 1. 

안양지구연합회 설립, 초대 이정형위원장 취임 

안양지구연합회 인준 

안양소년원(신화대) 발족 

불우한 소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또 사회에서 나아가 올바른 정신함양으로 성실 

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걸스카우트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교육 • 훈련하기 위함 

제2대 황영희 위원장 취임 

안양지구성인1대 발족 

- 초등학교 자모회장을 역임한 지도자로 구성(13명 ) 

전국우수지구 연합회 표창 

최우수지구연합회 표창 

안양지구연합회 사무국 개설 

안양지구 성인6대 발족( 4 명 ) 

안양걸스카우트신문 「초록신문」 1호 발간 

- 연 1회 발행되는 「초록신문」은 안양지역연맹의 사업보고와 새로운 사업계획 등 스카우트의 소식을 접 

할 수 있는 유일한 연간지이다. 

제3대 방유자위원장 취임 

각대 회장단모임 구성 

- 초등학교 자모회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도자 기본강습을 필하고 각 대의 대원 활동을 원활히 진 

행할 수 있도록 도오F주는 협조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합 

안양지역연맹 승격을 위한 대원조직 강화 

군부대 l일 입대한 성인대( 1996 6. 18 ) 

14-7 



1993 ‘ 11 ‘ 14 

1994. 3. 24 

1994. 5. 21 

1994. 6. 10 

경기안양지역연맹으로 승격‘ 전국 초|초 지역연맹이 됨.(총대원 4.327 명) 

- 연맹 창립‘ 초대 연맹장으로 황영희 취임 

안양 「G.S수품방」 개설( 안쟁통 도정오피스텔 1 205-6호) 

93년도 각 회장단으로 「성인l대」 재구성 

「성인6대」 재구성(안양 부흥초등학교 협조지도자) 

「GS수품방」 운영시 4월 한달동안 대원 단복 판매를 무료 봉사 함 

- 안양시 주관 행사에 안내봉시를 도맡아 함 

1995. 5. 20 「민들레대」 조직(벤엘유치원‘ 색동유치원 외 ) 

- 유치원생들로구성 

1995. 8. 1 0 ∼ 1 4 지역연맹 중 최초로 〈소 · 연장대 국제야영대회〉 개최(홍콩대원 1 7명) 

1996. 9. ∼현재 

1997. 11. 15 

1998 ‘ 1. 26 

1998. 7 . ∼현재 

1998. 11. 14 

1998. 12. ∼현재 

1999. 3. 17 

- 홍콩대원(소 • 연장대) 1 7명을 초청 4박 5일 동안 민박을 통하여 서로의 국민성과 문화성을 교류하는 

데 앞장을섬 

「선화대」 예절교육 및 예쁜송편빚기 대회‘ 2000년 현재 제 4회가 됨 

- 민족의 명절인 중추절을 앞두고 소녀들에게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을 바르게 입고 올바른 자세로 절 

(평절‘ 큰절)하는 법을 배우고 송편예쁘게 빚기대회를 열어 시상함으로서 선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제2대 안승순연맹장 취임식 및 노래부르기 축제 

연맹사무국 및 안%뇨수품방 이전( 만안구 안행동 627 92호) 

여성 컴퓨터 경진대회 

- 여성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여성들의 사기 진작과 전산의식을 제공,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마다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함 

제3대 김송자 연맹장 취임식 및 한마당 큰잔치 

장학제도신설 

대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줌 

과천지역 소속대 편입 

- 과천지역의 걸스카우트대원들에게 보다 나은 훈련과 교육 등 편리를 도모하고자 연맹장이 손수 대방 

문을 하여 안양지역연맹으로 소속을 편입하였다 

안앙소년원 ‘선화대’ 예절교육(1 9939 깅)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앙시 여성 컴퓨터 경진대회 1998년에 신설된 장학제도1 
김승자연맹장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200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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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시작한 불우이웃돕기 일일칫집, 2001 년 7월 2일에도 열렀다 음성 꽃동네 김징몽사( 98 1 LI1 ) 

1999. 6. 20∼ 현재 불우이웃돕기 하루잣집 열기 

- IMF를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녀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연중 행사의 하나로 하루잣집 

을 열어 육성위원의 도움을 받아 얻어진 수익금 전부를 다시 각 대로 환원해 주고 있다 

2000. 7. 20 ∼ 24 연장대 합동 유적지 탐사 

- 안양시 보조금과 대 지원비로 해마다 대원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곳을 찾아 그 고장의 특산물과 전통 
을 알고 지역 주민들과의 원활한 화합을 위해 윤선도 유배지인 보길도로 4박 5일동안 하계야영을 실 

시 하였다 이에 해마다 국토기행의 일환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섬을 찾아 야영을 할 계획이다 

2000‘ 11. 23 우수봉사단체상 수상(안양시) 

- 본 연맹의 성인대는 남다른 봉사정신과 사명감으로 지역단체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고 특히 여성단체 
발전과 여성 권익증진에 이바지 한 공이 크므로 표창함 

'1~.t..-1 f-우후의 1,본이(,~ 

선서 규율 

니는 나의 명예를 걸고 다음의 조목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1. 걸스카우트는 진실하다 

첫째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 하겠습니다‘ 2. 걸스키우트는 최선을 다한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3. 걸스카우트는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선다 

셋째 걸스카우트의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4. 걸스카우트는 모든 사람을 형제로 여긴다 

5. 걸스카우트는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다. 
표어 6. 걸스카우트는 자연을 사랑하며 생명을 존중한다 
준비 (Be prepared) 7. 걸스카우트는 규칙을 잘 지킨다 

8. 결스카우트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지닌다 
표방 9. 걸스카우트는 시간과 물자를 아낀다 
일일 일선(- B -善‘ Do a Good Turn Daily) 10. 걸스카우트는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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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강효 

뚫줬 
£!양킬스카우트 

창간호 

‘'ii 앤인 앙 잉 회 
앤 U인 정 묘 영 

깅 인 숙 
?}앵시 힌국길스키우트 

깅 기 인 멍 
인잉지구인앙회 

인써서 :>a 원 인 의{ 

종했찮했뚫양 
선 서 

냐는 나외 영이l까 위 하여 다응-의 
스욕올 풍기| 지키갔슴니냐 
짓‘II. 씨 나님과 냐ι}{· ·|사여 

나의 낌융 다하겠윤니다 
’‘씨I . 잉상 다잔 사‘LH!: 3 와 주 

.‘{f 니나 
셋애 스카우느으! 규윤안 •! 지 

시겠슴니다 율 

I. 섣,::,.,,.우-’으뉴 ~! ~J 하니. 

2. <l ζ;/|우 !~;·. ??싱한 CJ. 

3. 건 ι 가-~ !£{' 닫]씩 잡고 유믹한 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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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낀다 

5. 섣스 샤우n; 예?| 사 uf샤디 

6. 간스싸우’=는 사인을 사앙Sfn! lι;F 생 "J-~-

슨ε한다 

7. 섣스/}우~;= .,;:-/,- 한 '"' 안나 
8. 션스카우!-.{" 래*}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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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랩유총연뱅샘뽑회 

설립목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및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세계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사업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지유민주주의 우월성 연구 및 홍보 관련 사업 

국제간의 유대 강화 및 협력 사업 

기타사업 

•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 
· 안양시 알뜰벼룩시장참여 

• 어려운 이웃돕기(급식근로 자원봉사, 성금기탁 등) 

• 각종 캠페인 침여(안양천 정화. 불온전단 수거 등) 
· 각종근로봉사활동 



~t츄1.,유송0[11q 0~'·1-M 0 t씬 r1.1~-t ”’ 

「한국자유총연맹」은 1989년 4월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 

의를 옹호 발전시키고 이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와 

세계쩌우방과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1954년 대통령 이승만(李承뺏)과 타이완의 총통 장제스(짧 

介꺼)가 주도하여 결성한 「아시아민족반공연맹 한국지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지부는 1963년 12월 〈한국반공연맹법〉 

이 제정 공포되자 1964년 1월 「한국반공연맹」으로 개편되었 

으며, 이후 1989년 정일권(T一權) 등이 주도하여 「한국자유 

총연맹」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국회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자 4월 1일부터 정식으로 활동하였다 

본부기구로는 총회 · 이사회 · 사무국이 있고‘ 특별시 · 광역 

시 · 도 단위 i s1H 지회와 시군구 단위 2391H 지부를 두고 있다 

「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여성회」는 1977년 2월 1일 「한국 

반공연맹 시흥군지부」에서 분리‘ 초대 김영애 회장이 회원 45 

명을 규합. 「한국반공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를 창립하고 

1987년 1월 1 7일 안댐동 동사무소 3층에 위치한 자유센터에 

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 

한 법률〉이 통과되자 1 989년 4월 1 일 「한국자유총연맹 안양 

시지부 부녀회」로, 200 1 년 1월 1일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 

지부 여성회」로 개칭되었다 

창립 초기부터 80년대 말까지는 북한 공산주의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좌경세력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자유수호계도활동과 전쟁 위협 규탄대회. 캠페인 등 범국민운동 

을 꾸준히 전개해오다가 동서간 냉전 체제가 붕괴된 ’ 90년부터 

는 우리 체제의 우수성과 폐쇄된 북한사회 실상을 알리고 북 

한의 인권개선 및 개방촉구, 국민의 화합단결. 올바른 민주시 

민의 함양과 실천을 계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계도활동의 방법으로는 조직의 회원‘ 지역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집교육. 반상회의시 계기 홍보. 자유수호 웅변대 

회. 자유수호 지도자 전진대회. 자유수호 문예백일장 등을 주 

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회원들의 계도활동을 돕기 

위해 총연맹 본부 민주시민교육센터 소속의 저영한 교수를 초 

빙하여 자유수호, 시민의식 계도에 필요한 교육을 년 2회 실 

I 77. 

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민주시민교육 주민화합 웅변대회, 국민대화합 

토론회, 열린마음 열린 사회를 위한 국민화합운동 민주시민 

교양강좌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KFL)」은 「세계자유민주연맹(WLFD ) 」 

및 「아시아 태평양 자유민주연맹(APLFD)」의 집행위원국으 

로서 유엔 NGO 활동을 통해 각국의 대표들과 국세정세 및 

이념 운동의 방향 등에 관해 협력하는 등 민간외교 활동을 벌 

이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여성회」도 매년 l월 

말 타이페이시에서 열리는 세계 자유의 날( W arid Freedom 

Day) 행사에 참석하여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여성회」는 자유수호계도활동 

이외에도 아나바다 살성매장 운영‘ 구판사업. 일일잣집 개최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탈북주민, 노숙자. 무의탁노인, 불우이 

웃을돕고 있다 

‘ 94년부터 ‘ 98년까지 운영한 아나바다 상설매장은 각 가정 

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신발. 가전제품, 주방 기구류 등을 

수집하여 교환 20 .000점. 판매 1 3 .000점의 성과를 이룩하였고 

수익금 350만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하였다. 그리 

고 ‘ 99년부터는 산지와 자매결연을 맺고 농축산물 직거래를 한 

수익금으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고아원 등을 돕고 있다 

또 1988년부터 ‘ 93년도까지 4회에 걸쳐 120~상의 무료 합 

동 결혼식을 올려 주기도 하였다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여성회」는 안양시 동안구 갈 

산동 1112 자유센터( 031)453-4511 ) 내에 있으며. 200 1 년 

현재 회원은 22개동 조직 73명이며, 역대회장은 1대∼5대 김 

영애(1987 ∼ 1996) ‘ 6대 전혜숙(1997 ∼ 1998) 이며 7대∼8대 

서윤희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수상회원(장관상 이상) 

• 김영애(84.1 0 . 20 내무부장관상/96.12.30. 공보처장관상) 

• 전혜숙(90 . 제2정부장관상) 



·견 썩 

1982. 5. 7. 

1982. 

• 「한국반공연맹 안양시지부 부녀 회」 창립 

초대회장/김영애. 부회장/강연희 

• 자유수호계도활동 

• 성금모금/심장병어린이돕기 100만원 기탁 

1989‘ 1. • 「한국반공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 2대 

• 자유수호 계도활동 

• 동거부부 무료합동 결혼식 거행 

1989. 4. • 「한국반공연맹」 에서 「한국지유총연맹」 으로 개영 

• 문익환 북한방문 규탄 및 좌경 세력 척결 규탄 대회 참가(45 명) 

• 안양경찰서 전투 경찰대. 안양 소년원 위문 

• 폭력과 무질서 추방 실천 결의대회 개최 (200명 참가) 

1991. 1. •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 3대 

• 자유수호계도활동 

• 동거부부 무료 합동결혼식 거행 

• 안양경찰서 전투경찰대, 안양소년원 위문 
1993. 1. •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 4대 

• 자유수호계도활동 

• 동거부부 무료합동 결혼식 거행 

• 안양경찰서 전투 경찰대, 안양소년원 위문 

일일 군 입대 
( 1984 9) 

정년마라톤대회 
부녀회원 급수봉사 
( 1988.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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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 북한방문 규탄 및 
좌경세력 규탄대회 잠가( 1989.4.19) 

1993. 5. 

1995. 1. 

1997. 1. 

, 7 4-

• 안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년간 졸업까지 장학금 전달 

•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 5대 

· 자유수호계도활동 

• 안양경찰서 전투 경찰대‘ 안양 소년원 위문 

• 6 . 25남침 제 45주년 범국민 궐기 대회 참가(40명) 

•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30회 600명 

• 「한국J.)-유총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 6대 

• 자유수호 계도 활동(24회 1.200 영) ‘ 

• 불온전단 수거 및 자연보호 캠페인(4회 100명 ) 

•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 

• 무의탁노인‘ 노숙자 무료 급식 지원(25회 1.100명) 

• 여성지도자 / 단체육성 관리 세미나 참가 

• 청계 공원묘지 수해복구 군병력 급식 지원(60명 ) 

역전에서 폭력과 독선 물리치기 캠페인( 1989.5.9) 

성탄절 
모법청소년 위안회 

아이~--:--더워 워무 
」〕-」」 니」, 

모범청소년 다과회 등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봉사 
활동전개 



1999. 1. 

2000. 1. 

2001. 

•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 7대 

. 자유수호계도 활동 

•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 

• 한마음 다짐 야유회 

• 불우이웃돕기 기금조성 구판 사업 

(참기름. 흰먹. 소금 등) 

• 불온 전단 수거 및 자연환경 보호 캠페인(40명 

• 무의탁 노인’ 노숙자 무료급식 (20회 1.050 명) 

• 탈북 주민과 불우이웃돕기 일일잣집 개최 

• 관내 보육원 4개소 위문(생필품 50만원) 

• 여성회원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75 명) 

•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부녀회」에서 여성회로 개명 

•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 여성회」 8대 

· 자유수호계도활동 

•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 

• 한마음 다짐 야유회 

• 불우이웃돕기 기금조성 구판 사업(참기름, 흰떡‘ 소금 등) 

• 관내 30개동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 김장 lOkg 전달 

안앙경찰서 방문 
과일 ·앙말 전달 
( 1992년부터 ) 

불온전단 수거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여성회장 이 취임식 

‘ 듀듀 



탈북자 가족돕기 하루칫집 

/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 1999.1 ∼ 20이 . 7, 만안여성회관 내 ) 남앙주 소재 지체장애자 보호소에 화재가 발생, 위문품을 가지고 방문 

톨톨’ /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민화합 홍보 캠페인 (안고실미 ) 200 1 년 

자유공원 내 환경보호 캠페인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 17세대에 쌀과 김치 전달( 20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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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갈빼 실천함으로써 정의 • 평화 ·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 
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oto! Y‘AICAJr"··· 

「YWCA」는 ’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 

의 약어로써 ‘여자기독교청년회‘ 라는 이름아래 “젊은 여성들 

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 

서 한 형제 ·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 평화 ·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 

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YWCA의 

목적문을 통하여 이 사회의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하 

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 ·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교훈 

으로 평회와 정의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으로써 청년운동 · 여 

성운동 · 기독운동 · 회원운동 · 국제운동을 하는 단체다 

이런 활동영역을 갖는 YWCA운동은 1855년 산업혁명기 

에 영국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세계 100여개 국에서 조직되 

어 2천 5백만 회원이 세계 곳곳에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 

하고있다 

세계 YWCA는 여성인권.여성지위 횡L상. 여성지도력 계발 

을 위하여 노력하는 초교파 운동체로서 인종차별 철폐와 반 

진. 평화운동, 환경보전 운동, 난민보호운동 인류의 건강과 

보건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 왔다 현재 세계Y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한국YWCA는 1922년 일제 강점기에 창립되어 농촌계몽 

, 7S3 

운동. 축첩반대‘ 조혼 · 공창제 폐지 운동 등 사회계몽을 위한 

사업으로 출발, 현재 전국 54개 지방 YWCA에서 여성의 삶 

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매3 

년마다 전국대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사업과 

방횡탤 정해 각 지역에서 지역여성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꾸준한 발전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YWCA는 1985년 11월 안양 

지역의 기독여성 11 인에 의해 발기모임을 개최하여 1986년 3 

월12일 ‘대한 YWCA연합회‘ 의 인준을 받아 「안양YWCA」 

활동이 시작되었다 

I . 단체현황 

1986년 3월 1 2일 창립된 「안양YWCA」는 지역의 건강한 

문화창달을 염원하는 안양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YWCA로 거듭되고 있다 

11 명의 간절한 기도로 씨 뿌려진 「안양YWCA」는 창립 16 

년만에 자체회관 보유와 4.5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여성 

인력개발센터, 어린이집.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부속시설의 운 

영과 함께 청년 YWCA로 왕성한 휠동을 전개하고 있다 

~,.~‘;); 
""' . .. ~_“》「_,에· 
파킬~퍼 

안앙YWCA 발대식 및 신입사원 환영 야유회( 1988.5.10, 광릉수목원 



1. 회원 현황(회우포함) 

구 -』.£- 정회원 

평샘회원 126 

일반회원 1,389 

특별회원 21 

단체회원 17 

대학 Y 회원 79 

Y-teen회원 318 

어린이회원 1,029 

합 겨| 2,979 

3. 부속시설 현황 

시 설 며C그 

소비자고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꿈이있늠 어린이집 

가정폭력상담소 

준회원 

414 

40 

98 

791 

1,343 

사업개시일 

1988. 4 

1995. 7. 27 

1997. 3. 2 

2000. 7. 26 

계 

126 

1,803 

21 

17 

119 

416 

1,820 

4,322 

사 어닙 

2. 지도력 현황 

〈자뭔지도력〉 

구 -닙.:!:" 

상임이사 

~그L 。I그| 으 ”| 무 ‘•! 

자원지도자 

등.J 겨| 

〈유급지도력〉 

구 t:I 
}‘-

사무총장 

부장(시설장) 

선임간새간사 

합 계 

도a 
<=·

소비자권익 증진 운동 

여성 전문직업 훈련 

영유아보육·교육 

가정폭력 피해 상담 및 예방활동 

II. 약 사 

인원 

27 

98 

68 

인원 

2 

2/8 

1 ) 준비와 제 1 기( 1978년 3월∼ 1990년) 

구 t:I 인원 --?-
소비자모니터 3 

청소년지도자 5 

201 

구 t:I 인원 }‘-

사 C그 ~ 3 -「

교 사 8 

관 리 ~ 3 

27 

기 타 

여성부지원 

보건 복지부, 안양시 지원 

보건여성부‘ 안양시 지원 

천천히 그러나 결코 느리지 않게 잎을 무성히 피워 쉽을 찾는 자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사랑의 꽃을 피워 슬픈 자에게 기쁨을 나누며 향기를 세상에 널리 펴서 

안앙근로자회관 강당에서 YWCA 창립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좋은 열매로 그들을 생명으로 배불릴 수 있기를 소원하 
준비위원회의를 가진 후의 기념촬영(198512.18) 는 기독여성들이 뜻을 같이하여 1978년 3월 안양지역에 YWCA 발족을 서원했 

〈안앙YWCA) 창립예배 
( 1986.3. 12,안앙상공회의소) 

다, 이후 1980년 5월 YWCA 발족을 목표로하는 기도모임을 원금자(전 이사), 

최민자(현 이사)의 제안으로 정례적으로 갖던 중 1985년 11월 30일 정어진(전 

이사) 외 10명(박선희,박병관,방유자배미숙,송난순,원금자,이인자,임명자,장화1-}, 

한민숙)이 중심이 되어 발기 모임을 개최했다 

1985년 12월 18일 안OJ'-근로자회관(현 안양 전,진,상 복지관) 강당에서 준비회 

의를 갖고 배미숙 준비회 회장과 임원을 선출했다 1986년 3월 12일, 안양상공회 

의소 강당에서 창립예배를 드리고 매월 월례회를 통한 회원 단합과 꾸준한 봉사활 

동으로 1987년 3월 12일 창립 l주년 기념예배와 배미숙 회장을 포함한 신임원을 

선출하여 「안양YWCA」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 

1'7q 



1 988년 2월 대한 「YWCA연합회」로부터 「클럽 YWCA」로 인준 받고 1988년 4월 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하여 안양지역사 

회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YWCA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지역내 교회와 교회 여성들에게 YWCA를 홍보하고 참여를 돕기 위 

해 성서이야기대회. 성서사진 소장전, 교역자 부부 초청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안양YWCA」 활동의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후 

활빌해진 회원 활동의 결과로 「안양 YWCA합창단」 창단, 사진반 등의 클럽활동이 활성화 되었으며‘ 1989년 5월에는 안양 

YWCA 신문을 창간하여 초기의 「안양YWCA」 활동들을 알리는 감격을 맛보기도 했다 

배미숙 초대회장을 비롯한 초창기 임원진의 왕성한 활동으로 1 990년에는 100여평의 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을 위한 무료야 

간공부방 개소와 청소년 문화광장을 개관하여 매월 1회씩 지역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내에서 역량있는 단 

체로 부족함이 없는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제2기의 성숙한 YWCA로서의 자리를 궁건히 하였다 

만양YWCA 창립 주년기념 뻐배및밍밝|임씩 

창립 1주년 기념예배 및 임원 취임석( 1987.312) 

바른문화 캠페인( 1988 6 11 , 벽산쇼핑 앞) 

’b o 

소비자고발센터 개소 후 제2회 소비자교육 
( 1988 9 8,벽산쇼핑 4층 전시실) 



소비자 모니터 교육( 1988.5.1 ∼ 2) 소비자단체 경제교육( 1990 4) 

저11 기 탁아모 교육 수료식( 1990.111) 

지역 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문화광장 

f(:,f 



2) 저| 2 기 ( 1991 년 3월∼ 1995년) 

이 시기의 YWCA 활동은 사회적으로 주제가 되어 온 교 

육. 환경, 경제평호뽑일에 대한 내용으로 맥을 잡아볼 수 있 

다 

내부적으로 준비회부터 열의에 넘친 「안양YWCA」는 초 

유의 성장을 하여 창립 4 년만에 「클럽Y」에서 「준회원 

YWCA」로 승격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 안양지역에서의 

YWCA 운동은 더욱 고무되었다. 위와갇은 내 · 외적인 배경 

을 가진 「안양YWCA」 사업은 성장일변도 경제정책으로 인 

한 소비와 향락‘ 환경파괴와 교육철학 부재로 인한 교육 문제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나부터 실천하자 란 비

른 삶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사회문제의 본질을 나부터로 인식 

하는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배미숙( 1.2대)회장 송난순(3.4 대) 

회장의 지칠줄 모르는 추진력으로 모든 회원이 참석하는 성파 

청소년 어울마당/벽화그리기 ( 1995) 

I b'l 

를올리기도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남 · 북 간 대립 완화를 위한 

’남북인간 띠 잇기‘ 행사와 ‘북한 실상 바로 알기’ 강연회를 

진행‘ 평화운동에 참여했으며 훼손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여성환경아카데미‘ , ‘어린이 생활환경교실‘ , ‘안양천 살리 

기 운동 을 지속하여 YWCA 목적사업인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히지 않았다. 

참교육 실현을 위한 바른 교육 세미나. 공동체놀이 보급, 

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아나바다 운동 소비자 

보호 운동 바른 소비를 위한 소비자교육 등 경제 민족화를 

위한 사업도 열심히 진행하였다. 

이 시기의 회원운동을 살펴보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클럽활 

동과 교육 등 회원의 참여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되어 회원의 

자체 역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학생보호 강연 및 공통체 놀이( 1991) 

정소년 아나바다 징터 



YWCA가 주최한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자선음악회〉 

「일하는 여성의 집」 개관식 ( 1995. 7. 27 ) 

샘명을 귀하게 삶을 새롭게’ 란 주제로 참석했던 중부지역 회원대회 
( 1994.6) 

여성 구인 , 구직자 만남의 날( 97.8 28 ) 

lb3 



2) 저| 3 7 !(1 996년 ∼2000년) 

평촌신도시 개발로 계속된 안양시 인구유입으로 여성들의 

문화적 욕구의 봇물은 양과 질에 있어서 최고조를 달해 1995 

년 7월 노동부지원 「일하는 여성의 집」을 전국에서 일곱 번 

째로 안양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더불어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시민들의 주체의식이 시민행동양식의 제1원칙으 

로 자리하여 단체간 연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로 

YWCA는 전국대회에서 채택한 “2 1C를 세계와 함께 이웃과 

함께”라는 주제와 생명운동과 공동체 운동을 주력사업으로 

하였다. 

「안양YWCA」는 김지영 (5,6대) 회장이 재입하던 시기로 

「안양YWCA」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아픔과 고통, 더불어 기 

쁨이 엇갈린 시기였다. 밖으로는 IMF라는 경제 위기를 맞아 

예상치 못했던 사태의 연발로 「안양YWCA」도 예외없이 혹 

독한시련을 당했다 

1997년 3월부터 〈가정폭력방지법 국회 정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총 5,253명이 동침해 주었다, 

제2기에 전술힌 노동부 지원 「일하는 여성의 집」은 활발한 

운영의 이변에는 「일하는 여성의 집」 경매라는 고통이 함께 

있어 날마다 성장을 자랑했던 「안양YWCA」는 내부적인 성 

찰이 더욱 요구됐던 시기로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프로그램을 

전문사업화 하는 영역사업이 많아 사업의 전문성이 더해가고 

있다. 제5회를 진행한 「여성 고용정보박람회」. 95년 개소한 

여성상담실이 가정폭력상담소로 개칭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 

력상담소」, 피해여성의 자활을 돕는 「자활의 집」 개원 등 소 

외여성과 함께 하는 공동체 운영을 실현코자 노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 자매임을 인정하게 하는 YWCA목적사업에 

충실하고자했다 

제3기의 특기할만한 성과물로서 「일하는 여성의 집」 경락 

으로 회관(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85 19, 대지 376 . 9 버 , 건 

평 1.565 .82 버 ‘ 지하1층 지상 6층 규모) 마련의 대과업을 이 

뤄 또 한번 「안양YWCA」 회원의 역링L을 모으는 계기가 되 

어 회원들의 기도가 열매맺는 기쁨도 있었다 

2) 저| 4 개2001 년 ∼현재) 

200 1 년 제 1 5회 정기총회시 연임된 유칠남 회장의 지도력 

이 함께 한 시기로 그동안 확대일로의 「안양YWCA」 이념과 

정신을 담은 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함 

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재점검과 재도의탤 위한 노력으로 

집약할수있다 

「일하는 여성의 집」 이전과 함께 여성부이관은 그동안 소 

원했던 사업의 비중강화로 안양시 지방의회 여성의원 배출과 

소외여성을 위한 복지 Network.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 

및 직장 내 고충처리 등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강화하여 명 

실상부한 꿈이 있는 단체를 위한 일들을 다하고자 한다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성인력개발센타」 
현판식(2001.6 11) 

저15회 〈여성 고용정보 박림회〉 
(2000 10. 11 ∼ 12, 만안구정 회의실) 

’bl/-

「경기도청소년상담실」과 「안앙YWCA」가 함께 
주관한 청소년 진로탐색 엑스포 
“10년 후 나의 명힘 만들기”(안앙문예회관) 



N. 사업실적 

사 업 명 

발기인회의 

YWCA 준비회의 

창립1주년 기념예배 및 신임원 취임식 

소비자고발센터 개소 

부활란배부 

교역자부부초청 간담회 

무료취업알선센터 운영 

안양YWCA 자선음악회 

소년소녀 가장돕기 

어린이교육 

성인교육장좌 

회원강좌 

청소년 야간공부방 개관식 

바른삶실천대회 

우리 농산물먹기 운동 

아나바다장터 운영 

제5회 정기총회 

환경보전을 위한강연회 

공선협활동 

무료법률상담 

담배자판기 금지 조례제정 운동 

남북인간띠 잇기 대회 

여성환경 아카데미 

이순심씨 구명운동 

바른교육 세미나 및 평화교재 설명회 

제9회 정기총회 및 신임회장 취임 

일하는여성의 집 개관 

여성상담실 개관 

선교무용단발표회 

고용박람회 

어린이집 개원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시민운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 

시행년월일 

1985. 11. 30 

1985. 12. 18 

1987. 3. 2 

1988. 4. 2∼ 

1988. 4. 2∼ 

1988. 4. 18 

1988. 5 

1988. 11 . 12 

1989. l ∼ 

1989. 3. 1 4∼ 

1988. 3. 1 2 ∼ 

1988 ‘ 3. 1 2 ∼ 

1990. 3. 13 

1990. 6. 20 ∼ 

1990. 7. 20 

1990. 10. 20∼ 

1991‘ 1. 16 

1991. 3. 1 3 ∼ 

1991 ‘ 3. 5∼ 

1991. 3. 5∼ 

1992. 9. 27 ∼ 

1993 ‘ 8. 1 5 ∼ 

1993. 5. 27 ∼ 

1994. 3∼ 6 

1994.9. 29 ∼ 10.13 

1995. 1. 19 

1995. 7. 27 

1995. 7. 27 

1995. 12. 2∼ 

1996 ‘ 7‘ 1 0 ∼ 

1996. 6. 3∼ 

1997 ‘ 3. 2∼ 

1997. 3. 13 ∼ 

사 업 내 용 

발기인 구성‘ 조직경과 보고 

준비위원회 구성, 임원 선출 

초대회장 배미숙 선출 사업 심의 

소비자고발 접수 · 처리, 소비자 권익보호(총 48‘848건 처리) 
부활의 기쁨을 전달 · 나눔(16,500개 전달) 

YWCA 홍보및 협조 

구인 · 구직 알선 및 고용정보 제공(총 13,272) 

안양YWCA 합창단 자선 공연 

(정기공연 총13회, 총 공연횟수 25회. 봉사활동 280회) 

소년소녀 가장 자립 지원(총 1,248명 지원) 

265 ,694명 참석 

4 ,228명 참석 

5.376명 참석 

야간무료 학습지도 · 상담활동(1995. 4 종료) 

바른 삶 실천을 위한 교육(4,585명 참석) 

우리농산물의 보급, 직거래 운동(5,280명 참석) 

중고생활용품 나눔(10회 1 6 ,800명 참석) 

창립 5주년 기념 및 제4대 회장 송난순 취임 

환경보호운동의 펼요 및 실천운동(700명 참석) 

공명선거 및 유권자 교육(선거시 한시적 활동) 

무료법률상담지원 

시민대상 가두서명, 조례 청원 

통일기원 인간 띠 잇기(이후 2회 추가 진행) 

환경관련 교육‘ 현장견학(매년 진행) 

구명을 위한 가두서명. 방청 활통 

바른 교육 강의, 평화 교재 • 완구 설명회 

정기총회 및 5대 김지영 회장 취임 

여성의 전문 직업 교육 훈련(직업훈련 11.206명. 사회교육 

8,189명, 취업알선 7,809명, 시간탁아 8,58 1 명) 

여성의 고충상담 및 지원 활동(5,886건 상담) 

무용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총 88,467명 참석) 

의정지기 교육 방청활동(총 2,398명 참석) 

영유아 보육활동(총 385명 보육) 

가정폭력방지법 국회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총 5,253명 참석) 

음식물 감량화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업 

I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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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자활의 집 개원 

여성단체 봉사상수상 

회관매입 

후원의 밤 

제13회 정기총회 및 7대회장 취임 

창립 13주년 및 회관 이전예배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실천 조례청원 

결연사업 

안양지역 문화역사 지도자 양성 

자활공동체Network 

선교무용단자선공연 

제15회 정기총회 

청소년 14th 축제 

예산돋보기 학교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판식 

제2회 청소년 의정 참여 캠프 

제2회 옷한별 사랑두벌 사랑의 장날 

저]13회 안양YWCA합창단 자선공연 

소비자 보호의 날 대통령상 수상 

제7회 선교무용단 자선공연 

시행년월일 

1997. 4. 27 ∼ 

1997. 7. 3 

1998. 6. 25 

1998. 9. 24 

1999. 1. 21 

1999. 3. 12 

1999. 8. 24 

2000. 3. 3 

2000 ‘ 9. 5 ∼ 10.3 

2000. 11. 7∼ 

2000. 12. 13 

2001. 2. 1 

2001. 2. 1 4∼매월 

2001. 4∼ 5. 31 

2001 . 6. 11 

2001. 8. 8 

2001. 10. 25 ∼ 27 

2001. 11. 13 

2001. 12. 5 

2001. 12. 15 

사 업 내 용 

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 지원(총 206명 이-용 

정무2장관표창 

회관매입 • 이전 

안양YWCA 홍보 · 단체 Network 

총회 및 유칠남 7대회장 취임 

이전 축하예배 

조례청원을 위한 교육 · 간담회 

기업체 후원 “옷 한 벌 1 사랑 한 벌 ! ’‘ 

(소년가장 • 독거노인 지원 바자회) 

강좌 및 안양지역 문화유적지 답사 

국민기초 생활 법 시행관련 사회복지 Nety.10rk 

자선공연을 통한 선교 및 지원활동 

2000년 사업보고 및 200 1년 사업심의 

신임이사 인준 및 유칠남 회장 유임 

매월 14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예산 편성‘ 예산 분석 활동 

현판식 및 운영 보고 

청소년 의정지기 활동 및 모의 의회 진행 

직거래 농산물‘ 공산품 판매를 통한 사회밝l 지원 활동 

합창단자선공연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으로 수공 인정‘ 대좁령상 수상 

자선공연을 통한 선교 및 사회복지 지원 활동 



여성의용뚫選I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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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모처 
근닙「 I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대원간 
의 친목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한다 

주요사업 

불조심 홍보사업 

독거노인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방문봉사 

특색사업 

여성 암 정기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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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는 민간 소방 조직으로 l.J.72년(세종19년)에 

흉년이 들어 도적이 많이 발생하자 각 고을 동리에 지혜있고 

근검한 사람을 뽑아서 순찰을 돌게하고 화제가 발생하면 불을 

끄도록 한 것이 그 유래라 할 수 있는데. 1 958년 소방법 제정시 

의용소방대 설치 규정이 마련되고 민방위 본부 빨 후 〈시 · 

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준칙〉이 시행되어 전국적인 의용소방 

대 조직의 기틀이 세워졌으며 「여성의용소방대」는 1970년 초 

반부터 여자소방대 또는 여성소방대라는 명칭으로 주로 도시 

지역에서의 소방홍보활동을 하였다 

「안양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는 1974년 초부터 순수한 민 

간인으로 구성된 부녀대원들이 모여 활동을 시작. 1 984년 8 

월 1일 〈여성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조례 준칙) ( 1981.10. 

29) 을 근거로 「안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분리되어 「부녀 

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가졌으며. 200 1 년 1월 1일 「여성의용 

소방대」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여성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 

안앙부녀의용소방대 발대식( 1984.8.1 ) 

’b<o 

고자하는 자율적 단체이지만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소방법 제 86조) 지위를 갖는 단체이기도 하다. 

대원들은 매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 발전된 소방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소방전문교육과, 응급처지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재난 · 재해 등의 현정보조를 위한 능력을 배양하고 있 

다 또한 화기취급법‘ 전기. 가스 등의 안전수칙‘ 〈한가정 한 

소화기 갖기운동〉 등 주택화제예방 활동과 소년 · 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 돕기. 거리질서 캠페인‘ 도시환경가꾸기 등의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98∼99년의 경기북부 수해지역과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 등에서도 현장 봉사활동을 벌였으며 지난 1998년 1 0월 

부터는 독거노인을 방문 휴대용발신기‘ 무선페이징시스템 점 

검을실시하고 있다 

조직은 1개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장 l 인. 부대장 

1 인. 홍보부와 구호부의 부장과 반장을 두고 있다 임용권은 

대장 및 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하 

고. 그 외의 대원은 대장의 추천 

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역대대장은 1대 (1977↓15 ∼ 

1977.8.26) 에 백용주, 2대 신기 

( 1 977.8 . 27 ∼ 1988.1 .1 5) . 3.4대 

박정례( 1988 .1.1 6 ∼ 1994 .1.11 )' 

5대오영숙(1994.1.1 2 ∼ 1 997.7. 

2) ' 6.7대 조연순이 1997년 10 

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대장직을 

맡고있다 

1989년 7월 15일 경기도 36 

개 시‘군 부녀대 중 최우수부녀 

대로 표창(임사빈도지사)을 받 

았다 



·견 썩 

1974. 

1977. 1. 18 

1977. 8. 26 

1977. 8. 27 

1978. 10. 

1984. 8. 1 

1988. 1. 16 

1988. 11. 1 

1988. 12. 7 

1989. 7. 15 

1990. 4. 16 

1990. 4. 18 

1990. 5. 12 

1990. 10. 24 

1990. 11. 1 

1991. 1. 20 

1991‘ 2. 5 

순수한 민간인으로 대원을 모집‘ 활동 시작 소방관 부인들도 협조자로 봉사활동에 참여 
대원50명으로 구성, 초대 대장 백용주, 부대장 (故)신기 취임 

백용주대장퇴임 

제2대 대장 (故)신기 취임 

전방시찰 

「안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에서 「부녀소방대」로 분리. 발대식을 가짐 

(故)신기 대장 퇴임. 

제3대 대장 박정례 취임, 부대장 서옥희‘ 총무부장 이옥희 

소방의 날을 맞아 대원 4명 수상(내무부장관.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소방서장) 

경기도 실시 〈응급처치 경연대회〉 참가(367H 시. 군에서 3위입상) 

경기도 36개 시 · 군 중 〈최우수부녀대〉 표창 (임사빈 경기도지사) 

정기 월례회 교육 및 소방실습 

응급처치 교육 전 대원 참석(소방서 강당) 

부녀대 자체 정관제정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고 재임할 수 있다 

2. 대원의 정년은 만 55세로 한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석(비산동 공설운동장) 

소방의 날 기념 대원 4명 수상 

제4대 대장 박정례 연임, 부대징 채경자. 총무부장 오영숙 취임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 회원단체로 가입 

~잉-~ 

2대 신기대장이 3대 박정례 대장에게 제모와 어깨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 198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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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1. 11 . 1 

1991. 11 . 13 

1992. 4. 7 

1992. • 10 

1992 ‘ 5. 26 

1992. 6. 29 

1992. 7. 10 

1992. 8. 25 

1992. 8. 26 

1992. 9. 8 

1992. 10. 15 

1991 4. 8 

1994 . 1. 12 

1994 ‘ 5. 16 

1995. 10. 23 

199G. 4. 30 

1996. 10. 30 

1997. 10. 28 

1999. 8. 12 

2001. 1. 1 

2001. 2. 26 

제1회 〈소방기술경연대회〉 예선에서 121H 시 · 군 중 1 위 

-경기종목∼소화기 진압‘ 줄다리기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 본선 참가 (수원 연초 제조창 운동장) 

경기도 36개 시 · 군 중 응급처치 부문 l위 수상 

응급처치 기본교육(강사 신완진) 

경기도 소방본부 발대식 참석(경기도청) 

대원 단합대회(속리산) 

부녀대원 남편 교통사고 사앙 대원 49명 모두가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룸 

일본 소방인 강연회 참석(문예회관)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견학 

폐자원을 이용한 재활용품 만들기 경진대회 참석(문예회관) 

전 대원에 추석 선물지급 

고가사다리차 타기‘ 소화기 사용법. 화재진압교육(공설운동장) 

전 대원 응급처치 교육(소방서 강당) 

제5대 대장 오영숙 부대장 박경애, 홍보부장 오영옥 취임. 

소화기 사용법 교육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대원 단합대회(마이산. 중림온천)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수원 소방본부) 

제6대 대장 조연순 부대장 안용입 취임 

안양소방서 119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음(정기) 

「부녀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소방대」로 명칭을 개정(중앙소방본부로부터 ) 

제7대 대장 조연순연암 부대장 안용임‘ 총무부장 김경미 취임. 

경기도 도지사로부터 응급처치 표창을 받은 후에( 1989.7. 15) 경기도 최우수대 표창(임사빈지사)트로피를 소방서장으로부터 
전달받는 모습(1989 .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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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용소방대〉의 소방활동과 훈련 
재난과 화재. 긴급출동- -- 응급처치 및 급식지원 등---

1979. 

1982 ‘ 10. 13 

1988 ‘ 3‘ 25 

1988. 11. 9 

1989. 3‘ 25 

1989. 5. 6 

1990. 1. 23 

1990. 1. 30 

1990. 2. 6 

1990. 9. 20 

1990. 11. 12 

1990 ‘ 12. 3 

1990. 12. 14 

1991. 2. 8 

1991. 4. 11 

1991. 4. 12 

1991. 7. 31 

199 1. 12. 5 

1992. 11. 5 

1992. 12. 6 

1992. 12. 10 

소방의 날 안내봉사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불조심 캠페인〉 10회 실시. 불조심 대회 참가 

소방훈련 참가 

화재예방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 

겨울철 화재예방 교육으로 가정방문‘ 소화기 사용법 홍보 

화재예방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소방홍보활동 

부산 동의대 참사 경관과 소방관 빈소 조문 

유흥업소 불조심 홍보캠페인 전개(안양 l번가) 

박달동 가정집 화재 이재민 위로금 전달(4세대 20만원) 

소방가족 병문안 위로금 전달oo만원) 

수해의연금 기탁(안양시청 20만원) 

불조심 캠페인 전개(안양역 •• 본백화점) 

소방서 김장 김장담그기 

협성상가 화재시 의소대 고문이 재난 ~해 위로금 전달( 1 0만원) 

호계동 맘모스회관 화재 현장 출동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안양유원지) 

응급처치 교육실시(소방서 강당) 

수해지구 방문 노력봉사(수해의연금 10만원 전달) 

소방서 김장담그기(배추 600포기) 

불조심 가두 캠페인(우체국 •• 시청앞 •• 중앙시장 •• 안양역) 

박달동 타이어공장 화재 출동 

소방서 김장담그기(배추 550포기) 

소방의 날 행사( 199111.9, 안앙소방서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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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 15 반상회를 통한 불조심 홍보 및 전단돌리기 

1993. 2. 7 동절기 불조심 캠페인 전개 

1993. 11. 9 소방의 날을 맞아 안내 및 음식 봉사 

1993. 11. 15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산불조심 캠페인 전개(수리산) 

1996. 3. 26 산불조심 캠페인(수리산 삼림욕장) 

1996. 11. 28 소방서 낌장 담그기(배추 800포기) 

1999. 6. 21 일일 민원업무(소방대원들의 모자라는 일손을 돕기 위하여 여성대원들이 2인 1조로 주 5회 돕기 시작) 

1999. 10. 19 〈소방기술경연대회(용인소방학교)〉 참가 응급처치 · 4인5각 경기에 출전 종합 2위. 응원상 수상 

2000. 11. 15 화재 취약지역(중앙시장 및 재래시장)에 화재예방 홍보물 배부 및 불조심 캠페인 

전방시찰( 1978 11) 불조심대회( 1979.11.1 ∼ 79.1115) 

소방훈련 ( 1982) 응급처치 경연대회( 1996.10.29) 

영월 여성대 친선방문(2001.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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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회 경기도 소방기술 시법 경연대회 본선〉 
응급처치 1 위 우승컵을 안고 ‘ ( 1991.11.12) 

안앙종합운동장에서 화재진압, 응급처치 실무교육을 마치고 

수리산 산불조심 캠페인 후(1993 ) 

일일 민원근무 
1999.6. 2부터 2인 1조로 주 5회, 직원들의 일손을 돕고 있다 

소방훈련 ( 199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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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의 현장에도 우리가 먼저---

1977. 7. 8 안양시 수해 수재민들에게 급수봉사‘ 인명 1989. 12. 26 연말 연시를 맞아 관내 영세민에게 성금전달 

구조등수해복구에 참여 (5세대 3동 9동) 

1985. 9. 26 전방 군부대 땅문 위문품 전달 1990. 1. 20 〈관내 영세민 돕기〉 1 5세대 60만원 전달 

1988. 5. 28 가정의 달을 맞아 부녀대 특색사업으로 〈소 1990. 5. 2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양사랑 운동의 

년소녀 가장돕기〉를 결의하고 관내 34세대 일환으로 조기청소 활동을 별임 

소년소녀 가장을 초청. 다과회와 생필품을 1990. 5. 23 관내 영세가정 돕기 (10세대 50만원) 

전달함 1990. 5. 25 〈안양시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 일일대모 

1988. 6. 18 보훈의 달을 맞아 충혼탑 청소 실시 1990. 6. 13 수리산삼림욕조에 “나무사랑하기” 표찰 부착 

1998. 6. 23 〈안양시여성글짓기대회〉 참석 봉사 (43명 참석 70개) 

1988. 8. 28 ’ 88서울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범시민 걷 1990. 6. 19 건전소비생활 결의대회 참석(문예회관) 

기대회〉 참석 (42 명). 부녀대의 활성화된 1990 7 2 새마을조기청소실시 

모습을보여줌 (소방서‘→순복음교회←→가축위생연구소) 

1988. 9. 3 ‘ 88서울올림픽 성화 봉송로 대청소 실시 1990. 9. 8 국토 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 결의대회 참석 

1988. 12. 13 소년소녀 가장돕기 일일 잣집 운영 1990. 9. 22 고양군 일산읍 수재민 위문 - 빨래, 가재도 

(수입 1 .590 . 000원 경비지출 28 1.440원‘ 구정리. 침수주택 벽지바르기 봉사 

잔액 1.308.560원) 1990. 12. 22 사랑의 선교원 방문 

1988. 12. 28 일일잣집 수익금으로 소년소녀 가장 33세대 40만원 상당의 생필품 전달(안양 2동 소재) 

에성금전달 199 1. 2. 7 에너지 절약결의대회 

1989. 4. 7 거리질서 캠페인 전개 안양시 3개 보육원 방문 

(안Ool:fi동 소방서 앞 ·--- 시내 일번가) -45만원 상당의 과일 전달 

1989. 5. 15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소녀 가장 방문 소년소녀가장방문 

생필품 전달(석수2동) 1 5만원 상당의 이불 전달 

1989‘ 6. 보훈의 달을 맞아 충혼탑 청소 실시 (2회) 1991. 2. 26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아 • 나 · 

1989. 9. 13 「나눔의 집」 방문. 쌀 80kg전달 바 · 다〉 장날봉사 

88장애인올림픽 성화 환영 소녀가장 장학금 전달(1989) 

(여성의용소방대에서는 특별히 소녀가장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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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3. 4 새질서, 새생활 실천 순회교육(문예회관) 1992. 5. 22 5대 맑은정신 회복운동결의대회(소방서강당) 
1991. 5. 15 전경 위문(비산동 공설운동장 소재) 1992. 5. 27 전경 위문, 20만원상당 물품 전달 

- 속옷 과일전달(40만원 상당) 1992‘ 5. 30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 참여 
1991. 5. 29 〈안양시 시설이동체육대회〉 참석 일일 대모 1992. 6. 2 출퇴근 교통캠페인 전개(본백화점←→금성센타) 
1991 6. 6 공명선거 캠페인 전개(우체국 사거리) 1992. 7. 16 〈범 여성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실천결 
1991. 7. 10 〈고 · 부대화의 날〉 참석 의대회 참석(문예회관,강사 황인태) 
1991. 7. 26 바른 삶 실천운동 특별강연회 참석 1992‘ 8. 19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수거에 관한 교육 
1991. 9. 11 〈이요섭과 함께 노래부르기〉 참가 1992‘ 10‘ 1 〈안양시민의 날〉 전통차 시음 봉사 
1991. 9. 19 안%면동 「나눔의 집」 방문 1992. 10. 8 〈전국여성대회〉 참석(올림픽공원역도경기장 
1991. 10. 1 〈안양시민의날〉 급수봉사 1992. 11 . 10 합동결혼식 참석 
1991. 11. 16 무의탁노인 결연금전달 1992. 12. 14 독거노인 김장담가 주기 (3세대) 

- 안%여동 이부녀‘ 석수l동 임노선에게 각 1992. 12. 16 안Ool:fi동 「나눔의 집」 방문 

각 20만원 1992. 12. 22 사랑의 선교원 방문( 안양 2동) 
씀씀이 10%줄이기 소비생활 실천교육 1993. 5. 13 영세가정 방문, 생펼품 전달 

(문예회관) 1993. 6. 6 보훈가족 방문. 10만원 상당 생필품 전달 
1991. 12. 16 안%면동 「나눔의 집」 방문 1993. 9. 18 중추절을 맞아 「나눔의 집」 방문 
1992. 1. 3 독거노인 후원 매월 2만원씩 전달 1993. 12. 13 연말 연시를 맞아 소녀가장 방문. 
1992. 2. 17 〈씀씀이 10%줄이기〉 -10만원 상당의 생필품 전달 

범여성 건전소비생활실천 결의대회 1996. 3. 15 독거노인 돕기 (2세대 2만원씩 통장 입금) 
1992. 3. 3∼7 여성회관 건립기금마련 바자회 봉사 1996. 4. 11 국회의원선거 개표소 종사원 간식봉사 
1992. 4. 28 안양시 예능대회 봉사(문예회관) 1996. 7. 5 안양시 환경사업소 견학, 
1992. 5.15 ∼ 19 L · A폭동 피해 교민돕기 바자회 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 

1992. 5. 21 〈안양시 시설아동체육대회〉 일일대모 1996‘ 7. 30 파주 문산 수해지역 봉사-빨래,가재도구 정리 

천주교 신부가 운영하는 칭소년 보호시설 「나눔의 집」 방문 

고앙군 수해지구 도배( 19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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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8. 21 

1996. 9. 18 

1996. 10. 28 

1998. 10. ∼ 

1999 ‘ 5. 12 

1999. 7. 14 

1999. 8. 7 

을지훈련 상황실 위문. 떡 · 음료 전달 

저소득 모자가정 도서 사주기 운동 전개 

북한만행 규탄 궐기대회 참석 

( 안양공설운동장)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제공, 

무선페이정 시스템을 점검 

강원도 영월군 남편 굉천 1리 농촌 일손돕기 

「바울선교회」 방문 - 목욕, 빨래‘ 청소 

수재민돕기 사랑의 접시 나누기 운동 전개, 

경기 북부지역 수해 수재민에게 주방기기 

170점 전달 

1999. 12. 1 ∼ 2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담그기 

-2.200포기 (350세대 ) 

2000. 4. 21 

2000. 6. 15 

독거노인도시락봉사 

안양 사랑의 집과 자매결연( 박달동 소재) 

2000. 9. 20 강원도 영월군 흥월2리 고추따기 일손돕기 

2000. 9. 30 영월 군수 감사패 받음. 

2000. 10. 27 독거노인 효도관광 실시 

-여주 신륙사 및 온천목욕 

2000. 12. 15 독거노인. 저소득 영세민을 위한 김장담그기 

독거노인 도시락 봉사(20004 12) 수재민돕기 사랑의 접시 나누기 운동( 1999.8. 7) 

2000년 5월부터 무선 페이징시스템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한마음 일일나들이/안양시에 거주하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일일나들이를 다녀옴(2000. 4. 26) 

fib 



필찢 

설립목적 

여성자원봉사자의 뜻을 한데 모으고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질 홍댐과 평화로운 사회구현에 기여함 

을그목적으로한다 

주요사엽 

복지시설 기관. 식당 봉사 안내 등 자원봉사 

상담자원봉사 

학생가장후원사업 

푸드뱅크(음식나눔은행)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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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여성자원봉사회」는 대부분 중앙으로부터 시작된 다 

른 단체들과는 달리 안양에서 시작, 행정관서의 도움없이 자 

립 육성된 단체로 그 조직력과 우수한 활동성은 「안양시 종합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태가 되었다 

먼저 그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1 984년 11월 한국여성개발 

원이 경기도 여성회관에 「자원봉사활동 인력은행」을 설치. 그 

임원으로 안양지역에서 2명(정어진 외 1명)이 선발되고 1985 

년 9월에 4명(윤옥규 외 3명)이 「용인정신병원」에 예술치료 

요법인 서예지도 봉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1987년 6월 그동 

안 활동해 왔던 6명이 주축이 되고 안양시에서 자원하는 31 

명을 더 해 총 37명이 제7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자원봉 

사단에 입단하여 소정의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대회기간( 9 

월19일∼ 22일)동안 봉사활동을 벌인다 또 〈‘ 88년 서울장애 

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88흘트자원봉사단」이 창단되었는데 

이때도 38명이 입단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러 

다 올림픽이 끝남과 함께 자원봉사단도 해단되자 그때 참석했 

던 대다수의 봉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안양여성자원봉사 

회」가 정식 출발하게 된 것이다. 

「안양여성자원봉사회」는 산발적으로 행해지던 봉사활동을 체 

계화하고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활동과 조직의 활성회를 위해 

운영위원과 일반 봉사원으로 구분 운영키로 결정하였다 그 

리고 1989년 3월, 운영위원 19명을 추대하고 46명의 봉사자 

를 4개조로 편성‘ 조장 중심 체제의 조직을 구성‘ 본격적인 자 

원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1990년 1월 봉사원이 1 20여명으로 증가되자 일정한 연락처 

가 필요히게 되어 14평의 시무실(안양 4동 676-117, 안Otf중앙 

장로교회 3층)을 임대. 봉사원들간의 연락은 물론 상담과 취미 

지도(서예)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λ냉하다가, 안양 6동의 

36평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였다 이런 일련의 이전 과정은 

행정관서의 도움없이 뜻있는 사람들의 모금만으로 이루어졌다 

그후 1 995년에 「안양시노인복지회관」으로 그리고 1999년 10 

월 27일 「동안여성회관」(TEL.386-9957) 으로 이전하였다 

갤3응,_ ,_ 

「안양여성자원봉사회」는 창립 초. 매주 목요일을 〈자원 

봉사의 날〉로 정히고 장애자 돕기 자원봉사에 중점을 두고 

「홀트 일산복지타운」에 주1회 15명씩 방문하여 청소 풀뽑기. 

시무 보조 .. 재활 보조와 함께 장애자들의 기저귀 접기. 죽먹 

이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한달에 3.뼈원가량의 회비를 

모아 방문시 이용할 차량 대절비를 충당하였다 

’ 88서울장애인올림픽에서 「홀트자원봉사단」으로 입단, 안내봉사를 하는 중에 ( 198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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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시작한 봉사가 그 규모가 점점 확장되어 94년 7월부 

터는 별도의 봉사의 날을 정하지 않고 월∼토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돕기 봉사는 물론 사회복지 시설 봉 

사‘ 호스피스 봉사, 재가노인 가정 봉사, 푸드뱅크, 상담봉사 

등과 함께 관내 중요행사의 단순 노력 봉사, 소년소녀 학생 가 

정과 후원결연사업‘ 여성단체 연합사업 등 봉사의 영역을 점 

차넓혀가고있다 

현재 「안양여성자원봉사회」의 활동 상횡을 좀 더 세밀히 기 

술하면, 노인종합복지관(동안,만안),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 , 나그네 집(전, 진, 상) 장애인 수용시설 및 노 

인사설(한사랑마을 양지의 집. 향림원. 안민교회) . 원광 어린 

이 집 등의 사회복지시설 봉사. 여성회관상담실, 안양시청소년 

상담실의 상담 봉사 안양병원과 한림대학 성심병원의 호스피 

스 봉사, 재가노인가정 밑반찬 배달봉사 기타 각종 행사의 봉 

사, 그리고 매월 소년소녀가장‘ 저소득모자가정 등 30여 가정 

을 54명의 후원자와 결연 맺도록 돕는 후원사업‘ 연수교육 기 

초교육, 심화교육, 현장교육 등의 봉사교육사업 등이다. 

특별히 교육사업은 봉사원들의 자질 힐댐 뿐만이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자원봉 

사의 영역을 넓히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으로상담을들수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상담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안양 

여성자원봉사회」에서는 안양시의 지원을 받아 「여성개발원」에 

전문 상담원교육을 위탁, 수차례 심화교육을 거친 봉사자들을 

「여성회관 상담실」과 「안양시 청소년상담실」에 배치, 봉사토 

록하고있다 

자원봉사회 내에서도 신규봉사자와 기존 봉사원을 분류 상 

담을 하는데 신규봉사자에게는 상담을 통해 봉사의 동기를 제 

공하고 기존봉사원들에게는 봉사의 의욕을 돋구어 주고 있다 

또 강남성모병원에 호스피스 교육을 위탁‘ 수료한 18명의 

봉사자가 각 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특별사업으로 〈푸드뱅크사업(음식나눔은행) 〉을 

하고 있는데 기탁자 66개(학교 제과점. 기업체. 공공기관. 대 

중 음식점, 개인 및 단체)에서 받은 음식물을 수혜처{사회복지 

시설.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노인, 장애인‘ 아동) ‘ 사설 

(미인개시설‘ 일반사회단체. 종교단체} 여개소에 고루 배달하 

고있다 

또 「안양여성자원봉사회」는 봉사활동 뿐만아니라 년말 평 

가회 (1993년∼)와 활동소식지 발간(1997.8.28 창간)등을 통 

해 활동을 평가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1996년에는 10 

여년간 봉사하면서 겪었던 여러가지 사례와 가족들의 이야기 

를 책으로 묶어 봉사 사례집 “사랑의 길 10년”을 발행하였다 

2001년 10월 현재 187명의 봉사원들( 운영위원 34명‘ 일반 

회원 l 71H조 153명) 이 각 분야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간 봉사 실적은(1985 9∼ 200 1.1 0 ) 19. 950회 62 . 886 명 

284.868 시간의 기록을 갖고 있다 

역대회장은 1대 윤옥규(1990.2 . 27 ∼ 1996.12.31 ) ' 2대 최용 

주(1997.1.1 ∼ 1999.12.31) . 3대 심재룡이 2000년 1월 1일에 

선출되어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운영위원장은 1대 정어진( 1990 . 9.3∼ 1 996.7.2) . 2대 조은 

숙이 1996년 7월 3일에 추대되어 현재까지 연입하고 있다 

「 초 직 흘 | 

〔 초대회장 ) 

( 직전회질 〕 

[ 감 /\f ]

회 잠 -짧
 
--빼

 
-

부회장 ) | ( 부회장 

총 므 

호j 겨| 

일빈회계 특멀회계 

흥 원 /\f 업 부~ [ 홍보기록부 ) ( 무 드 뱅 크 ) 
소년,소녀기장,현부모기점 | 징애인돕기 

187명(운영위원34엉,일민회원 ”개소(1 53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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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썩 

1984. 11 . 1 

1985. 9. 2 

1987. 6. 14 

1988. 10. 15 

1989. 2. 27 

1990. 1. 5 

1990. 2. 27 

1990. 9. 3 

1992. 1. 16 

1992. 3. 2 

1993. 4. 15 

1993. 5. 3 

1993. 11 . 24 

1994. 5. 13 

1994. 11. 24 

1994. 12. 13 

1995. 2. 20 

「경기도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 조직시 안양에서 2명이 선발되어 임원으로 봉사활동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정어진 • 교육분과 위원/계성숙 

「경기도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에 봉사원 4명이 교육 및 지도분과 위원으로 선발되어 「용인정신병원」에서 

예술치료 요법의 일환으로 환자에게 서예지도 봉사 실시 

• 봉사원/윤옥규. 김영순‘ 인경희. 김신자 

전국 제 7회 〈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단〉에 37명이 입단하여 발대식 참석 

「’ 88서울장애인올림픽」 봉사단원 38명이 10일간 대회 봉사 

「안양여성자원봉사회」를 조직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은 운영위원과 일반봉사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함 

• 운영위원 19명 • 봉사원 46명 (4개조) 

사무실로 안앵통 676-117 안Ocf중앙장노교회 3층 14평을 임대하여 상담봉사실 설치 

봉사시작 1주년 기념 자축회 120명이 참석 정식으로 임원 선출 

봉사임원 • 초대회장/윤옥규 • 부회장/남궁영예 • 총무/이인자 • 회계/장순태 • 서기/김명희 

• 운영위원회 총무/김경선 • 서기/김영희 

운영위원회 임원 선출 

• 초대위원장/정어진 • 부위원장/양영자 조은숙 • 총무/서인자 회계/최용주 

안썽동 613-28로 사무실 이전 

안양시의 의뢰로 자원봉사 상담실에서 「안양시여성자원활동센타」를 위탁받아 업무 개시 

사무실 36평으로 확장 이전 • 안영E통 490-1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단체로 가입 

<’ 93 자원봉사 활동평가회〉(문예회관 국제회의실)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운영위원으로 봉사 시작(정어진) 

여성자원 봉사활동 육성강화 공로로 〈전국대회〉장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윤옥규 회장) 

- 자원봉사센터 모범운영 단체로 선발 수상(제2정무장관) 

<’ 94자원봉사 활동평가회〉(문예회관 국제회의실) 

「안양여성자원 봉사회」 (센터)사무실 이전 (안양시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위원회 임원선출 광경‘ 초대운영위원장에 징어진 선출( 1990.9.3) 안앙여성자원봉사자 간담회(1990 .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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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2. 29 

1996. 4. 23 

1996. 7. 3 

1996. 11. 15 

1996 ‘ 11. 15 

1996. 12. 12 

1997 ‘ 1‘ 31 

1997. 8. 28 

1997. 12. 29 

1998. 1. 16 

1998. 7‘ 7 

1998. 7. 7 

1998. 9. 9 

1998. 12. 1 

1998. 12 .15 

1999 ‘ 10. 25 

1999. 10. 27 

1999. 11. 25 

1999. 12. 31 

2000. 2. 22 

안양평촌우체국장의 감사패 받음 

〈봉사시작 9주년 기념식〉 및 <’ 96년도 정기총회〉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자축회 개최 

신임원 2대 • 회장/최용주 • 부회장/심의숙. 심재룡 • 종무/성명자 • 서기/이국희 
• 회계/정종순 • 부회계/김은희 • 감사/김정임. 공재옥 

운영위원회 총회를 개최 31 명 참석하고 임원을 선출함. 

• 부위원장/양명자. 이인자 • 종무/천휘수 • 서기/서인자 

자원봉사회 회장 이 · 취임 및 <‘ 99 자원봉사활동 평가회〉(동안여성회관대강당) 

1992년 3월2일부터 위탁 운영하던 「안양시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해지 

운영위원회. 자원봉사회 정기총회 개최 

-흡웹 

1993년 자원봉사자 평가회( 1993.1 1.24) 1994년 전국여성자원봉사자대회 참가 후 - 윤옥규초대회장 대통령상 수상 

I ~ ’ 



2000. 3. 2 

2000. 6. 12 

2000. 12. 19 

2000. 12. 29 

2001. 2. 9 

2001. 2. 20 

2001. 2. 28 

2001. 4. 9 

푸드뱅크사업 위탁 및 전용 차량 인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교부 (제0 1 36호) 

〈안양여성자원봉사활동 총 평가대회〉(문예회관 국제회의실) 

경기도 〈푸드뱅크인의 밤〉 단체 버금상 수상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 자원봉사회 회장에 신상숙 취임 

--넉넉한마음으로봉사송F는생활“(안양여성자원봉사회소식지 6호 500부 발간) 

안양여성자원봉사회 정기 총회 개최 임원 보선 (시청 제 2회의실 11 ‘。이 

신임원 • 회장/심재룡 (유임) • 부회장/정종순. 윤영자 • 총무/최영숙. 강미수 

• 회계/특별/정복순 이순례 일반/최윤희. 조은영 • 감 사/김학민. 정군례 

운영위원 · 위원장/조 은숙 · 부위원장/양명자(유임) . 서인자 · 총무/천휘수 (유임) · 회계/안순옥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취득 (고유번호 :123-82-09673 안양세무서장 발행 ) 

<oto~1f원본1- ~-'M) 의 -rt캠뚱 

자원봉사 사례집 ’사랑의 길 10년’ 발간 출판기념회 ( 1996.11.15) 자원봉사활동센터 소식지 ‘안앙여성자원활동소식’ 장간기념회 ( 1997.8.28) 

總擁e않짤i 
‘"'~繼

!!.IW.시 여~llllll.시따!Jn션E 자원봉사 사례집 
‘사랑의 길 10년’ 자원봉사 활동 평가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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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1984. 11. 1 

1985. 9. 2 

1987. 5. 19 

1988. 4 

1988. 10. 15 

1989. 3. 2 

9. 26 

1990. 7. 9 

8. 13 

1991. 11. 16 

12. 17 

1992. 10. 30 

1993. 2. 18 

7. 22 

1994. 1. 26 

1994. 7. 5 

1994. 7. 28 

::>C 
T 

。
..LL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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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 조직시 안양에서 2명이 선발되어 임원으로 봉사활동 

「경기도 여성자원활동 인력은행」에 봉사원 4명이 예술치료요법으로 서예지도 봉사 

전국 제7회 「장애인체육대회」에 37명이 4일간 봉사 

「안양시 상설부녀 기능대학」에서 7명이 서예지도 봉사 

「’ 88서울장애인올림픽 봉사단」 단원으로 38명이 10일간 대회 봉사 

장애인시설인 「홀트 일산복지타운」 생활관 일손돕기 봉사 

제70회 「전국체전」에서 부녀자원봉사원으로 6일간 46명이 봉사 

상담요원 28명이 안양시 1 6개 동사무소에 배치. 임원. 안내 등 봉사 시작 

자원봉사 상담실에서 상근 상담 봉사 시작 

저소득 모자세대 학생 15명에게 장학금 전달 

안양시 관내 독거노인 7명을 선정 각 가정 방문(선물과 집안 일 돕기 시작) 

「안양시지」 원고 교정에 7명이 5일간 봉사 

무의탁 노인 환자 보호시설인 「평화의 집」 봉사 시작 

「나그네 집」의 걸인 및 노인 중식 무료 제공 노력봉사 시작(매주 목요일) 

척추장애인 그림동우회(그림사랑) 그림그리기 돕기 봉사 시직 

안양시 청 「민원 정보센터」 안내 봉사 

「안양시 노인 종합 복지관」 봉사 시작 

장애인시설 「흘트일산복지타운」 샘휠관 일손돕기 봉사 죽 먹이기 
( 1989.3.25) , 

「흘트일산복지타운」 김장담그기( 198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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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1995. 1. 15 

6. 29 

11. 1 

11. 14 

10. 23 ∼ 11.24 

12. 18 

12. 1 

12. 4 

12. 21 

1996. 4. 1 

4. 15 

5. 20 

5. 22 ∼ 23 

6. 3 

6. 17 ∼ 7 .22 

7. 24 ∼ 9.28 

7. 25 

7. 29 

1997. 2. 4 

3. 11 

4. 26 

7. 14 

11. 22 

12. 5 

?<
끼-

。

-‘.L 
사 어 

닙 

저소득모자 가정 7가정과 소년소녀 가장 12명을 각각 후원자와의 결연을 돕기 시작 

「안양여성회관」 상담실에 1일 2명씩 상담원 36명 상담 봉사 

안양시 「시민정보센터」에 자원봉사활동 상담 창구 개설 

가정 수돗물 수질검사 모니터 요원으로 60명이 교육 이수 후 위촉받음. 

전문상담봉사자 66명 교육 이수(안양시와 여성개발원에 위탁 교육) 

제1차 자원 봉사자 연수 교육 1 36명(안양시 지원) 

「평촌우체국」 우편물 분류 보조 봉사 시작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수원사무소 」 자원봉사 시작 

학생 봉사자모집 및 배치(나그네집 무료급식소) 

안양시 「청소년 상담실」 상담요원 배치 

수호F봉사자 교육 11 영 수료(동안구청장 협조) 

독거 노인 효도 나들이 서울대공원(노인 21 명‘ 봉사자 28명. 자가용봉사 12명) 

제2차 자원봉사자 연수 150명 참석(안양시 지원) 

노인 무료병원 봉사를 위해 매일 l명씩 배치 

전문상담봉사자 심화교육(보수교육. 안양시 지원) 

P.E.T 교육 24명이 수료 

물가 조사원 위촉장 수여 및 교육 

「동안보건소」 정기봉사 시작. 매일 l명씩 배치 

「비산복지관 경로식당」 봉사 시작(월1회) 

자연보호 및 정기 등산반 조직 

제주시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종합복지관 견학(우수봉사자 64명) 

「영생교회」 봉사 시작(주 l회 ) 

안양시 「만안노인복지회관」 봉사 시작 

「바울선교원」 봉사 시작(월 1회) 

척추장애인 그림동우회 「그림사랑」 그림그리기 돕기 봉사( 1994.1.26) 안양시 「시민정보센터」에 상담창구 개설( 19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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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1998. 2. 26 

3. 26 

4. 3 

4. 13 

4. 19 

9. 14 

1999. 1. 12 

3. 8 

4. 1 3 ∼ 14 

4. 17 

5. 17 

?<
끼-

가사 봉사원 봉사증 위촉(30 명) 

。
.J..L 사 어 

벼 

관내 (236세대 250명)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정에 밑반찬 조리 및 배달 시작(매주 목요일). 

호스피스 교육 18명 수료(강남 성모병원) 

「만안보건소」 봉사 시작 

실업자 구인구직 상담 안내 

「음성 꽃동너1」 현장체험 45명 봉사 

「안양병원」 호스피스 병동 봉사자 배치 

「한림대학 성심병원」 봉사자 배치(36명) 

불우이웃돕기 알뜰 장날 수익금으로 결식어린이 쌀 80Kg. 의류 150점 기증 

노인정 순회 발 맛사지 봉사자 파견 

「덕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자원봉사 시작 

「평촌우체국」 우펀물 분류봉사( 1995.12.27) 어린이집 급식봉사( 1996. 9. 11 ) 

독거노인 ‘에버랜드’ 효도나들이( 1996 5 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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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봉사원 양성교육(성결대학교 10명)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연천군 수해지구의류 320점. 성금 200,000원) 

「가평 꽃동너l」 현장교육 및 체험 봉사(52명) 

「푸드뱅크」 차량 봉사 시작 

1차 상담자 연수 심화 교육 12회 (50 명) 

「푸드뱅크」 자문위원 회의(시 관계직원 및 자문위원 10명 ) 

「경기도 향림 재활원」 1일 봉사(53명) 

제7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20명 이수) 

「푸드뱅크」 첫 연수 참가(4명) 

「홀트아동복지회」 제초작업(자녀와 함께 9명 봉사) 

사회복지기관 마케팅 전략 강좌(71정 

열린 복지 아카데미 교육(3 1 명) 

2차 상담자 연수 심화 교육(5회 15 명) 

현장체험 교육 「여주 은혜의 집」(42명) 

컴퓨터 교육(테마별 정보 탐험).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27 명) 

신규봉사자 전체 교육(37명) 

「동안노인복지회관」에서 목욕봉사(1996.9.10 ) 

가정봉사원 앙성교육 수료식(2000.7. 4,성걸대학교) 

12,b 

독거노인 밑반찬조리 및 배달 시작하는 날( 1998 3.26) 

열린복지 아카데미교육(200092 1 ,과천시민회관) 



년 도 

2001. 2. 1 

3. 1 

4. 24 

5. 1 5 ∼ 1 6 

6. 23 

6. 26∼ 27 

7. 11 

7. 15 ∼ 29 

9. 11 

9. 13 20 27 

10. 22 ∼ 27 

10. 27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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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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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사회복지관」 식당 봉사 시작때주 목요일) 

「부흥사회복지관」 미술 지도 시작(1 명) 

사 

(2001 년 대륙간컵 자원봉사자〉 발대식(수원월드컵 경기;장 

〈사랑나누기 바자회〉 개최(동안여성회관 앞마당) 

「해관 보육원」 고아 대학생 장학금 전달(50만원) 

어 
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지도자 능력 향상 연수/경기도 공무원 수련원/후원‘ 경기도) 

봉사원 재교육(동안여성회관 소회의실) 심재룡 외 38명 

수해지역 주민 숙박시설 봉사(신안양교회, 만안교 노인정) 장미수 외 14명 

〈장애인 채용 박람회〉(수원 공설운동장) 신상숙 외 9명 

청소년 분야별 심화교육(동안여성회관 예식장) 홍영란 외 30명 

게슈탈트(집단 상담) 교육(동안여성회관 폐백실) 정복순 외 12명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자〉 발대식(수원 월드컵 경기쟁 정종순 외 10명 

농촌일손돕기(충북 괴산) 심재룡 외 35명 

푸드뱅크 차량 인수식 
( 2000.3.12) 

푸드뱅크 차랑봉사 현장 
(2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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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킬 폴’‘μ‘ rn 홍n’ 

년도 보 사 도a 봉사회수 봉사인원 봉사시간 0 0 

1985 용인 정신병원 서예지도 봉사 외 26 104 208 

1986 용인정신병원 서예지도 봉사 외 3 12 24 

1987 제7회 장애인체전 봉사 외 10 360 2 376 

1988 88장애인 올림픽 봉사 외 38 1 182 8,229 

1989 일산복지타운 장애인 생활보호 봉사 및 재활훈련 봉사 외 48 699 3 057 

1990 주부대학 서예지도 봉사 외 197 1,287 6,796 

1991 독거 노인 가정봉사외 255 945 5 002 

1992 장애인 체전 봉사외 619 1,861 8 563 

1993 나그네 집 무료급식 봉사외 663 1 394 6 320 

1994 노인종합복지관. 그림사랑(척추장애인 동호회)봉사 외 899 2 203 9 402 

1995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봉사 시작 2 379 6,038 23,307 

1996 부녀, 청소년 상담 봉사 외 2,083 6 456 28,864 

1997 그림사랑 나그네 잡 곰두리회관봉사 외 3 055 7 882 34 949 

1998 
동안, 만안구 노인복지회관 봉사 외 

(안내. 경로식당 미용실. 목욕탕 등) 
3,266 10 461 48 437 

1999 안양병원 호스피스봉샤 한림대학 성심병원 봉사 외 3 949 13.538 61437 

2000 
푸드 뱅크(음식 나눔 은행). 

요보호 재가노인 밑반찬 조리 및 배달 봉사 외 
1117 3 808 18 125 

2001 
동안여성회관 여성상담실. 청소년상담실 상담봉사 

만안여성회관 빵 만들기 봉사 외 
1 324 4 257 19 335 

총 계 19 950 62 886 284 868 

푸드뱅크의 바람직한 운영 교육 청소년 상담봉사 
(2000.9.22,동안여성회관 소회의실)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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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안양 여성서예인으로서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안양지역 여성서예 발전에 기여하며 안양시 여성들 
의 정서함양과 안양지역 여성서예 발전에 기여함에 
그목적을둔다 

주요사업 

여성서예인발굴,육성 
서예전시를 통한 정서 함양 
서예지도를 통한 후배 OJ-성 

지역문화사업 

사회복지관서예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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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여성서예가협회」는 1990년 8월 24일. 안양시 「가정 

복지과」 주선으로 안양여성서예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여성 

의 지위 향상 및 참다운 여성으로서의 덕성을 함양하며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이 tl}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5년 2월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였다 

안양시 「가정복지과」 김명자과장 「부녀복지계」 이순덕계 

장,이영옥윤옥규.이남아,서인자.강윤정‘이혜숙,서화자‘이강순‘ 

이경분,허윤정.이상희,이인향이 참석하여 준비위원회를 가지고 

회장 윤옥규, 부회장 이남아 종무 서인자‘ 회계 이혜숙, 서기 강 

윤정을 임원으로 선출하고 회원 선정 기준을 〈경기도전〉. 〈동 

아미전〉‘ 전국규모 서예대전. 〈국전〉 등에서 입선 이상. 〈안 

양여성휘호대회〉 입상 및 입선 3회 이상으로 결정하였다 

행동,_ ,_ 

1990년 9월27일∼30일까지 「안양미술관」(안양1동 소재) 

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그후 매년 회원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1994년도(5회) 에는 안양서도회와 연합전을 열었다 

여성서예인 발굴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 6월15 일, 

‘여초 김응현’ (서예전문 연구단체 동방연서회 대표)선생을 

초청, 〈서법강의〉를 가졌으며, 1991 ∼ 94 년 〈관악사생대회 및 

휘호대회〉 입상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1 991 년부터 1 994년까지 「안양시 상설부녀기능대학」 

서예반 서예지도 봉사를 하였는데 졸업생들의 동문회(이문화 

한우리화 명지회)를 조직 (1993. 4). 계속 서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중에서 「이문회」는 명실상부한 여성서예단 

체로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서예지도 봉사는 현재까지도 「안양여성서예가협회」의 중요 

한 활동 중의 하나로서. 1 994년 11월부터는 「안양시노인복지 

회관」에서. 1995년 l월부터는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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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학」.「시립도서관」,「안양문화원」 등에서 계속하고 있다. 

회원들의 작품 기증도 활발히 행해지고 있는데 회원들은 

단체나 회관 등. 기념할만한 때와 장소에 작품을 기증하고 있 

다 그 기증 내용을 살펴보면 「안양시노인복지회관」에 서예작 

품 7점(윤옥규‘ 이남아, 강윤정‘ 서인자‘ 이혜숙‘ 이강순 서 

화자), 「동안여성회관」에 서예작품 10점(윤옥규-2점‘ 이남아 

강윤정.서인자.이강순.윤영자.유방미‘이병임,박영자), 「만안여 

성회관」에 작품 7점(이강순.윤옥규,서인자이혜숙‘윤영자.이남 

아강윤정), 1996년 11월 「안양시청」 이전기념으로 작품 2점 

(윤옥규‘이남아)‘ 그리고 2000년 「안양시 예절관」 개관할 때 

작품 4점(윤옥규,이남아.서인자이혜숙) 등이다, 

1999년부터는 〈가훈 써주기〉사업을 시작했다. 〈가훈 써 

주기〉는 미리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훈 내용을 접수 받았다 

가 5월의 회원전에서 접수자들에게 글씨를 전달해 주는 것이 

다 이 사업을 통해서 2001년 현재 3회에 걸쳐 모두 62가정에 

가훈을전달하였다 

또 2001 년 9월에는 오랜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관악여성서 

예공모전〉을 개최, 2 1 일 수상식을 가지고, 9월 21일부터 27일 

까지 입상작 전시회를 가졌다(안양문예회관 전시실) ‘ 첫번째 

대상은 우리글인 궁체를 쓴 옥담 이영옥의 〈말한마디〉가 수 

상하였다. 

「안양여성서예가협회」 현재 회원은 45명이며 회원들은 각 

문화센타. 문화원. 여성회관. 동사무소 등에서 서예를 가르치 

는 등 적극적인 서예활동을 하고 있다 

역대회장은 1대 ∼2대 윤옥규(1990∼ 1994)' 3대 이남아 

(1995 ∼ 1996 ) ‘ 4대 이강순(1997 ∼ 1998 ) . 5대 서인자( 1 999 

∼ 200이 이며‘ 6대 이혜숙이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회장 

으마「 이다 
2 E」- 샤낙 

「안양여성서예가협회」 사무실은 동안여성회관(경기도 안 

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6번지 사회복지사업소 TEL. 386-

6151) 2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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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가 협회 첫번째 총회, 
윤옥규초대회장의 보고 장면(1991.12.14) 

경기도 주부의 날 주부휘호대회에서 휘호하는 회원 
( 1992.5.26) 

서예가협회 회원들이 힘께 

1990. 8.24 

1990.11.29 

「안양여류서예가협회」 창립 -초대회장 윤옥규 선임 

90년차총회 

1991. 4. 9 

1991. 6.15 

1991.1 0. 

1991.12.14 

1992. 5.26 

1992.10. 

1992.12. 5 

1993. 4. 

1993.10. 

1993.12. 8 

1994.1 0. 

1994.12.27 

1995. 1.24 

1995. 2. 

1995.1 2.27 

1996. 4.26 

1996.1 2.13 

1997. 4.23 

1997.12.13 

1998. 6.23 

1998.12.26 

1999. 4.23 

「안양시 상설부녀기능대학」 서예지도 시작 

여초 김응현선생 초청 서법강의 

-안양문예회관 국제회의실 

〈관악사생대회 및 휘호대회〉 입상자 장학금 전달 

91년차총회 

경기도주부의 날, 〈주부휘호대회〉 참가 

〈관악사생대회 및 휘호대회〉 입상자 장학금 전달 

92년차 총회 -제2대 회장 윤옥규 재임 

「안양시 상설부녀기능대학」 서예반 동문회 조직 

제3회 〈동문회원전〉 후원 -이문희,한우리회,명지회 

93년차총회 

〈관악사생대회 및 휘호대회〉 입상자 장학금 전달 

94년차총회 

-제3대 회장 이남아 선입, 고문 윤옥규 추대 

회장 이 · 취임식 -안양문예회관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가입 

95년차총회 

〈안양미협전〉 출품 

96년차 총회 -제4대 회장 이강순 선임 

〈안양시 여성 휘호대회〉 참관 

97년차총회 

-고문 이남아추대 

「안양여성서예가협회」로 개칭 

〈안양시 여성 휘호대회〉 참관 

98년차총회 

-제5대 회장 서인자 선임, 자문위원 이강순 추대 

〈안양시 여성 능력계발 솜씨 대회〉 개최 협조 

안OJ'-문예회관 국제회의실 

1999. 5.21 ∼25 〈기훈 써주기〉 -안OJ'-문예회관 

1999.12.11 99년차 정기총회 

2000. 5 . 23∼28 〈가훈 써주기〉 -안양문예회관 

2000.12.14 때년차 정기총회 

-제6대 회장 이혜숙 선임, 자문위원 서인자 추대 

2001. 5 . 23∼28 〈가훈 써주기〉 -안양문예회관 

2001. 9 〈관악여성서예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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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 김응현선생 초청 서볍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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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 김응현선생 초정 서법강의〉 현장에서 〈안양여성서예가협회〉 발전을 위하여 선생께서 휘호하시는 모습과 그 작품 

• 여초 김응현선샘 
주제서법 예술연합 한국본부장, 동방연서회 회장, 한국전각협회 회장 

‘ 김응현선샘의 
강의 모습 

l용화섣옮초청 서 1991 년 6월 1 5일 안양시 · 안양여성서예가협회 주최 〈여초 김응현선생 초 

청 서법강의〉가 안OJ-문예회관 국제 회의실에서 있었다 

여초 김응현선생( 1 927.1 월 生)은 우리나라 當代 書法界를 代表송뜯 분 

으로서 東方冊書會의 대표이며. 「東方휩範全뚫」.「東方書짧짧座」· 「如初

11m顯、手뿔」.「金싸勳印휴」 등의 서법연구의 업적을 가진 분이다 

이날의 서법강의는 안OJ-문화원. 한국미협안양지부 후원 감로연‘ 도실지. 

예화랑 대동서림의 협찬으로 이루어졌으며 300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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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1990. 9. 27 ∼ 30 안양 여류서예가협회 창립전 안양미술관 

1991. 10. 22 ∼25 제2회 안양 여류서예가 협회전 안양문예회관전시실 

1992. 10. 23 ∼27 제3회 안양 여류서예가 협회전 안양문예회관전시실 

1993. 10. 22 ∼27 제4회 안양 여류서예가 협회전 안양문예회관전시실 

1994. 10. 20 ∼ 23 제5회 안양 여류서예가 협회전 안양문예회관전시실 

1995. 4. 26 ∼5 2 제6회 안양 여류서예가 협회 회원전 안양문예회관전시실 

1996. 4. 동안구청 청사 개원기념 작품전 

1996. 5. 17 ∼21 제7회 안양 여류서예가 협회 회원전 안%뇨문예회관전시실 

1997. 5. 15 ∼ 1 9 제8회 안양 여류서예가 협회 회원전 안%노문예회관전시실 

1998. 7. 2∼ 6 제9회 안양 여성서예가 협회 회원전 안%뇨문예회관전시실 

1999. 5. 21 ∼25 제 1 0회 안양 여성서예가 협회전 안%뇨문예회관전시실 

1999. 11. 22∼26 안양 여성서예가 협회 회원 소장전 만안여성회관 

2000. 5. 23 ∼28 제 11회 안양 여성서예가 협회전 안%뇨문예회관전시실 

2001. 5. 23 ∼ 28 제 12회 안양 여성서예가 협회전 안%뇨문예회관전시실 

2001. 9. 21 ∼27 제1회 〈관악여성서예공모전〉 업상작 전시회 안양문예회관전시실 

「안앙여류서예가협회 」 창립전 개막식 모습과 잠관하는 회원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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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여성서예공모전 개최 

안양시 · 한국예총 안양지부가 후원하고 「안양여성서예가협회」가 주최한 〈관악여성서예공모전〉이 200 1 년 9월 21일에 개최되었다 

이날 총 출품된 작품 305점 중에서 우리글인 궁체를 쓴 옥담 이영옥(말한마디)이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김경옥(서정봉님의 한 

나절) . 박향선(계당우흥) ‘ 김성옥(포은선생 시) , 정옥희 (묵매)가 우수상을 받았으며, 한글 · 한문 · 문인화 부문에서 각각 다수 

의 특선작과 입선작이 선정되었다 서예공모전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다 

• 운영위원장/이남아 • 운영위원/윤옥규. 이강순. 서인자‘ 김영남 강윤정. 이혜숙 

• 심사위원장/구자송 • 심사위원/김홍석. 권인호 허회태. 정천모. 정응균 

제 1회 〈관악여성서예공모전〉 심사 현장 그리고 수상작 전시회 관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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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순 (만안여성회관 소장) • 서 인자 (예절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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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숙 (예절관 소장) • 윤옥규 (만안구정 소장) 
제목/즉흥시(시골에 은거하여 자유롬게 시는 은자의 기쁨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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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주요사업 
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농촌과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여성단체로 여성 

의 지위와 권익 횡방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행사 

농산물 직거래 및 농산물의 생산. 저장, 

가공식품의 개발및 판매 

전통음식의 계발 

생활환경 7}꾸기 및 보전활동 

전통문화 계승 및 효의 실천 

농촌과 도시 회원간의 교류 

지역사회 봉사활동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 및 선진지의 생활개선 연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소득활동과 기금 조성 



o to!f- 1 I샌했71f/.f_ ~,」t"·

「안양시생활개선회」는 1 993년 1 2월 농촌지도소 소속의 취 

미 교육 수강생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처음 1 4명으로 시작. 

현재는 70명의 회원이 활동 하고 있다 

창립 초기부터 교육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데. 

한지공예, 칠보공예, 동판 공예등의 생활공예강습을 떤 1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99년 1월부터 2000년 1 2월까지는 생활 

개선회 육성을 위한 국비지원과 안양시 농업발전 기금을 확보 

하여 전통요리. 꽃꽂이 등의 취미교육의 폭을 더 넓힐 수 있 

었다 이밖에도 원예교육 다도교육 개량한복 만들기 등의 

교육행사를 벌이기도 한다 

「생활개선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정은 도농간의 교류를 통 

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비를 지 

원받아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을 방문. 효율적인 사업장 

운영 및 특색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농산물 홍보를 

통해 농촌도 돕고 단체의 기금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안양시생활개선회」는 평창군 영농조합과 유 

기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월군 포천군‘ %뇨주군 

과 자매결연을 맺고 고추따기 봉사와 고추. 마늘 농가와의 직 

거래도 하고 있다. 

또 농촌 일손돕기 일환으로 매년 포도봉지 씌우기 봉사를 

비롯 난 농장 및 채소 재배 농가 봉사를 연 1 5회 이상 실시하 

여 회원들이 농촌 생활의 실상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포천군 생휠개선회의 안앙 방문, 도 , 농간의 교류( 1997.6 27) 

f q~ 

를마련하고있다 

또 국비의 지원을 받아 선진지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 2000년 5월 1 9일에는 중앙단위 생활개선회 기금을 지원 

받아 하동군의 〈。얘차 축제〉에 참가 농가에서 민박하며 녹 

차의 자생지도 살펴보고 제조과정까지 견학하였다 그리고 

200 1 년 6월 5일에는 자매결연지인 예산군의 〈여성일감 갖기〉 

사업장을 찾아 작업장을 견학함과 동시에 그곳의 생산품 구입 

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일조를 더 하기도 했다 인근 홍성 

군의 「장자울 전통 장유공장」을 견학 했을 때는 농번기의 바 

쁜 중에도 우리 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농촌 여성들의 노 

력을확인 할수있었다. 

1998년 5월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 지역사회 봉 

사활동에도 한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나바다 행사〉 참가 

무공해 비누 판매‘ 「만안복지회관」 급식봉사(월1회)‘ 중앙병 

원 안내봉사(월4회), 「호계노인복지회관」 급식봉사 등의 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2001 년 5월8일 어버이날에는 다른 단체 

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호계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한 1000 

여명의 노인들을 위한 급식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장애인들 

과 함께 하는 나들이 도우미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역대회장은 1대 김희연(1 993. 1 2 ∼ 1 996.1 2). 2대 이미숙 

(1997 .1 ∼ 1 998.1 2) . 3대 구명자(1999.1 ∼ 2000.1 2) . 4대 한지 

연이며 2000년 l월부터 현재까지 회장을 맡고 있다. 

〈한지공예〉 이름다운 한지를 이용 생휠에 필요한 반짙고리를 만드는 중 
( 1998.4) 



·견 썩 

1993. 12. 20 

1994. 2. 

1994. 3. 

1994. 4. 

1994. 5. 6 

1994. 6. 19 

1994. 9. 23 

1994. 10. 

1994. 11. 9 

1995. 4. 

1995 ‘ 10. 

1996. 3. 

1996. 11. 

1996. 12. 20 

1997. 1. 4 

1997. 2. 

1997. 3‘ 

1997. 4. 1 

1997. 4. 7 

1997. 4. 21 

「안양시 생활개선회」 창립(초대 회장 김희연 취임) 

회원 단합을 위한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 실시 

농산물 직거래 추진(울진 취나물. 참깨 등 15종) 

〈한지공예〉 교육 실시(농촌지도소 회의실) 

부모 자녀간의 대화 기법 교육을 8주간 실시(농촌지도소 회의실) 

-강사/장승자(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 

남%뇨주시 광릉내 수목원 견학 

전통예절교육 -강사/설옥자 

〈칠보공예〉 교육(농촌지도소 회의실)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 

- 회원 및 생활개선교육 수료자 70명이 우리 농산물의 이용 요리 전시 및 시식회‘ 민속놀이 등을 함께 합 

〈동판공예〉 교육 실시(장식용 액자 만들기) 

〈전통음식〉 교육 -강사/방성순(장아찌연구가) 

수리산 등산 대회 및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25명 참석)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 - 우리음식 만들기 경진. 우리 농산물 이용 요리전시 및 시식회 

정기총회 개최(회장으로 이미숙 선출) 

제2대 이미숙회장취임 

농촌지도소에서 척사대회 실시 및 전임 회장 감사패 증정 

농산물 직거래 실시(취나물. 참깨 등 10종) 

〈꽃꽂이〉 교육 10회 실시 -강사/김순옥(금연회안양지부장) 

비산동 김기연씨 농장에서 상추, 치커리 수확 봉사활동(30명 참석) 

수리산 퉁산 대회 및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미용강좌 8주간 실시 -강사/성미숙(성피부미용원장) 

〈우리농산물 애용장터/ 1995. 9. 10> 난 농원 봉사 활동(1993 4. 2) 
지방특산물을 소개, 판매하는 우리농산물을 사랑하자는 취지의 장터 

f qq 



1997. 4. 28 

1997. 5. 15 

1997. 5. 29 

1997. 6. 27 

1997. 8. 18 

1997. 9. 

1997. 11. 10 

1997. 11. 13 

1998. 2. 

1998 ‘ 5. 1 

1998. 6. 9 

1998. 6. 17 

1998. 6. 23 

1998. 11. 19 

1998. 12. 3 

1999. 1. 19 

1999. 3. 22 

1999. 4. 12 

1999. 6. 15 

1999. 6. 20 

1999. 7. 8 

1999. 8. 30 

1999. 9. 

1999 ‘ 11. 8 

1999. 11. 

2000. 4∼ 6 

〈전통음식〉 교육 -강사/노진화 

일산 〈세계 꽃박람회〉 견학 

관양동 민광규씨 농장 난 분갈이 봉사(10명, 3회) 

포천 생활개선회원 안양 방문 

〈동판공예〉 교육 4회 실시 

〈개량한복 만들기〉 교육 6회 실시 -강사/김선옥(안양양재학원 부원장) 

열차를 이용한 내장산 견학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 개최 

-민속놀이 및 우리농산물 이용 요리 전시와 시식회 

「만안구 노인복지회관」 급식봉사 시작( 이후 월1회 )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가입 

화훼 재배 농가 꽃 팔이-주기 봉사(수원역에서) 

안양명물 포도봉지 씌우기 봉사( 관%뇨동 전의수 농가) 

〈안양 여성 기능 대회〉 도우미 안내 봉사활동( 문예회관) 

김포시 농촌 여성일감갖기 사업장 견학(쌀눈 기름공장, 샘재 콩나물 공장) 

정기 총회 개최(회장으로 구명자 선출) 

제3대 구명자 회장 취임, 전임 회장 감사패 증정 

도생활개선협의회 주최 〈메주 비자회〉 참가(수원 갤러리아백화점) 

〈한지공예〉 교육(한지액자만들기) 

가평군 아침고요원예 수목원과 포천군 술박물관 견학(41 명 참석) 

안양명물 포도봉지 씌우기 봉사(관%똥 이명순농가) 

가정원예 손바닥정원 실습교육 -강사/류희정 

팔도자매결연지 일손돕기 추진(영월군 영월읍 연하리. 40명 참가) 

「중앙병원」 안내 봉사 실시 

〈칠보공예〉 은목걸이 만들기 교육 

정기 총회 및 실적 보고회 

〈아트 프라워〉 교육 10회 실시 -강사/박찬옥회원 

화훼농가 일손돕기(2000.3) 관앙동 텃밭가꾸기 (2000.8) 

7..00 

안앙영물 포도봉지 씌우기 봉사 
(2000 6.20) 



2000. 5. 18 도 • 농 교류사업으로 〈하동。얘차 축제〉에 참개 차 만들기 실습(40명 참가) 

2000. 6. 21 안양명물 포도봉지 씌우기 봉사( 관양동 박영애회원 농장) 

2000. 10. 10 청원군 상수 「허브랜드」와 속리산 견학 

2000. 10. 11 ∼ 1 2 〈생활 도예〉 교육(수리산 도예원) 

2000. 10‘ 25 〈전통 상차림〉 교육 -강사/김윤자(안양요리학원) 

2000. 12. 

2000. 12. 4 

2001. 1. 

2001. 1. 15 

2001. 4. ∼6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주최 바자회 참여, 젖갈류 판매(조개젖 등 10종) 
안양시 예절관 교육(12명 참가) . 「호계동노인복지회관」 급식봉사 시작 

정기 총회(회장으로 한지연 선출) 

제4대 한지연 회장취임 

〈생활개선〉 교육 실시 -강사/박미연(자연식 건강요법 ) 

〈꽃장식〉 교육 10주간 실시 -강사/박찬옥회원 

2001. 6. 5 

2001. 6. 19 

홍성군, 예산군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견학 및 광천 토굴, 광천장 견학( 46명 참가) 
안양명물 포도봉지 씌우기 봉사활동(관%똥 박영애회원 농장, 34명 참가) 

2001. 9. 10 

2001. 10. 17 

2001. 10 ∼ 11 

강원도 평창군 농촌지도자회와 도 · 농교류사업 실시-감자 캐기 체험‘ 농산물 직거래 등 
「세계도자기엑스포」 참가(광주시, 이천시) 

〈전통음식 교육〉 -강사/김윤자(안양요리학원 원장) 

... 

아트 플라워 교육(2000. 7∼ 8) 분재현장교육(2000. 6∼7월) 

안앙시 자매군인 
영월군 연화2리 
고추밭 일손돕기 
( 1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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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비비기(2000.5.19, 경남하동 야샘차밭) 

전통요리 공개강좌(2001) 

202 

시음 및 다도강의 ( 2000.5.20, 경남하동) 

홍성군 은하면 잠철리 장자울 전통장류가공장 견학(2001 . 6.2) 

호계동 노인복지센터 봉사 
(2001.5.8) 



i;「 l I 

II ~mu피통인헌 찌도자회 
\、/

설립목적 

뜻있는 어머니들을 교통안전 전문가로 양성하여 

안양지역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공포로부터 해방 

되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을 음주운전으로부터 보호히는데 그 
모처으투다 
「 -,;:ι-[

주요사업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 OJ'-성 

음주운전예방및교육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안전사고 취약지. 사고시례 제보 

교통사고 유자녀 사랑나누기 운동 

교통법규위반차량고발 



oto! ι! 011꺼이 Jl_흥otit서도ir씬강· . 

「안양시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 

합」 소속의 어머니 교통 봉사단체로서, 95년부터 「녹색어머 

니연협회」로 활동해오다가 점차 그 활동 범위가 넓어지자 

1996년 7월 26일 「안양시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를 결성 

하고 9월24일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였다 

안양의 「녹색어머니회」는 안양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는데 

1 992년 2대 김정희녹색어머니회 회장이 등하교의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주부들과 어린이들의 교통교육이 선행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통감, 회원들과 뜻을 모아 「안양시 어머니교통안 

전지도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는 5명의 회장단(회장부회장‘총 

무부총무,감사) 과 5개 활동팀장(교통안전교육팀‘ 사고사례 

제보팀, 위반차량 고발팀. TV모니터탐 사고 유자녀 지원 

팀), 1 0명의 상임위원. 그리고 각 학교의 「녹색어머니회」 회 

장들로 구성된 31명의 대의원‘ 일반회원 4,272명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초대 김정옥이 2대까지 연임이 되어 현재까지 회 

장을 맡고 있다 

김정옥 회장이 환경부장관, 건교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상 

을 수상하였고, 류상현 회원은 행정자치부장관상, 이은순회원 

은 건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회원의 자격은 안양에 거주하는 어머내외국인 포함)로 교 

저11 회 어머니지도자 체육대회 (19971023) 

l.Ol+ 

통안전교육과 시험등의 과정을 통해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 

가 되며. 이렇게 소정의 교육을 거친 회원들은 안양시내 유아 

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방문하여 순회 교육을 시키고 어 

린이 교통사고 취약지점 제보, 교통법규 위반차량 고발, 음주 

운전 추방 운동 등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활동 

을 하고 있다. 또한 각종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교통질서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초등학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통안 

전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과 거리에서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앞장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육 

성하고 있으며. 본 연합회와 별도로 각 초등학교에 「녹색어머 

니회」 사무실을 두어 자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 회원들은 교통안전 교육 및 어 

린이 등하교 지도는 물론 환경경찰의 임무와 교통문화선도단 

의 역할도하고있다 

또한 회원들은 각종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 

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해 생활 속의 사고를 예방하는 생활안 

전지킴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소년소녀 가장 

돕기, 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독거노인 돕기, 푸드뱅크 등의 

사업에 주력하고있다 

~ u I. 
• 노란색은 태양(천재지변) 
• 녹색은 자연(산들,바다) 
• 청색은 인위적(붕괴,오염) 

모든 지구상의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부터 사회 전뻔1 걸쳐 안전 

을 지키며 안전문화를 고취시키A~는 의미가 담겨있는 심볼입니다 



·켠 썩 

매연차량 적발을 위해 지키는 모습 
( 1995.10 ∼) 

어린이교통안전 교육장인 「어린이교통공원」 
(자유공원내 소재)개장식 후어I ( 1991.12 6) 

어린이교통사고 제로운동 촉진대회( 1997 5 16) 

1 995∼ 1996 

1995. 3. 22 

1996 ‘ 7. 26. 

1996. 9. 24 

1996. 10. 20 

1997. 4. 7 

1997. 9. 

1997. 10. 

1998. 5. 12 

1998. 10. 

1999. 3. 4 

1999. 3. 25 

1999 ‘ 4. 30 

1999. 5. 24 

「녹색어머니연합회」로 활동 

환경경찰발대식 

「(사) 안양시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회」 결성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가입 

건설교통부장관상수상 

제2기 〈전국교통안전지도자 발대식〉 안양이 대표로 선서 

「교통안전 합창단」 결성. 

〈어머니 지도자 전국합창대회〉 참가 준우승 

제1회 〈어머니 지도자 전국 체육대회〉 참가 종합우승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 2기 발대식 

제2회 〈어머니 지도자 전국 체육대회〉참가 종합우승 

척사대회 

99년도 회장단 워크삽(안양 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사무실 현판식(구 동안구청) 

「녹색어머니」발대식, 480명 참가(안양문예회관 소강당) 

1999. 5. 27 초등학교 24개교에 각 4벌씩 녹색제복 전달 

1999. 6. 1 2∼ 1 3 산업안전 관리공단 1박 2일 연수교육( 인천 산업안전 관리공단) 

1999. 11 . 4 「녹색어머니 연합회」 가을 야유회 개최(충주호) 

2000. 5. 25 대의원 야유회 실시, 47명 참여(천안) 

2000. 6. 5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단체부문 〈경기도지사장〉 표창 받음 

(시청 대강당) 

2000. 6. 24∼25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열린 생활안전지도자교육 50명 연수 

2000. 11. 23 〈안양시 여성대회〉 참가 응원상 수상 

-장기자뺨11 만안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참여 

2000. 12. 13 자원봉사대회 침여, 전정숙 상임이사 〈안양시장상〉 수상 

교통지도자 앙성 교육(199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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챈 3옹 샤 

1995 . ∼ 1996. 「녹색어머니연합회」로 활동 

-각 초등학교 앞에서 매일 교통 정리 및 아이들 

교육 

• 한달에 한번씩 매주 첫주 화요일 캠페인 실시 

• 연중행사· 일일잣집‘ 교통사고 예방 촉진대회, 

알뜰바자회, 환경살리기 운동 등 

1997. 4. 〈녹색어머니 교통교육〉 실시 및 시험 통과한 어 

머니들에게 수료증발부 

1997‘ 5. 〈교통사고 제로운동〉 촉진대회 

〈북색 환경 경찰 발대식〉 환경운동에 참여 시작( 1995 3.22 ) -각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 교육 실시 (12. 370명) 

어머니지도자 320명 교육 수료 

1997. 6. 

1997. 7. 

1997. 11 

〈환경의 날〉 행사 참여 〈우리강 살리기〉 캠페인 한달에 1회 실시 

「교통안전공단」 교수진 초빙. 교통안전 어머니 교육 실시 

「자동차 성능연구소」 방문‘ 사고 위험성을 회원들과 함께 알이봉 

「환경연합회」와 함께 「환경의 밤」 개최 

음식물 줄이기 일원으로 〈신김치 페스티발〉 개최 

1997. 12. 일일잣집 개최(교통사고 유자녀 돕기) 

1998. 2. 〈경제를 살립시다〉 캠페인 실시 

1998. 3‘ ∼ 11.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주 5회 어린이 교통교육 실시 

1998‘ 4. 3 〈우리 산을 살립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1998. 4. 9 

1998. 5. 1 

1998. 5. 12 

1998. 5. 20 

L.ob 

-장미 : 800그루. 무궁화, 200그루 

「녹색어머니」 대상으로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어머니교통안전지도자」 %냉을 위한 시험 실시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자동차 매연 줄이기〉 캠페인 

〈북색 교통사고 줄01기〉 캠페인 
( 1996.10 29) 



1998. 6. 3 

1998. 7. 

1998. 8. 

1998. 9. 

1998. 11. 

1998. 12. 3 

1999. 1. ∼ 10 . 

1999 ‘ 3 . ∼현재 

1999. 3. 29 

1999 4. 23 

1999. 4. 24 

1999. 4. 27 

1999. 4. 28 

1999. 5. ∼ 11 

1999. 5. 3 

1999. 5. 20 

1999. 5. 24 

1999. 6. 18 

1999. 7. 5 

〈환경의 날〉을 맞아 안양천 청소 

안양천 청소및 정화운동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실시 

안양천 청소및 선서식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일일잣집 개최 

매월 금요일, 「만안구 노인 복지회관」 무료급식 식당 봉사(매월 8명 참가) 

매월 화요일, 각 주요 교차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참가(매월 385명 참가) 

매월 아침 각 초등학교 앞 교통 정리 및 통학길 지도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실시(월요일∼금요일, 강사 2명) 

비산초등학교 어머니회 교통교육 학부모;180명 참가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교통안전 어머니 지도자」 교육 실시‘ 190명 참가 

평촌 중앙공원에서 열린 〈지구를 살리자〉 행사 참여 및 안내 • 교통지도, 기념품 증정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공청회 주제발표 및 책자 제작(수원 산업안전 관리공단) 

「박달 초등학교」에서 어머니 교통 교육 실시, 98명 참가 

〈아나바다 바자회〉 개최(안양,덕현,초원,비산,서초등,신단,삼성,각 초등학교 강당) 

「안양시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 자격 필기시험 실시, 1 78명 참가(자유총연맹)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 및 시상식 참가(수원 시민회관) 

〈여성음주 추방 결의대회〉 및 「녹색어머니」 발대식. 480명 참가(안OJ-문예회관 소강당) 

단오절 교통정리(중앙공원) 

〈전라남도 광주 어머니 지도자〉 출장 시범 교육(광주 전남대) 

@ 환경운동 〈안앙전살리기)(1998.7.16) ® 준미술학원 학샘들 교통안전교육( 1997.5.24) ® 환경 거리 캠페인( 1998 2 26) 
@ 5∼6세 취학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1997.6 24) 

7-07 



저12기 〈안앙시 어머니 교통안전 지도자〉 앙성 강습회 후 시험보는 광경 음식문화 개선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재활용 시범희(1999.10.15) 

1999. 7. 30 ∼3 1 

1999. 8∼현재 

1999. 8. 26 

1999. 9. 18 

1999. 10. 22 

1999‘ 11. 25 

1999. 12. 초순 

1999. 12. 중순 

2000. 

2000. 1. ∼ 12. 

2000. 2. 

2000. 3. 

2000. 3. ∼ 12 . 

2000. 4. 19 

2000. 5. 3 

2000. 5. 9 

2000. 5. 20 

2000. 6. 29 

2000 ‘ 8‘ 23 

• 
~ :· . ~ 

-- ‘- ’‘ 1999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김해시 어머니 지도자〉 1박 2일 연수(김해시 여성회관) 

용인 에버랜드 교통강사 출장교육(에버랜드 내 교통공원) 

〈창원시 어머니 교통안전〉 출장 시범교육(창원 안실련) 

〈안양천 정화대회〉 및 안양천 청소(비산대교 천변) 

〈안양시 교통 봉사자 화합 한마당〉 개최‘ 24개 단체에서 760명 참석(안양시청 대강당)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시범 및 〈신김치 재활용〉 강좌(글로리아 부페) 

〈교통사고 유자녀 장힘L금〉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잣집 운영 

송년회 및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금 전달 

뉴코아백화점 앞에서 〈핸드폰 사용금지〉 캠페인 및 서명운동(700여명 서명) 

푸드뱅크 5회 실시 

매월 첫번째 화요일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참가(안양시 전지역) 

안양시 전지역에서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및 감시‘ 450건 고발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13개교) 

푸드뱅크 12회 실시 

「안양시 어린이 교통공원」 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25,400여명 교육완료) 

매주 화요일 용인 에버랜드 출장 교통안전 교육실시( 1.650명 교육) 

안양시청 6층회의실에서 〈생활안전지킴이〉 양성교육 실시(178명 참여) 

각 초등학교별 안전깃발 및 깃대 전달(330매 전달)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촉진대회 (540명 참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 감시단 발대식 및 교통 감시 실행(신당동 교통 공단, 210건 고발) 

「화성군 자동차 연구소」 견학 및 교통 안전 교육( 45명 참여) 

「안양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각 초등학교 회장단 〈교통안전 교육대회〉 실시 (212명 참여) 

자원봉사자 교육과정 이수(강남대학) 

운전중 안전띠 생활화 결의대회(2001 4 26) 

〈인앙시 교통봉사자 화합 한마당)( 2000 10) 
흰경운동인 〈안앙천살리기〉 주부홍보요원 알대식 
(20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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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앙전살리기〉 정화운동(2001.3.23) 〈백만그루 나무심기〉 내가 먼저(2001.4 7) 

자전거대행진 사고예방 교통정리(2001 5.6) 장애아동의 나틀이도 힘께 해요(2001.5.10) 

2000. 8. 27 ∼28 화성지구 수해복구 참여 (1 7명 참여) 

2000. 9. 「중화당 한방병원」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 활동 전개. 〈안양천 살리기〉 정화운동 참여 

2000. 10. 불온물 수거 캠페인 실시 

음주운전 단속 활동(먹자골목 앞) 

시청 대강당에서 〈교통봉사자 화합 한마당〉 개최 (2 1개탐 720명 참여) 

〈안양천 살리기〉 새마을 비누공장의 무공해 비누만들기 견학 및 무공해 비누시용 캠페인 전개(40명 참여) 

무공해비누 판매 및 안내장 배포(뉴코아백화점 앞‘ 40명 참여) 

2000. 10. 25 

2000. 11. 7 

2000. 11. 29 

2000. 12. 8∼9 

비산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교육 지도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전국 안실련 체육대회 실시 

일일잣집 개최(뉴코아백화점 10층) 

안양 실내체육관‘ 〈천하장사 씨름대회〉 도우미 활동(24명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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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실험 연구소」 방문 활동 ’ 99환경봉사 대상 및 새천년 환경인의 밤(2000.1.14) 

일일칫집 「둥지고아원」 방문( 1998) 

연합회의 단합을 위해 초등학교 및 교통봉사자의 화합 한마당 

7-, () 



설립목적 
전통문화를 통한 주부들의 정서함양과 사회참여 

활성화와 건전놀이문화 풍토 조성. 그리고 더불어 

소외된 이웃 · 불우한 이웃들을 위안하는 문화봉사 

활동을 하며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것을 알리는 데 

그목적을둔다 

주요사업 
• 정기공연/연 1회 

• 웃다리농악가락 ‘ 풍물. 설장고 오북‘ 앉은북‘ 

소고춤. 진도북춤 익히기‘ 마당놀이 

· 후진%냉 

· 탈춤강좌 

· 문화봉사 

• 자원봉사활동참여 

• 우수한지도자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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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안양시에서 운영해오던 「부녀기능대학」에 탈춤반 

이 신설된 것이 「주부민속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부녀기능대학 탈춤반」에는 노명우(송파산대놀이 이 

수자)가 교수를 맡고 있었으며 평균학생은 30여명 정도였다 

이 과정을 수료한 1기생들이 모여 동이리를 만들어 훨동 하고 

있던 중에 1992년 탈춤반 수료생이 3기까지 배출되어 규모가 

커지자 11월 11 일에 1. 2 . 3기수료생이 모여 합류 연수모임을 

가지고, 또 1993년 2월 6일 서울 잠실놀이마당에서 벌어진 <

대보름놀이 한마당 가장행렬〉에도 참가했다 그러고 며칠 후 

인 2월 17 일‘ 〈탈춤〉 모임인 「한무리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1994년 2월 28일 「로빈회」 〈경로잔치〉를 시작으로 

〈근로자회관 25주년 기념행사)(1994 .1 0 . 9) 에 북춤 공연. 〈구 

총독부 철거 선포식 문화행사)( 1 995.3 .1 ) 에서 지신밟기“〈미 

국LA교포위문공연)(1995 .1 0 . 2 1 ). 안양시 자매결연도시인 미 

국 가든 글로버시에서 〈교포 위문공연)(96.1 0 .1 2) 등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3회에 걸친 정기공연도 가졌다 

초대회장은 황영자(1993 . 2. 1 7 ∼- 1 994. 3. 2) 가 선임되었 

고. 2대 안병란(1994. 3. 2∼ 1 994. 12. 21). 3대 윤영자 

( 1994. 12. 21 ∼ 1 996 . 12. 2이이며‘ 4대 양진이 (1996. 12. 

20일) 기 회장을 맏았다 

「한무리회」 창단 이후 조갑용(중요무형문화재 제 11-가호. 

진주 삼천포 농악전수교육 조교) ‘ 노수철(중요무형문화재 승 

무 제27호 살풀이 제97호 이수자) , 강민석(한울림 예술단 단 

장)등을 초빙, 각종 전통문화놀이와 춤사위를 익히면서 활발 

한활동을벌여왔다 

한무리전통민속예술원 한무리회의 이름과 같으니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고 또 회원 8명이 탈퇴. 

그것을 계기로 1998년 1월 1 7일. 이름을 바꿔 재창립을 하였 

는데 그것이 현재의 「주부민속단」으로, 1999년 2월 4일 「여 

성단체 협의회」에 가입하였다 

「주부민속단」으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양진이가 계속 회장 

직을 승계하다가 1 998년 1 2월 4일 제7회 정기총회에서 5대 

회장으로 안선예( 1 998.1 2.4 ∼ 2000.1 2. 1 4) 가 선임되었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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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는 박영자(2000‘ 12. 1 5 ∼)가 회장을 맡고 있다 

「주부민속단」은 「안OJ'-문화원」의 산하단체로써 매년 8회에 

걸쳐 〈탈춤무료강좌〉를 개설. 광고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 

하고. 그 수료자들 중에서 전통문화를 익히고 싶어하는 의지 

가 있는 여성들을 l년에 1회‘ 신입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데 2001 년 현재 회원은 42명이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2회(화.금) ‘ 정기적으로 연습실(안양시 

동안구 관%·동 1307-37‘ 구 동안구청 2층) 에 모여 강민석 

( 한울림 예술단 단장) 의 지도로 웃다리 농악가락, 사물‘ 소고 

춤. 설정고(앉은반,선반) . 오북춤. 앉은북‘ 호남우도풍물. 진 

도북춤 탈춤 12마당 등을 익히고 있다 

「주부민속단」 현재까지의 총 공연 횟수는 탈춤공연 39회, 

오북춤 1 03화 앉은북 1 0화 진도북춤 15회, 사물놀이 111 회‘ 

풍물놀이 89회에 이르며. 매년 한번씩 하는 정기공연은 2001 

년올해로 8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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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 월 13일자 「중앙일보」에서〉 
- LA 한인경로잔치, 이 행사에 한무리회도 출연 
하였다‘ 

II 필 뭘 C한G) 진용으| 숨소리갚 삿아< f 

”,, ‘l; 、‘ 'l•l•I "'"""“‘이 >I'' “’t •l\i 
]'!~내 ill Pl잉‘1 ?,‘’,,대 ‘1•1뜨; 끼·, 。H ’l I l; ‘1 • ”.‘’, -,; , .. r꺼e Uι ’·~1·ν···1· •1-..;>1.' 

(1997년 2월7일자 「자연환경신문」에서〉 

1990 ‘ 4. 2 

1991.10.25 

1992.1 1.1 1 

1993. 2.17 

1994 . 3. 2 

1994. 6.16 

「안양시 부녀 기능대학」 탈춤반 신설 ( 장쇠근로자회관) 

탈춤반 제2기 수료식 발표공연(문예회관) 

1 . 2 . 3기 합류 연수모임(문예회관) 

「한무리회」 창립 (회장 황영자 선임 ) 

제2회 정기총회(회장 안병란 선임) 

한무리회 제1회 정기공연(문예회관 소강당) 

1994.1 2.21 제3회 정기총회, 「주부기능대학 탈춤반 5기 합류 

-회장윤영자선임 

1995.10. 7 한무리회 제2회 공연. 탈춤(문예회관 마당) 

1995.12.13 제4회 정기총회 

1996.10. 2 

1996.12.20 

제3회 한무리 정기 탈춤 공연 

제5회 정기총회 

-회장 양진이 선임 

1996.12. 4 사물 및 풍물연수 시작(조갑용 선생님) 

1997. 8. 5 8명 탈퇴 

1977.10.12 한무리회 제4회 공연/사물,탈춤북춤풍물(평촌 중앙공원) 

1997.12.10 제6회 정기총회(문화원) 

1998. 1.17 「주부민속단」으로 개칭 

1998. 9.25 제5회 안양 주부민속단 정기공연/사물이야기‘ 마당놀이 4막‘ 

오북 진도북춤(문예회관 야외무대) 

1998.1 2. 4 제7회 정기총회 

회장안선예 선임 

1999. 2. 3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가입 

1999.10. 1 제6회 정기공연/한국의 소리 진도북춤 오복춤 풍물 북놀이 샌 

님미얄포도부장 

1999.1 2.10 

2000 .1 2.15 

2000.12.21 

제8회 정기총회 

제9회 정기총회 

-회장박영자선임 

제7회 정기공연 

-사물. 풍물. 앉은북, 오북(문예회관 야외무대) 

2000.10.20 제8회 정기공연 

-웃다리농악가락 소고춤, 설장고 마당놀이. 오북춤 앉은북‘ 

호남우도풍물(문예회관 야외무대) 

1.13 



공o!_ ·견!L 

동아리활동에서 시작---

〈사진설명〉 --τ「 1

@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있었던송파산대놀이마당 5. 27 
으| i수표답교놀이’ ( 1992. 10.8) 

5. 30 
@ ‘제4기 부녀기능대학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탈춤기본춤사위 ) 

@ ‘제5기 부녀기능대학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 ‘제6기 부녀기능대학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5. 31 
의 오북춤(1992. 10.14) 7. 2 

10. 18 

L.14-

‘ 
、‘

1471상설부녀기능대학수료식| 

한마음체육대회(가장행렬) 

경기도 여성기능대회(곤장놀이) 

송파주부공연찬조출연 

농협주부대학수료식 전。떼(기본춤) 

송파산대놀이마당에서 수표답교놀이 

Q;“. 
“‘-. 

성남체육관 

수원시민회관 

국립국악원소극장 

농협 2층(남부시장 내) 

서울장충단공원 



한무리를 창립하고---

2. 6 

10. 17 

11. 18 

12. 18 

2. 20 

4. 28 

5. 3 

5. 3 

10. 9 

10. 25 

12. 11 

2. 14 

3. 1 

3. 11 

4. 2 

5. 6 

대보름놀이 한마당(가장행렬) 

평화보육원 일일어머니체육대회 찬조출연 

제2회 룸비니 합창발표회 찬조출연 

전통민속예술원 한무리 개원 축하공연 

로빈회 주최 경로잔치 찬조 출연 

불의 축제 (사물놀이. 북춤) 

제3회 어린이대상 큰잔치 찬조출연(사물놀이 북춤) 

아주환경 1주년 기념행사 축하공연(사물놀이) 

근로자회관 25주년 기념 행사 축하공연(북춤) 

동안구 한마음 운동대회(사물놀이) 

주부민속 예술공연단 창단 및 한무리 발표회(오복춤) 

서울 송파구 대보름놀이 (북춤) 

구 총독부 철거 선포식 문화행사 공연 

한국 장애자 미술전시회 축하공연(북춤) 

파주 정원요양원 위문공연 

원주 실내체육관 2주년 기념행사 

.& 구총독부 철거 선포식 
/지신밟기( 1995.3.1) 

‘ 구총독부 칠거 선포식 
공연후 기념촬영 

불우이웃돕기 • 
대바자회/길놀이 

( 1995.1123) 

잠실놀이마당 

평화보육원 

문예회관대강당 

서봉빌딩(서울 잠실) 

안양공고운동정 

수원종합운동장 

펴초」 주 。야 。고 。외 i그 

문예회관 소강당 

근로자회관마당 

펴。초」 투 。야 。고 。외 i그 

국립극장소극장 

잠실놀이마당 

광화문 

안양문예회관 

파주정원요양원 

강원도원주문예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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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7 전통문화한마당 큰 잔치(마당놀이, 북춤) 잠실구민회관 

6. 2 단오제 행사 (북춤) 안양종합운동장 

10. 5 안양시민의 날 행사 (북춤) 안양종합운동장 

10. 21 L.A 교포위문공연 L.A 아드모아공원 

11. 13 경기도 자원봉사대회(북춤) 수원 시민회관 

톨=-:『짧 닙i혈l 
LA재미교포 위문공연(95 10.21 ) 

2. 12 춘천시립 양로원 위문공연 및 단합대회 춘천 시립 양로원 

5. 23 연꽃마을 위문공연(북춤) 용인 연꽃마을 

6. 20 단오제 행사 (풍물 및 행사보조) 안%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6. 23 도 민속경연대회 (북춤 및 행사보조) 펴。초'-- 주 。얀 U고 U 외 '-' 

10. 5 시민의 날 행사(북춤) 안양종합운동장 

10‘ 12 안양시 자매결연도시 초청 한인축제 특별공연 미국가든글로버시 

11. 2 만안 문화제 거리축제(거리행진북춤, 풍물) 평촌먹거리촌 

오렌지카운티 한인축제 사물놀이( 96. 10.1 1 ) 

1. 31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념(북춤) 전주펙진 종합회관 대강당 

3. 8 교차로 주최 공자 유물전 개막전 행사(풍물북춤) 인사동탑골공원 

5. 20 여성의 전화 개소식(풍물) 여성의 전화사무실 

5. 28 국제 레슬링 대회 (풍물 북춤) 안O.}종합운동장 

6. 7 암사토요마당(오복춤) 암사동유적지 

6. 7 문화원 주최 ·전통혼례식‘ 출연(풍물) 시청 뒤 소공원 

6. 9 단오제 행사(북춤, 진행‘ 안내) 안양종합운동장 

6. 20 한마음 여성화음잔치 출연(북춤) 안양시청 강당 

7. 2 97년 여성주간 행사(북춤) 안양시청 강당 

8. 20 일본 기옥현 소목시 방문단 환영 만찬(단소 북춤) 뉴코리아호텔 

8. 21 일본 기옥현 소목시 방문단 환영 만찬 희래원 

(설장고 탈춤, 북놀이) 

9. 6 농수산 도매시장 개장식 공연(풍물.길놀이) 농수산물시장 

9. 21 네팔(코당지역)돕기 자선바자회 안양문예회관 

(풍물. 북놀이. 북춤) 

9. 28 인사동전통토종문화전 인사동거리 

(북춤. 노장. 취발이, 탈춤) 

10. 2 안양 문화제 개막식 행사(안내‘ 진행 ) 안양문예회관 

10. 4 안양시민의 날 개막전 행사(북춤) 안양종합운동장 

10. 12 제4회 한무리 정기 공연(민요. 탈춤, 북춤. 풍물) 평촌중앙공원 

11. 2 남산제천행사 (북춤 탈놀이) 서울남산 

11. 6 외국인(멕시코) 방문단 환영회(북춤. 북놀이) o}이。;시 l처 。 7 。].디-
국제민족문화교류협회 태국방콕 위문공연 

11. 20 외국인(러시아) 방문단 환영회(북춤, 설장고) 안양시청 강당 (글로리아호텔) 

L.I b 



주부민속단으로 이름을 바꾸어---

2. 21 평촌1번가 민속거리축제 공연 

3. 1 방통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찬조출연 

4. 24 국제민족 문화 교류행사 공연(사물, 오북춤) 

7. 7 경기도 여성주간 행사(사물놀이) 

7‘ 8 MBC 실업기금 모금 자선공연 

평촌1번가 

안양문예회관대강당 

태국방콕 

경기도도청강당 

평촌 

7‘ 11 정부수럽 50주년 기념행사태극기 이어달리기 참석. 공연(앉은북‘ 진도북춤) 

9. 12 환경보호 나라시랑 자연사랑 행사 축하공연 시청 강당 
9. 13 도 민속의 날 기념축제(진도 오북춤) 

9. 26 안양 시민의 날 식전행사(진도 북춤) 

10. 2 금요 상설무대 4회공연(서울 오북 진도북춤) 

10. 16 만안문화제 가족 중창대회(사물놀이) 

10. 19 서머힐 교육원 탈춤 사물놀이 공연 

3. 25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 창립대회(사물놀이) 

4. 3 안양시장 취임식 공연(풍물 사물놀이) 

4. 20 제1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사물놀이) 

5. 13 안양예술제(풍물놀이) 
워」도。과」과」-피 공 운 회 회 힐 앙 합 예 예 머 중 종 문 문 서 초」야。야。야。포 펴。안 안 안 군 군포시민회관 

안양문예회관 자O 대 댁 가。이전 j。안양문예회관대강당 

안양문예회관야외무대 

5‘ 17 주부클럽 신사임당 전국행사 장기자랑(사물놀이 앉은북/최우수상 수상) 경복궁 

6. 18 단오제행사풍물놀이 펴초 주。야 。고 。워 

7. 2 경기도 여성 주간행사 (사물놀이) 수원 문예회관대강당 

9. 20 전국 사물겨루기대회 참가(풍물놀이/딸림상수상) 양평 
10. 9 도민체육대회(풍물) 펴초」 주 。야 。고 。외 니 

10. 24 세계의 북소리 99 서울 드럼 페스티발(풍물 길놀이) 광호F문에서 시청까지 

10. 26 만안구 중창대회(오복춤) 안양문예회관대강당 

12. 31 안양시 새천년 맞이 전야제(사물놀이) 안양역광장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풍물놀이. (앙잉실내체육관, 2뼈1028 ) 마을 잔치(때1.5.1 9 . 안앙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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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3 · l절 행사 한마음 길놀이(풍물) 수원. 군포 

3. 6 한림대학병원 개원 1주년 기념 행사 한림대학병원 강당 

(。cf;:。::-"'닙]. 」。-보「믿흐;- ) 

4. 7 로타리클럽 기념 식수행사(풍물) 중앙공원 

4. 20 장애인의 날사물놀이 안%뇨문예회관대강당 

6. 10 단오제 행사(풍물) 펴。';!: τ Z야。고 。전이 

7. 7 안양시 여성주간 행사 개막 공연 안양시청 강당 

해올큰잔치(호계노인복지회관, 2001.5 8) 
8. 8 안양시 노인 자원 봉사단 발대식(사물) 동안여성회관 

10. 1 만안문화제 (풍물) 펴초」 주 。야 。고 。외 니 

10. 8 안양 시민 축제(사물놀이) 펴초」 주 。야 。고 。외 니 

10. 28 제9회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풍물) 양평 실내 체육관 

11. 23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개막공연 안양실내체육관 

12. 8 천하장사 씨름대회(풍물사물) 안양실내체육관 

12. 9 천하장사 씨름대회(풍물.사물) 안양실내체육관 

2. 7 평촌 1번가 주민자치단체 척사대회 (풍물놀이) 펴。초」주 。야 。고 。외 니 

3. 23 시각 장애인 협회 개막식(사물놀이 ) 호계동공원 
봉담 해뜨는 마을 앙로원 앙문( 2때1.616) 

4. 20 장애인의 날 행사(사물놀이) 문예회관 대강당 

4. 21 알뜰벼룩시장 개장식(사물놀이) 평촌중앙공원 

5. 4 노인 경로잔치(사물놀이) 부흥고등학교강당 

5. 8 해올 큰잔치(사물놀이) 호계 노인복지회관 

5. 19 2001 마을잔치(풍물놀이) 안양실내체육관 

5. 30 ‘일어서는 사람들‘ 작품전시회 개막공연(풍물놀이) 구족화가협회 

6. 8 금요 상설 국악 한마당(풍물놀이) 안양문예회관 

6. 16 봉담 ‘해江는 마을’ 양로원(풍물 사물놀이) 

6. 28 평등문화실천 전국 랄레이행사 (풍물놀이) 경기도문화예술회관 

8.10,24 금요상설무대(사물) 문예회관야외무대 

8. 29 세계도자기 엑스포 안양의 날 축하공연(사물) 깅 τ,,_;「ζ

9. 7 금요상설무대(사물) 문예회관 야외무대 

9. 16 평양검무 정기공연 찬조출연(사물) 문예회관소강당 

9. 21 경기민요소리보존회 및 민속국악 창단식(오북) 문예회관국제회의실 

9. 22 호스피스 후원금 모금행사(사물) 새중앙교회 

9‘ 23 로타리, 라이온스, JC 합동 체육대회(풍물,사물) 군포초등학교 

10. 3 외국인 근로자 위문공연(사물) 새중앙교회 

10‘ 13 시민축제 축하공연(풍물) 펴。초L 주 。얀 U고 O 외 '-' 

10‘ 16 노인체육대회 식전 • 후 행사(사물‘풍물) 중앙공원 

10. 17 안양LG , 수원 삼성 축구시합 응원 수원 월드컵 경기장 
셰계 도자기엑스포 ‘안앙의날’축하공연 10. 23 만안사랑 중창경연대회 축하공연 사물 문예회관대강당 
(경기광주 2001.8 29) 

?. , S3 



공연 전에 모든 사료띤| 건강과 목을 빌어주는 고사 

정기공연 

• 저11 회 안양 한무리회 공연 

- 1994년 6월 16일 안양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 저12회 안양 한무리회 탈춤공연 

- 1995년 10월 7일 안양 문예회관 마당에서 

• 저13회 안양 한무리회 공연 

- 1 996년 10월 2일 

스
 닙 

모
 옆

 

£_ fq 



• 저14회 정기공연 및 만안문화제 개막식 /1997년 10월 12일‘ 중앙공원 놀이마당 - 사물이야기‘마당놀이 4막‘오북,진도북춤 

• 저IS회 정기공연 및 만안문화제 개막식/ 1998년 9월 25일 . 문예회관 야외무대 - 사물이야기,마당놀이 4막오복,진도북 

• 저16호| 정기공연/1999년 1 0월 l일 - 한국의 소리 진도, 북춤 오춧춤. 풍불 마당놀이 두마당 

• 저17회 정기공연/2000년 1 2월 21일 - 사물 풍물 진도북춤 오복춤. 설장고 

• 저IS회 정기공연/200 1 년 10월 20일 - 웃다리 농악가락. 소고춤. 설장고, 앉은북, 풍물 오북, 마당놀이 

수상 I ·“‘ • 갱 

씨.에 
11'1'l" ‘1’‘ ,~ ‘ . 、 I 

‘ -” ” 
• 1 998년 11월 1 6일/안양시 ‘국악경연대회‘ 풍물 부문 〈동상〉, 오북 부문 〈동상〉 수상 

• 1998년 11 월 29일/ ’백운 사물겨루기대회’ 〈버금상〉 수상 

• 1 999년 5월 17일/대한주부클럽연합회 주최 ‘신사임당 전국 장기자랑’ 북놀이 〈최우수상〉 수상 

• 1 999년 9월 20일/사단법인 사물놀이 한울림 주최 ‘세계사물겨루기대회’ 사물 부문 〈버금상〉‘ 풍물 부문 〈딸림상〉 수상 

• 2000년 10월 28일/사단법 인 사물놀이 한울립 주최 ‘세 계사물겨루기대회’ 풍물 〈장려상〉 수상 

• 2000년 12월 1 3일/안양시 자원봉사자대회 〈기쁨상〉 표창 

·-r-2 0 

한마음체육대회 입장식 장면 



購성總커궐〉 
∼∼/ 

설립목적 

자전거를 사랑하는 여성들이 모여 자전거 타기 

운동을 통해 건강을 단련하고 공해 없는 깨끗한 

환경 운동, 회원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자전거타기 캠페인전개 

년말어려운이웃돕기 

소년가장장학금지급 

환경살리기 

노인복지회관봉사 



oto!o계 '·1i r-it 1--1~,」r ---

자전거로 도로를 힘차게 누비는 용감한 여성들---

1995년 9월 자전거를 사랑하는 여성들이 뜻을 함께 모아 「안양여성자전거회」를 창단한 이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오전 

회원들이 함께 모여 가까운 청계사‘ 백운저수지. 서울대공원 등을 자전거로 달리면서 회원간의 친교와 화합을 다지고 있다. 그 

리고 주말에는 장거리코스를 선택하여 공해없는 도시 자전거타기 캠페인등을 벌이며 건강을 단련하고 환경도 살리는 환경 친화 

적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회원들의 연령층이 40-60대로 결코 적지않은 나이에 중년 여성들로 구성 되어 있지만 젊은 여성 못지 않은 탄력있는 건강을 

자랑하는회원들· 

월드컵, 환경. 교통질서 자전거캠페인과 전국 천만인 자전거타기 운동 캠페인 퉁에 참여해 경기도를 일주하는 등 공익을 위 

한 일에도 앞징섬은 물론 년말 이웃돕기 소년소녀가정 장학금 지급 등도 년중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양여성자전거회」는 현 

재 이정자 회장을 중심으로 40여명의 회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2"2"2 



·견 썩 

1995. 8 

1995. 9 

1996. 9 

1999. 3 

1999. 7 

2000. 8 

2001. 7 

2001. 8 

자전거를 사랑하는 여성 15명이 모여 창단 준비 

「안양여성자전거회」 창단 

초대회장/이영자, 총무 김정옥 선출 

〈자전거대행진〉 개최 

제주도 자전거 일주(2박3일) 

전국 자전거 일주(부산-대구-경주-대전-안양) 4박 5일 

제2대 임원 선출 

회장/이정자 총무 박정희 

경기도 자전거 일주 (4얻{5일) 

월드컵, 환경, 교통질서 자전거캠페인 

7ι • 흥 1’,_ ,_~ -「」L -r ._ r- ii 

1995. 9 

1996. 5 

1996. 9 

1996. 12 

1997. 5 

1997. 5 

1997. 12 

1998. 3 

1998. 5 

1998. 12 

1999. 5 

1999. 7 

1999. 12 

2000 ‘ 6 

2000. 6 

2000. 9 

2001. 4 

2001. 5 

2001. 7 

2001. 9 

2001. 10 

「안양여성자전거회」 창단 

소년소녀가장둡기 장학금 전달 

고성 향토문화재 및 통일전망대 자전거 대행진 

년말 불우이웃돕기 소년가장 장학금 전달 

〈춘천시민의날〉 자전거퍼레이드 참가 

불우이웃돕기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지급 

년말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 학자금 지급 

제주도 자전거 일주 (2박3일) 

소년소녀가장 돕기 장학금 지급 

년말이웃돕기 

가정의달 저소득가정 자녀 학자금 지급 

전국 자전거 일주(4날{5일)부산→대듀i경주→대전→안양 

소년소녀 가장돕기 

저소득가정 자녀 학자금지급 

6.25행사 임진각 자전거 대행진 

강화 유적지답사 자전거 일주 

제주도 자전거 일주(2박3일) 

소년소녀가장 돕기 10명 지원 

경기도 자전거일주(4날{5일)자전거타기홍보 

〈춘천시민의날〉 자전거 퍼레이드 참가 

설악산 자전거 일주(2박3일) 

• 매주1호I/한럼대학병원 안내용사 • 매주1호I/만안노인복지회관 목욕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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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단체별 입장 모습 여의도 지구의 날 행사 

제주도 2박3일 180Km 일주 수리산에서 

학의천 공원에서 

22다 



얀양~부어l 슐 E! 

설립목적 

풍물놀이를 통해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꾀하며, 우리 가락과 

소리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둔다 

주요사업 

전통문화계승발전 

풍물놀이 및 우리가락의 활성화 

문화가족저변확대 

전통문화 여성지도자 발굴 육성 

전통문화 봉사를 통한 이웃사랑 



주~여,i놓't응 … 

안양시에서 운영해오던 「부녀기능대학」 탈춤반 수료생들 

이 모여 1993년 「한무리」라는 〈탈춤〉 모임을 만들었다. 그리 

고 1 994년 2월 28일 〈로빈회 경로잔치〉를 시작으로 〈근로자 

회관 25주년 기념행사> (1994.10.9) 에 북춤 공연. 〈구 총독부 

철거 선포식 문화행사) (1995 . 3 . 1 ) 에서 지신밟기“ 안양시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가든 글로버시에서 〈교포위문공연〉 

(96.1 0. 1 2) 등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3회에 걸친 정기공연도 

가졌다. 

1 997년 8월 중진회원 윤영자 외 7명이 한무리회를 자진 

탈퇴 안%노문화원 「주부예술단」을 창단. 회장으로 윤영자가 선 

임되었다. 2000년 3월 2일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였으 

며. 200 1 년 1월 1 5일부터 현재까지는 황영자가 2대 회장을 

맡고있다 

「주부예술단」은 정통 풍물의 기량 '6}상과 안OJ-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예술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97년 7 

월 부터 안양문화원에 풍물강조K지도/조갑용(중요무형문화 

27-b 

제)〉를 개설하였다 이 강좌를 1년이상 수료하였거나, 문화 

원장 또는 지도강사의 특별추천 받은 자에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현재의 회원은 정회원 23‘ 준회원 20명으로 구 

성되어 있다 회원들은 일주일에 2회(월수) 정기적으로 연 

습실(안양시 동안구 관%텅동 1307-37‘ 구 동안구청 2층) 에 

모여 조갑용선생 (중요 무형문화재)에게 설장고. 농악, 선반 

설장고. 상모. 사물놀이, 대북의 합주 등을 지도 받고 매년 

하계수련회와 정기발표회를 통해 실력호댐을 위한 정진을 계 

속하고 있다 ‘대북의 합주‘ 와 ‘상모농악 이 뛰어난 특기라 

고할수있다 

회원들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1997∼ 1998년에는 

부안중학교 호성 초등학교에서 설장고를 지도하였고, 현재 

는 만안여성회관과 비산복지회관에서 뭉물지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매월 l회 만안노인복지회관에서 조리, 배식 보조활동 

오지마을(하동) 신망애재활원(마석)에 위문공연 등 봉사활 

동도힘께 하고있다 



·견 썩 

1993. 2. 17 

1994. 3. 2 

1994. 6. 16 

1994 ‘ 12. 21 

1995. 10. 7 

1995. 12. 13 

1996. 12. 20 

1996. 12. 4 

1997. 7. 20 

1997. 8. 

1977. 8. 1 ∼ 6 

1997. 12. 22∼ 1.30 

1998. 3. 5 

1998. 4. ∼6 

1998. 8. 2∼6 

1998. 12. 29 

1999. 4. 9 

1999. 4. 28 

1999. 8. 6∼ 1 0 

1999. 10. 9 

1999. 12. 27 

2000. 7 

2000. 3. 2 

2000. 4. 19 

2000. 12. 18 

2001. 1. 15 

2001. 7. 2 

2001. 8. 15 

2001. 10. 27 ∼ 28 

2001. 11 . 23 

「한무리회」 창립(회장 황영자 선임) 

제2회 정기총회(회장 안병란 선임) 

한무리회 제1회 공연(문예회관 소강당) 

제3회 정기총회(회장 윤영자 선임) 

한무리회 제2회 공연‘ 탈춤(문예회관 마당) 

제4회 정기총회 57] 합류(보성가든) 

제5회 정기총회(회장 양진이 선임) 

사물 풍물연수 정통사물 및 풍물연수 시작 

(조갑용 선생님) 

윤영자 외 7명 「한무리회」 자진 탈퇴 

「주부예술단」을 창립, 초대회장으로 윤영자 선임 

하계 국악연수(전남 영광 가마미해수욕장) 

-지도/국립국악원 조갑용,김창만 

설장고 지도(부안중학교 어머니회) 

안O.}문화원 제2기 풍물강좌 개강식 

설장고,사물놀이 

설장고 지도(호성초등학교 어머니회) 

하계 국악수련회(강원도 봉화북곡초등학교) 

-지도/국립국악원 조갑용 

제2회 정기총회 개최 

안O.}문화원 제3기 풍물강좌 개강식 

(안양시 청소년수련관) 

경기일보에 「안양주부예술단」 활동 소개 

국악연수(상모돌리기) -지도/조갑용 

「경기방송」 〈안Ocf주부예술단 임원들과의 대화〉 

제2회 정기공연 및 수료식(안양문예회관) 

(대북합주,사물놀이,설장고) 

제3차정기총회 

「여성단체협의회」 가입 

안양시 자매결연 미국교포학생에게 설장고 지도 

(안양시 청소년 수련관) 

제3회 정기공연( 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제4차 정기총회 -황영자 회장 선임 

「서대문경찰청」 여경창설 또주년 기념공연 

광복절 55주년 기념식 공연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여주교도소 모범수 교화사업 

틸를률훌 

염핸효찰〕 
훈-τ 

@[二잔〕 
멸표찰E〕 

저13회 정기발표회 ( 2000년 12월 18일 정소년수련관 문예극장) 

저12회 경기사물놀이 한마당 단원들과 힘께…( 199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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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6켠 ot!J-

〈한무리〉라는 이름으로 “주부민속단”과 함께 활동하던 때---

12. 18 처통민속예술원 한무리 개원 축하공연 서봉빌딩 

4. 28 불의 축제 (사물놀이‘ 북춤) 수원종합운동장 

5. 3 제3회 어린이대상 큰잔치 찬조출연(사물놀이 북춤) 

10. 9 근로자회관 25주년 기념 행사(북춤) 

10. 25 동안구 한마음 운동대회(사물놀이 ) 평촌중앙공원 

12. 11 주부민속 예술공연단 창단 및 한무리 발표회( 오복춤) 국립극장소극장 

2 14 서울 송파구 대보름놀이 ( 북춤) 착〕신C고U 외 」

3. 1 구 총독부 철거 선포식 문화행사 공연 광화문 

3. 11 한국 장애자 미술전시회 (북춤) 안양문예회관 

4. 2 파주 정원요양원 위문공연 파주정원요양원 

5. 6 원주 실내체육관2주년 기념행사 강원도원주문예회관 

5. 27 전통문화한마당 큰 잔치(마당놀이‘ 북춤) 잠실구민회관 

6. 2 단오제 행사 (북춤) 안Ocf종합운동장 

10. 5 안양시민의 날 행사 (북춤) 안양종합운동장 

10. 21 L.A 교포위문공연 L.A 마드모아공원 

11. 13 경기도 자원봉사대회(북춤) 수원 시민회관 

안앙시부녀기능대학 4기 수료생들이 모여( 작품발표회/90 10, 11) 한무리를 조직, 정기 공연을 갖고, 불우이웃돕기 대바자회 개장 길놀이(951123)등의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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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 춘천시립 양로원 위문공연 및 단합대회 춘천 시립 양로원 

5. 23 연꽃마을 위문공연(북춤) 용인 연꽃마을 

6. 20 단오제 행사 (풍물 및 행사보조) 안O.}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6. 23 도 민속경연대회 (북춤 및 행사보조) 펴초」 주 。야 。고 。으 니] 

10. 5 시민의 날 행사(북춤) 안양종합운동장 

10. 12 안양시 자매결연도시공연 미국가든글로버시 

11. 2 만안 문화제 거리축제(거리행진북춤. 풍물) 평촌먹거리촌 

1. 31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기념(북춤) 전주덕진 종합회관 대강당 

3. 8 교차로 주최 공자 유물전 개막전 행사(풍울북춤) 

5. 20 여성의 전화 개소식(풍물) 여성의 전화사무실 

5. 28 국제 레슬링 대회 (풍물, 북춤) 안O.}종합운동장 

6. 7 암사토요마당(오복춤) 암사동유적지 

6. 9 단오제 행사(북춤, 진행. 안내) 안양 종합운동장 

7. 2 97년 여성주간 행사(북춤) 안양시청 강당 

1995. 10. 7 제2회 한무리회 탈춤공연 1996. 10. 2 제3회 한무리회 정기공연 

-z.-z.q 



주부예술단을 창립---

9. 3 

10. 23 

9. 13 

9. 17 

9. 20 

9. 25 

10. 17 

1 24 ∼ 25 

5. 30 

6. 4 

6. 18 

6. 24 

10‘ 1 

10. 2 

10. 9 

10. 10 

10. 16 

10. 25 

12. 31 

만안구 기족노래자랑 초청공연 -사물놀이

문화가족 풍물발표회 -설장고 북춤‘ 사물놀이-

제3회 재안양 6개 도민회 민속놀이-사물놀이 

우리국악 금요 상설무대 -사물놀이 

프로축구 LG, 삼성대항 식전행사 -웃다리 풍물 

만안문화재 개막식 공연 -사물놀이 

안양1번가 거리대축제 -사물놀이 

오지마을 위문공연 -설장고 

안양청소년 축제 축하공연 -대북의 합주 

안양국악협회 금요상설 특별공연 -사물놀이. 설장고 

안양단오제 식후행사 -대북의 합주 

해오름 뮤지컬 초청공연 -설장고 사물놀이 

안양만안문화제 개막식 식전공연 대북의 합주와사물놀이 

안양시민의 날 식전공연 -대북의 합주와 소고춤 

제4회 재안양 도민회 민속놀이 

전통혼례식 식전공연 

LG 전선안%뇨공장 체육대회 

경기사물놀이패 주최 ‘제2회 사물놀이 한마당’ 특별공연 

새천년맞이 기념행사 축하공연 -대북합주 

N : 1999.10.11ill 15:00· 17:30 

힐 만얀문화제 1UD 

져1 6 호l 주부 민속단 정기공연 
후회 ; 얀양문힐용 후용 = ~양시 

저I 14회 만안문화제 개막식 대북의 함주 〈축하공연)( 1999.10.1) 

-z.3 0 

안양 문예회관 

평촌중앙공원 

평촌중앙공원 

안양 문예회관 야외무대 

안양종합운동장 

안양 문예회관 

안양일번가역광장 

경남하동군화계면 

안양청소년수련관 

안O}문예회관 야외무대 

안양평촌중앙공원 

안양문예회관 

안$뇨문예회관소강당 

안양종합운동장 

안양평촌중앙공원 

평촌중앙공원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안%노문예회관대강당 

문화가족 풍물발표회 오북춤(97 10.23) 



5. 3 안양여성서예가협회 정기발표회 식전공연 안OJ-문예회관 

6. 8 여성지도자 1일 연수교육 곤지암중부수련원 

6. 10 단오제행사식전공연 안Ocf중앙공원 

7‘ 1 충청도민회 행사 식전공연 안OJ-문예회관 

7. 2 의왕시민을 위한 국악마당 특별출연 -대북의 합주 의왕레포츠공원 

10. 1 전국합기도대회 식전 공연 잠실체육관 

제15회 만안문화재 개막식 공연 평촌 중앙공원 
10. 2 노인의 날 행사 식전공연 -사물놀이 안양시청 대강당 
10 6 안양시민축제 개막식 펴。 τ~ τ x야。고 。 P나1 

11. 12 경기 사물놀이패 3회 사물놀이 한마당 안OJ-문예회관 

12. 10 천하장사 씨름대회 식전공연 안%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12. 21 주부교실 독거노인 경노잔치 -사물놀이 안양결혼회관 

여성신문사 개소식 및 아줌마동아리 대회 특별출연 -사물놀이 

제 13회 만안문화제 개막식 축하공연 축구경기 LG삼성 전 식전 공연을 마치고( 1998.9 20 

‘제3회 재안앙 도민회 전통민속놀이’ 새천년맞이 기념행사(1999 . 12.31) 

-Z.-3, 



6•I!J圖

1. 11 여성신문사 신년하례식 -대북합주 조선호텔 

2. 28 전국부동산협의회창립기념일 식전축하공연 -대북합주 

4. 8 전국국술협회기대회 식전축하공연 -대북합주 잠실운동장 

5. 1 용화사 석가탄신일 식전축하공연 -대북 및 사물놀이 

5. 3 가정의 달 기념행사 식전축하공연 안양 시청 대강당 

5. 8 인덕원 성당 노인잔치 위문공연 

5. 26 새마을체육대회 식전축하공연 -대북합주 

6. 20 의왕시민을 위한 국악 축하 대북합주 공연 

7. 2 서대문경찰청 여경의 날 기념식 축햄연 대북연주 

15 광복절 56주년 기념 축하공연 

8‘ 29 세계도자기 축제 공연 

9. 8 서울시립대 주최 월경축제(행) -대북합주 을지로 5가훈련원공원 

9. 17 세계봉사의 해 물결운동 -사물놀이 시1처 。고 。~;;>;。l

9. 23 수원대학교 화성시 체육대회 축하공연 -대북합주 수원대학교운동장 

10. 7 궁중무술 전국대회 축하공연 -대북합주. 사물놀이 잠실체육관 

10. 7∼ 28 여성발전기금으로 안양시민을 위한 국악한마당 평촌일번가 

-대북합주 설장고 사물놀이‘ 농악, 선반 설장고 

10. 14 안양시 축제 축하공연 -대북합주 펴초」주。야 。고。워 

11. 16 경기도 국악협회 국악의 향연 축하공연 -대북합주 의정부예술의 전당 

11. 20 한마음체육대회 축하공연 -대북합주 안양실내 체육관 

11. 23 여주교도소 모범수 교회공연 」농악 사물놀이 

11. 29 경기도 여성신문사 북부여성지도자 축제 축하공연 -대북합주 의정부예술의 전당 

12. 4 주부교실 독거노인 잔치 위안공연-사물놀이, 설장고 

12. 5 우리춤보존회 발표회 찬조 축하공연 -대북합주 문예회관강당 

12. 12 새마을지도자대회 시청 대강당 축하공연 -사물놀이 

12. 18 의왕시 계요병원 입원가족 송년의 밤 위안공연 -설장고 사물놀이 

세계 도자기축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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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사 개소식 및 아줌마동아리 대회 특별출연 ( 2000.12.21 ) 

시민과 힘께하는 전통문화 국악마당( 200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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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공연 

• 저11 회 정기공연 I 1 998년 1 2월 6일 

• 저1 2회 정기공연 및 수료식 I 1 999년 12월 27일 안OJ=-문예회관에서 

• 저1 3회 주부예술단 정기공연 I 2000년 12월 18일 청소년수련관 문예극장 

까‘ 사 
-「 0 

• 1997년 10월 5일/전국 국악 경연대회 사물놀이(장려상 수상) 

• 1998년 10월 8일/전국 국악 대제전 설장고(준우수상 수상) 

• 2000년 11월 21 일/전국아줌마축제 아줌마동아리 경연대회 대북의 합주(우수상 수상) 

전국 국악대제전에서의 설장고 합주( 1998.10. 1이 

-Z.34-

전국 아줌마축제 아줌마동아리 경연대회에서의 대북합주 
(2000. 11.21) 



콰- 11 Et 탄 헥l 

안양시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산하단체 외에도 4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수집된 10개 

단체의 현황만을 수록키로 한다. 

화요문학동인회 

「화요문학동인회」는 문예창작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추구함과 함께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문인들의 동인활동체이다. 

안양시청에서 1978년부터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여성 

글짓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백일장의 입상자를 중심으로 

1979년 「안양여성문우회」가 결성, 김대규시인에게 문학수업 

을 받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 소설, 수필, 아동문 

학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중앙문단에 등단하는 동인들이 많아 

지자 좀더 전문적인 문학수업을 위하여 1991년 〈화요문학동 

인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화요문학동인회〉는 여성들만의 문학서클이라는 점에서도 

특이하지만 안양의 어느 문학단체 보다 중앙문단에 신인을 많 

이 배출시킨 저력을 보여 문예도시 안양을 더욱 빛내고 있다 

현재는 이숙희 회장을 중심으로 2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 

고있다 

주Jt휴댁I- ~엽 

문학 동인지 발간(1978년∼2001 년까지)총 17집 발간 

후 1-[ 애용 

1, 단쩌l 망짝활동 

1981 년· 「누가 우리를 작가라 부르랴마는」 

1982년’ 「마음을 열면 날아드는 한 마리 추억의 새」 

1983년; 「아낙1」 

1984년· 「아닉Z」 

1986년. 「그리고 우리는 멀리 떠난다」 

1988년·「하늘에서 한 뺑 아래」 등의 문집을 발간 

〈안양여성문우회에 뿌리를 둔 새로운 화요문학 동인지〉 

1991년 l집 , 「우리의 눈물이 풀잎 하나 적시지 못 할지라도」 

1992년 2집,「세월 半 아픔 半」

1993년 3집 , 「우리는 목수처럼 안락을 깎아 내린다」 

1994년 4집.「꽃씨 여물어 비운 자리에…」 

1995년 5집.「근황을 묻습니다」 

1996년 6집 ; 「외로움의 상속」 

1997년 7집 · 「희망은 500g에서 시작된다」 

1998년 8집 ‘ 「화요문학 • 8」

1999년 9집 . 「화요문학 · 9」

2000년 10집 ; 「화요문학 . 1 0」

2001년 11집 ’ 「화요문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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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호|원들의항짝활동 

김영희 1982년 경횡댄문 신춘문예 동화당선 

장순금’ 1985년 「심상」으로 등단 

조한순‘ 198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당선. 「뚱뚱이 안경」 TV드라마 「전원일기」 

이숙희‘:1989년 우리문학에 「돌미나리를 뜯으며」외 9편의 시가 당선되어 등단 • 시잡「E 2 E 」

이종희 ;1988년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시 「꽃밭에서」가 당선 

1 989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 • 시집‘ 「물방울 하나가 너에게 가고 있다」 

이기애 :1990년 「심상」으로 등단 

백종선; 1 990년 경인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샘터의 달빛」 이 당선 • 소설집 ; 「그 남자의 뱃속에는 개구리 일이 들어있다j 

정선모;199 1 년 한국시에 수필이 당선되어 등단 • 수필집‘ 「빛으로 여는 길」, 「지휘자의 왼손」 

최영희 : 1989년 마로니에백일장에서 시 장원, 1992년 한국시로 등단 • 시집 ‘ 「정오와 날개」 , 「푸른 스케치북」 

신장련;1992년 한국시에 「봄눈」 외 4편의 시로 등단 

김성금;1993년 문화일보에 단편소설 「그물에 걸린 포충망」이 당선. • 소설집‘ 「민달팽이」, • 장편소설 ; 「티눈」 

홍경임 : 1994년 한국시로 등단 • 시잡 「하얀 목련의 계절」, 「하얀 비둘기」, 「그대 곁에」 

홍미숙;1995년 창작수필에 수필 「어머니의 손」으로 등단 • 수필집.「그린벨트 안의 여자」 

조동례 : 1 995년 앞선문학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 

권오숙; 1996년 순수문학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 • 시집 •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다」 

%딴덕 : 1996년 한맥문학에 시가 당선되어 등단 

유칠남.1998년 「수필문학」으로 등단 

홍성숙‘ 1 998년 「수필문학」으로 등단 

김미자.1999년 현대수필에 수필 「남가일몽」으로 등단 • 수필집 • 「마흔에 만난 애인」 

김영자;2000년 마로니에 백일장 산문 장원 

박난영‘:2001 년 마로니에 백일장 산문 장원 

박정임‘: 200 1년 한국시에 「불면」 외 2편의 시로 등단 

강현자’ 2002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수필 당선 

김성금동인 장작집 「민달팽이」 출판기념회 김대규시인 희갑기념시선집 「가을소작인」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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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림장학회 

「보림장학회」는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건전가정 육성과 a]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자기 개발을 통해 실천적이 

고 미래 지향적이며 봉사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호계동 일대의 뜻 있는 주민 45명을 주축으로 1988년 7월 7일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은 장학사업인데 생활이 어려운데도 생활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정도의 어려 

움을 겪고있는 학생들을 돕고 있다 

장학사업 외에도 해마다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해마다 회원을 대상으로 장갑 l천 컬레를 판매하여 고아원을 방문하는 등 정기 

적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또 부정기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질병으로 인해 치 

료비 때문에 곤란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거나 딱한 사정의 체육장학생을 후원하는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현재 이원 회장을 주축으로 30여명의 회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7- ~ Eι"l 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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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장학사업, 경로위안잔치, 소년소녀 가장 돕기‘ 장애자 돕기, 백혈병 어린이 돕기 

주~추덴에용 

@ 불우이웃 장학사업 I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중 · 고등 학생 20여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였음. 
@ 경로위안잔치 I 14년동안 어버이날을 즈음하여 독거노인과 1000여명의 어르신을 초청하여 음식과 여흥으로 즐거운 

시간을보냈음. 

@ 소년소녀 가장돕기 / 관내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생활 보조로 매년 30만원씩 1 0여명에게 주었음 

@ 장애자 돕기 / 장애인 공동체 삼덕원을 10년 동안 연료비와 후원금과 생필품을 지원하였고 부곡에 있는 양지의 집과 

아름다운 사람들과 겨X씨 마을 공동체에 매주 목요일마다 0태 배달을 하였음 

@ 백혈병 어린이 돕기 / 김윤진 어린이 돕기 보리밥 바자회에서 찬조금 일천이백일만육천원을 지급하였음. 

매년 강원도 홍전 「삼덕원」을 방문 성금과 직접 만든 음식을 가지고 가서 동안구에 있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하고 회원들과 힘께 
뇌성마비 장애자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서울랜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9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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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우리츰보존회 

1988년 「안양시 주부대학」에 한국고전무용교실이 개설되고 취미로 고전무용을 학습, 수료한 주부들을 주축으로 1995 무용 

강사 김영애 주도하에 비상설, 비영리 무영단체인 麗舞會를 결성, 각종행사에 출연, 성공리에 발전됨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 

시민 봉사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9년 l월 「안양 우리춤보존회」로 개장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안양지역의 주부들이 모여 무용능력 창달을 도모하고 경로 위안, 군부대, 교도소 위문 등 사회봉사를 하는 등의 활동으로 안 

양지역의 여성지위 발전에 기여함을 활동 목적으로 하고 있다 

of 썩 

1995. 여무회 결성, 회장 김영애 선출 I 1997. 12. 제l회 여무회 우리춤 발표회 I 1999. 우리춤보존회로 개칭 

1999. 제2회 우리춤 발표회 I 2000. 11 제3회 우리춤 발표회 

-tt J응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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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5. 23 

1990. 5. 30 

1991. 5. 28 

1991. 6. 8 

1991. 10. 

1992. 6. 8 

1992. 10. 

1993. 6. 

1994. 5. 15 

1994. 5. 27 

경기도 예능대회 출연, 인기상 수상(수원) 

경기도주부의 날행사출연 

경기도 여성체육대회 출연(성남 공설운동장) 

제12회 단오절 행사 출연(안양 공설운동장) 

안양시 시민의 날 행사 출연(안양 공설운동장), 이후 해마다 출연함 

제13회 단오절 행사 출연(안양 공설운동장) 

경기도 체육대회 행사 출연(수원 공설운동장) 

제14회 단오절 행사 출연(안양 공설운동장) 

경기도 국악협회 행사 출연(수원 문예회관) 

제3회 안양예술제 국악 한마당 출연( 안양 문예회관) 



1994. 8. 29 

1995. 5. 

1995. 5. 27 

1995. 9. 20 

1995. 11 . 18 

1996. 2. 21 

1996. 5. 28 

1996. 6. 8 

1996. 9. 

1997. 5. 4 

1997. 6. 20 ∼24 

전국 시조경창대회 출연(서울 중구 구민회관) 

제4회 안양예술제 국악한마당출연(안양문예회관) 이후 매년 출연 

평양검무 정기공연 찬조출연(안양 문예회관), 안양시장 취임 축하공연 출연(안양 문예회관) 

제3회 목련마을 불우이웃돕기 음악회 찬조출연(범계중학교) 

안산시 호남 향우회 경노위안잔치 찬조출연 

경기도 문인협회 행사 찬조출연(안양시 문예회관 국제회의실) 

안양시 여성체육대회 출연(안양 공설운동장) 

평양검무 정기공연 찬조출연(안양 공설운동장) 

남양주 제60공병단 위문 공연 

평양검무 정기공연 찬조출연(서울 동숭동 문예회관) 

호주 시드니를 방문, 대한민국 재호딴인회 창립 45주년기념 및 호주지회 창립 14주년기념행사 출연 

한인노인정 위문공연 

1997. 8. 20 일본 도꼬로자와시(所澤市) 친선방문단 환영회 2회 출연(안양시청) 
1997. 8. 24 멕시코국 나우깔반시 친선 방문단 환영회 출연(안양시청) 

1997‘ 10. 9∼ 16 미국 자매시 가든 그로브시 초청, 방문 공연 

1997. 11. 4 브라질 친선방문단 흰영회 출연(안양시 ;청 

1997. 11. 20 러시아 브리아티야공화국 친선방문단 환영회 출연(안양시;청 

1998. 6‘ 5 금요무대 출연(이후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실시) 

1998. 6. 19 안양예술제 공연 

1998. 10. 18 걸스카웃 경기도연맹지부행사에 10여명 출연 

1998. 12. 7 주부교실 노인잔치 출연 

1998. 12. 12 삼원 프라자 공연 

1999. 5. 27 하와이 교민 장수대학 초청으로 하와이 맥킨리 고교 대강당에서 공연. 

1999. 7. 안잉깅동 낙원마을 화심천 우물제 출연(살풀이춤 10명) 

1999. 11. l ∼5 일본 동경, 한 • 일 농협주최 99동경농협제에 출연(메이지신궁) 
1999. 12. 31 새천년맞이 공연(안양문예회관 대강당) 

2000. 5. 24 노인 경로잔치 출연(부흥고등학교 강당) 

2000. 8. 8 노인자원봉사대 공연(동안여성회관 강당) 

2000. 9. 8 경기민용보존회 공연에 찬조출연(문예회관 옥외무대) 

2000. 9. 27 평양검무 보존회 정기공연에 찬조출연 

2000. 10. 2 노인의 날 기념행사 부채춤 출연 

2000. 10. 16∼20 미국의 자매도시 버지니아주 햄톤시 문예극장에서 공연 

2000. 12. 18 노인잔치 출연(결혼회관 지층) 

2000. 24 ∼28 일본 아오모리현 한 • 일 청소년교류축제에 출연 
2001. 5. 4 

2001. 5. 

2001. 5. 19 

2001. 6. 16 

2001. 6. 29 

2001. 7. 6 

부흥동노인경로잔치 

안양1동 노인경로잔치, 비산l동 노인경로잔치(비산동 성당) 
안양제l교회 행사에 출연(안양체육관) 

수원 해뜨는 마을 양노원 위문공연(봉담성당) 

제6회 세계한민족 우리말 웅변대회(대통령상)에 출연 

수원 양노원 위문공연(율전성당‘ 아그네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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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회 

현대여성이 갖추어야 할 교양강좌 및 모든 지식을 배워 자아 실현과 봉사에 그 목적을 두고 「안양시 주부대학」 서예반 

수료자들이 모여 1 991년 l월 22일 창립되었으며 초대회장에 정금우를 선출하고 회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계발하여 인근학교 및 

복지관 등에서 후배들을 위한 서예지도 등을 하고 있다 

현재 이목희 회장을 중심으로 전 회원들이 일치 단결하여 년 1회 회원전을 개최하며 서예의 저변확대 보급과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서예활동을 하며 틈틈이 지역사회 봉사 및 이웃돕기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매년 〈이문 서예전〉을 열어 지역문화 발전과 서예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더불어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주~추1-[애용 

1991. 10. 1 6∼ 17 

1992. 10. 1 3 ∼ 15 

1992. 11. 27∼28 

1994. 10 4 ∼ 

1995. 3. 16∼ 19 

1997. 1. 1 0∼ 1 3 

1998. 10. 1 6 ∼ 1 8 

1999. 12. 27 ∼29 

2000. 11. 3 

제1회 회원전 및 수료식 작품전(안$뇨문예회관 전시실) 

제2회 회원전 및 수료식 작품전(안OJ-문예회관 전시실) 

예술의 전당 서예관 수호 성명운동 및 성금전달 

제3회 회원전 및 동문회 전시회(안%노문예회관 전시실) 

제4회 이문회 전시회(안OJ-문예회관 전시실) 

제5회 이문서예전(안OJ-문예회관 전시실) 

제6회 이문서예전( 안OJ-문예회관 전시실) 

제7회 이문서예전(안OJ-문예회관 전시실) 

도자기 현장학습(여주) 

전시회를 마치고 회원들과 함께· 이문서예전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u+o 



안양시재양군인여성회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회원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선봉,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기여를 목적으로 

1931년 창립되으며 초대회장으로 김정자회장을 선출하고 환경보호운동과 기초질서 확립, 그리고 사회봉사에 춧점을 맞추어 활동 

하고 있다 년 2회 군부대를 방문하여 군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워 줌은 물론 안보현장 견학과 안보강연회 등을 통하여 남북화해 

협력시대 국가안보와 향군의 역활을 되새기는 것도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이다. 

그 연혁을 살펴보면 • 1991. 7. 4 향군부인회 창립총회 • 1991. 7. 29 향군부인 제2호 향군부인회 조직활동, 지침시 

달 공문접수 • 1991. 8. 26 안양시 향군부인회 창립총회 • 1992. 3. 10 김정자 초대회장 선출 • 1996. 3. 27 제4차 정기 

총회 이민자 회장 선출 · 1999. 3. 24 제7차 정기총회 정옥선 회장 선출 

」}-~휴댁f- ~업와 후1-l 애용 

• 환경보호·지역환경활동으로 깨끗한 안양시 건설에 일익 담당 

- 학의천, 안양천, 관악산, 수리산 등 오물수거 작업 관악산, 수리산 계곡 및 등산로 주변 오물수거 및 산림보호운동 

• 기초질서확립 거리질서 캠페인 및 학교폭력 추방운동 

- 문화시민운동; 친절, 질서‘ 청결운동 - 캠페인활동 전개(전단배부) 

• 사회봉사활동 전진상(근로자복회관) 및 노인복지센타 무료급식 자원봉사 

자원봉사‘ 안양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봉사활동, 근로자복지회관(전진상) 무료급식봉사활동 

- 수해지역 봉사활동 관내/안쟁동 수해지역, 타지/동두천지역 

• 국민통합. 영 · 호남 출신자 힘L군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고 지역감정을 해소하여 단합된 안양시민상 구현하고 

지역갈등해소, 공동체의식 함양 

• 군부대 위문활동 167연대 장병위문 년 2회 

• 전후방 전적지 견학. 참전자들의 격전현장소감 청취, 안보태세확립 

• 안보현장 견학‘ 국립현충원. 현충탑참배 및 정화활동 전개‘ 판문점. 통일전망대‘ 땅굴견학을 통하여 안보태세 재무장다짐 

• 안보강연회 참여‘남 • 북화해 협력시대 국가안보현실과 향군의 역할 관련 

현충원 참배 자연보호 활동 

1다 l 



명촌부녀연합회 

1993년 3월, 평촌신도시 탄생과 더불어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 총회장단 모임으로 쾌적한 환경과 주민의 보건 호방 및 주민 

복지‘ 불우이웃 돕기 및 단지별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설럽된 평촌부녀연합회는 〈일일잣집〉 수익금과 〈농산물 판매〉 수익금으로 

저소득 모 , 부자 가정 어린이(초등1 ∼중1) 들을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 수련회를 8년째 개최하고 있고 독거노인 ’ 잉배인 비인가 

시설에 기금 전달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복지관 노인 점심봉사와 벼룩시장 개최 등의 많은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른 단체와 달리 아파트부녀회총회장이 아니면 가입할 수 없지만, 임기가 끝난 전입 회장도 계속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되어 현재 57명의 회원이 서로 돕고 위로하는 친자매와 같은 친목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 12월, 안양시의 〈우수모범단체〉로 선정이 되어 표창장을 받았으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여성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어린이 하계수련회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Jl휴댁'·~업 

•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 자녀 하계 수련회, 인보사업 • APT단지 내의 정보교환 및 친교사업 

• 농산물직거래 판매 

주Jl추1-l애용 

?JF2 

@ 청소년보호사업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를 위한 하계수련회로 여름방학을 이용 l박 2일간의 캠프를 열고 있다 1 994년부터 

1999년째는 일일잣집 수익금으로 재정을 부담해 왔으나 2000년부터는 안양시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 불우노인 및 모자가정돕기 사업 : 1996년부터 매년 독거노인과 저소득 모 • 부자 가정을 방문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데 

일일잣집과 바자회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 불우이웃돕기 기금전달사업 무의탁노인, 정신지체자 장애인 등의 수용시설에 쌀, 전자제품, 생필품‘ 기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칭소년 하계수련캠프(2001726∼ 28, 용인에버랜드) 



안양시명예시민과장회 

안양시 종합민원실의 민원안내 등을 봉사하기 위하여 1994년 6월 30일 60명이 안양시 명예시민과장으로 위촉된 후 현재 

42명의 명예시민과장이 안양시 「명예시민과장회의」를 결성하고 초대회장에 정군례 회장을 선출한 이래 현재까지 회장직을 

이어오고 있으며, 시민들의 민원안내, 민원대서 등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봉사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1일 2명씩 조를 편성하여 민원안내 도우미활동을 함은 물론 불우이웃돕기과 자연보호 활동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요휴댁’‘t엽 
민원안내 및 민원대서 (1 일 2명씩 근무) , 불우이웃돕기 및 자연보호 활동 

주Ji_추7-[애용 (o-f1t) 

• 민원안내 : 4,738건 

• 민원대서 .1.022건 

• 불우이웃돕기’:10가정(가정당 백미 20kg) 

• 자연보호운동전개 :2회(안$뇨유원지, 병목안) 

종합민원실 민원안내 모습 자연보호 활동 

24-3 



(사)안양여성의전화 

「안양 여성의 전화」는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 · 직장 · 사회에서 %냉평등을 

이룩하고.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영역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침여함으로써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안양지역에서 1996년부터 

활동히고있다 

주요활동으로는 상담사업과 여성인권지원사업‘ 여성교육사업. 출판 및 

홍보사업 ‘ 특히 2000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옹라인 상에서의 

여성폭력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http : //awhl.w21.net). 또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역연대사업 등을 하고 있다 

300 

250 

200 

150 

100 

50 

98년 99넌 2000년 200 1넌 

ii코을 
l 구티 
I 외도 
- 시집길등 
l 무부.동 
업.운세 

l 지신문제 
l 성혹릭 
I 기티 
언집상딩 -

가정 폭력과 성폭력으로 지칭될 수 있는 여성폭력에 대하여 「안양 여성의 전화」는 200 1년 5월 현재 5.500건의 상담을 받아 

인권지원을 하여왔으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해결을 위해 부설기관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o to~ tnf서의 it.41~ £늦o-t’ 았1,ηJi ’ -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전화 운동은 1983년부터 시작되었다 여성의 문제. 특히 우리 사회의 아내 구타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문제라는 것을 우리사회에 알리기 시작했다 

여성의 전화 활동을 핸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의 지부로서 인준을 받얘잭F는데 그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위원회가 인정을 받을 때까지 준비 모임으로 활동을 하다가 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 다시 1년간 활동을 하여 그 

활동이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걸맞고 여성의 전화운동에 걸맞아야 창립을 허가 받는 것이다 

「안양 여성의 전화」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의 안양 군포 · 의왕 과천지역의 지부로서 1998년 1월 8일에 
창립, 5월 a)일 개소식과 함께 상담전화가 개설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oto~ 씨서의 it.41~ 용H 옹 。&음, . 
「안양 여성의 전화」의 주요활동은 크게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인권지원사업‘ 가정폭력 · 성폭력 예방사업 및 조직사업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일은 상담사업으로 전화상담. 연접상담 그리고 밀도있게 이어지는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인권후속조치가 있으며. 2001년도부터 활성화된 사이버상담으로 그 영역이 훨씬 다앙해졌다 

또한 상담사업에서 본 회는 --}오는 피해자 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여성가장들을 위힌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떤서 개인상담을 하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 후속지원 하는 일 등을 한다 

여성가장들을 위한 사업은 본 회가 1998년 10월 실직여성가장 겨울나기 사업을 시작으로 여성가장의 정서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결연 가정 연계사업 등을 통해 2001 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1999년도에 

설립되어 2000년 상반기까지 활동한 IMF위기여성지원센터(여성실업극복지원센터)에서 여성가장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현재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1다다 



안양여성문학회 

「안양여성문학회」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잠재된 특성 개발의 일환으로 안양지역에서 활동중인 동아리(시나래 동인회‘ 
시월애 동인회‘ 동안여성회관 문예창작반 출신 등)들을 규합하여 지역 문학 발전, 여성 특유의 섬세한 문예 창작 활동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문학행λ벌 지속적으로 추진핸데 그 목적을 두고 뼈년 2월 창립되었다. 

초대 임원으로는 회장에 수필가 최예옥, 총무 유태재가 선출되었고 이에 이어 am년에는 2대 회장으로 유태재, 총무 

은춘원이 활동하고 있다 

1요휴색I- ~업 

@ 여성 전문 문예지 「문학산책」발간 봄. 가을(연 2회) 

@ 정기 문학 기행(연 2회) @ 작가와의 대화(연 4회) 

@ 문예 창작 활동 및 수업(매주 1회 ) 

주~후1-[애~ 

@ 「문학산책」발간 

1996년 가을 한국 최초로 여성 전문 문예지 창간호 발간(국판. 200p 내외. 값 4,000원) 2001 년 가을호 11 집 발간‘ 

@ 문학기행 

1995년부터 시작된 문학기행은 안양여성문학회 주도로 1 997년 가을부터 소설가 이효석 문학비 및 생가 답사를 시작으로 

매년 봄 가을에 걸쳐 갖고 있음 

• 「따오리」의 아동문학가 한정동 시비 답사(시흥시 물왕동) 

• 「메밀꽃 필 무렵」의 소설가 이효석 문학비 및 생가 답사 (강원도 평창) 

• 「힐바」의 시인 정지용 시비 및 생가 답사(충북 옥천) 

• 「봄봄」의 소설가 김유정 문학비 및 생가 터 답사(강원도 춘천) 

• 「껍데기는 가라」의 시인 신동엽 시비 및 생가 답사(충남 부여) 

• 「나는 왕이로소이다」의 시인 흉사용 시비 답사(경기 화성군) 

• 「상록수」의 소설가 · 시인 심훈 시비 및 필경사 답사(충남 당진군) 
• 「알 수 없어요」의 시인 한용운 시비 및 생가 답사(충남 홍성) 

•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시인 남궁억 시비 답사(강원도 홍천) 

• 「강호사시7b 의 시인 맹사성 시조비 빛 생가 답사(충남 온양) 

• 「별」의 시인 이병기 시조비 및 생가 답사(전북 익산) 

@ 작가와의 대화 

안양시 여성 발전 기금으로 저명 문인 초청 강의 및 대화를 평존 도서관 강당에서 갖고 있음 . 
• 2000. 4. 19 수필가 윤재천(계간 현대 수필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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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7. 19 시인 문덕수(예수원 회원) 

• 2000. 11. 24 시인 임영조(중앙대 예술대학원 강사) 

• 2001. 4. 27 시인 김종철(도서출판 문학수첩 대표) 

• 2001. 7. 20 시 인 조창환( 아주대 국문과 교수) 

@ 문예창작수업 

동안 여성 회관 등에서 배준석 시인(문학산책 주간 · 예총안양지부 사무국장)으로부터 매주 l회 문예창작 강의 및 

지도를받고있음, 

7J 타 

@ 등단 문인 • 문단에 등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 

• 최예옥 1998년 가을 계간 「현대수필」에 「아름다운 벽」으로 등단 

• 정명순 1998년 월간 「아동문예」에 「가을들판」외 2편으로 등단 

• 정용화‘ 2001년 4월 월간 「시문학」에 「흐린 날의 드라이브」외 3편으로 등단 

• 박연숙‘ 200 1 년 4월 월간 「문학산책」에 「구두」로 등단 

※ 이외 전국 마로니에 여성 백일장‘ 경기도 여성기예경진대회 시부분 장원 수준문학상 우수 새얼 전국 백일장 시 장원 

등각종백일장입상다수 

@ 개인 작품집 발간 ; 

• 최예옥.2000 ‘ 9. 25 수필집「그녀가 아름다운 이유」-문학관 발간 

여생햄,뼈껴,지생oJ ,삐,e냐는 랜 
二l :Jj J꺼I .Ji」j ‘ 
「·...-: -」 「「- --」 | 

문학을 사랑하는 안앙지역 여성들의 연합체인 강원도 홍천에 있는 한서 남궁역 선샘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시비 앞에서 기념 촬영(2000년 여름) 안앙여성문학회 창립 모임에 참석한 각 문학모임 대표틀 

(左로부터 정용화,김영미 ,최예옥,은춘원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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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방정책연구회 

옥 l~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한 여성지도자로서‘ 국회 지방의회 및 기타 관공서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바람직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 사회의식 고양과 여성 인력 양성에 이바지한다 

01_ 썩 

1997‘ 3. 6∼6. 9 

1997. 5. 20 

1998. 3. 3∼6 9 

1999. 1. 26 

1999. 4. 5∼7 22 

1999. 5. 15 

1999‘ 8. 26 

1999. 10. 13 

1999‘ 10. 30 

2000. 4. 22∼7 27 

2000. 5. 2 

2000. 4. 30 

2000. 5. 20 

2001. 3. 20∼ 7. 12 

2001. 5. 15 

2001. 5. 23 

2001. 6. 27 

2001. 7. 11 

2001. 9. 20 

2001. 10. 30 

주Jl휴댁f-~o~ 

제1기 안뺨H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여성지도자 과정 입학. 수료(40명) 

MT 중미산 work shop 

제2기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여성지도자 과정 입학‘ 수료(40명) 

안양시 지방정책연구회창립종회 제1대회장 이정이씨 취임 

제3기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여성지도자 과정 입학‘ 수료(40 명) 

MT 남이섬 work shop 

서울구치소 재소자 생일잔치 자원봉사(회장 외 3명) 

납골당견학 

여성발전기금 지원금 결정 

φ 지방자치정책과 여성의 정치참여 의식 확대에 따른 설문조사(3,455.000원) 

@ 제l회 21C 여성 아카데미(2,305.000원) 

제4기 안%때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여성지도자 과정 입학, 수료(40명) 

제4기 MT 밤섬 유원지 work shop 

제2대 윤순영 회장 취임 

경기도 여성정책 국장(이영성) 초청강연(140명 참석) 

“지금은 여성이 일어서야 할 때이다” 

제5기 안%때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여성지도자과정 입학, 수료(60 명) 

안양시 나무심기 운동참가(동안고 옆 식수) 

제2회 21C 여성 아카데미 제1강(230명 참석) 

제2회 21C 여성 아카데미 제2강(120명 참석) 

제2회 21C 여성 아카데미 제3강(loor영 ) 

제2회 21C 여성 아카데미 제4강(65명 참석) 

여성발전기금 지원금 결정 

@ 제3회 21C 여성 아카데미 (2 .205.000원) 

@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부모교실운영 (2 .290 .000원) 

@ 제1회 21C 여성 아카데미 

• 기간 ‘:2000. 9. 12 ∼ 10. 12( 매주 목요일 10:00 ∼ 13: 0이 

. 장소·동안여성회관 

• 참석대상‘안양시 거주 여성 

?.4-7 



L.ll-S 

• 강사 및 강의내용 도표 참조 

g_ 。-I 강사명 강의내용 

김상원(경기대교육대학원장) 청소년의 성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2 김상원(경기대교육대학원장) 청소년의 성 어떻게 이해해야하나? 

3 유인경(경향신문기자) 여성으로의 삶, 주부로서의 삶 

4 임혀1진( 마이클럽커뮤니티 리더) 인터넷을통한커뮤나티 

5 최윤희(신주부운동회장) 나도 벤처 주부가 될 수 있다 

6. 이계멤여성신문사장)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여성 

7. 장인성(경기대교수) 벤처기업과벤처주부 

8 이해주(방통대교수) 시민교육왜 필요한가? 

@ 지방자치 정책과 여성의 정치 참여 의식 확대에 따른 설문조사 

• 기간 2000. 9. 12 ∼ 1 1. 30 

• 참여인원;총 90 1 명 

• 보고회 개최 ;2000. ll. 30 오후 2시(안양시청 제2회의실) 

자료집 발간.별첨 

@ 제2회 21C 여성 아카데미 

• 기간 2001. 5. 23 ∼9 20 

• 장소· 안양시청 제2회의실 

• 참석대상 안양시 거주 학부모 

· 강사및 강의내용 

강의 날짜 강사명 

200 1.5 . 23 ( 수) 
김만곤 

(교육인적자원부장학사) 

2 2001.6.27 (수) 
심민철 

(교육인적자원부사무관) 

3 200 1.7 .ll ( 수) 
이승표 

(교육인적자원부연구사) 

4 200 1. 9 . 20 ( 목) 
정 민 

( 한양대 교수) 

@ 최윤재씨 돕기 일일잣집 

• 일시 : 2001. 3. 14 (수) 

• 장소 평촌 뉴코아 백화점 

• 성금 200만원 전달 

강의내용 

엄마들이 알아야 할 7차 교육과정 

200 1 년 대입제도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평가와 학부모의 역할 

우리 조상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비 고 

llO명 

llO명 

80명 

75명 

65명 

65명 

601경 

60명 

비 고 

230명 

100명 

ll O명 

60명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횡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여성정책의 범위 등】 @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l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 

책을말한다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침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등 요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뺨1] 관한 정책 

10. 7씨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 법 제3조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t~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 
적으로설립된단체 

2.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단체 
@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t~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 

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 
2. 개인 • 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 운영 
하는시설 

제 3조【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 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업을 위하여 여성의 침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 

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제 정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9호 
개 정 1998. 2. 28 대통령령 제15693호 (여성특별위원회규정) 

1999. 6. 30 대통령령 제1 6429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2001. l. 29 대통령령 제17116호 (여성부직제) 
200 1. 4. 21 대통령령 제1 7200호 

제 2 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제 4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제 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 도지 
사“라 한다)는 매년 l월말까지 행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엽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부장관은 이 시행계 

획안을 총괄 · 조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지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 
년 12월말까지 시 • 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 • 도지사에게‘ 중앙행 
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매년 l월말깨l 여성부장관에게 각 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 

정 1998. 2. 28‘ 2001. 1. 29) 
제 6조[협조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시는 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럽 • 시행을 위하여 당 
해 기판11 여성정책관련 협조 부서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한다 

제 7 조 내지 제16조 삭제(1998 . 2. 28) 

저117조 내지 제24조 삭제(2001. 1. 29) 

제25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 여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1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제26조【여성주간 행사】 @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 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 
단체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 
한행사 



제 3 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27조【여성위원참여 확대】 법 제15조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야한다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요청】 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에 관하여는 방송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도 

록 방송위원회 위원%빼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8. 2001. 1. 29. 2001. 4. 21) 

제 4 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기 타 수입금】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수입금”이라 합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제30조【기금의 관리 • 운용] @ 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 • 운용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1.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에의투자및융자 

@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2001. 4. 21) 

제32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라 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98. 2. 28. 1999. 6. 30‘ 

2001. 1. 29) 

1. 여성의 능력개발 

2.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냉 

3. 여성의자원활동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및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조사 · 연구및홍보 

5. 유공자포상및 격려 

6.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지원 

7. 기타 여성부장관이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여성부장관은 법 제31조제l항의 규정에 의하 

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 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제 5 장 여성단체지원등 

제34조【여성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 

는다음과같다 

1.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보조 

2. 여성권익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 

3. 여성단체의 활동목적에 맞는 국내외 행시에 필요한 시설 • 설비 

등의지원및행사비보조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에 관한 지원 및 보조 

제34조【여성관련시설의 지원】 여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1햄을 위뼈 여성을 대상 

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 

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조할수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3. 고충상담 

4.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 〔본조신설 2001. 4. 21 ]
제35조【여성자원활동샌터의 설치 ·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6벼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에 여성자원활통센터(이하 “센터”라한다)를설치 ‘ 운영한다 

@ 센터를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지역별 • 센터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센터운영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 
영계획을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 2. 28. 

2001. 1. 29) 
@ 삭제 ( 1998. 2. 28) 

제 6 장 보 칙 

제36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법령안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부장관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29) 〔전문개정 1998. 2. 28]

제37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 

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에 관한 업무중 당해 법인 또는 단체에 대 

한 경비교부 및 그 교부에 따은 당해 사업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01. 4. 21]

브 치 
I -, 

@ (시행일 ) 이 영은 1996년 7월 l일부터 시행한다 

@ (다른 법렁의 폐지 )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은이를폐지한다 

@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전에 종 

전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 

로 위촉받은 .A~는 이 영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 칙 (1998 . 2. 28 대령 제15693호〉 

제 1 조【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 칙(1999. 6. 30 대령 제16429호〉 

@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l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 칙(200 1. 1. 29 대령 제17116호〉 

저1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1 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200 1. 4. 21 대령 제172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쳐 및 운용조례 

제5편 환경복지 제2장 여성 

저1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 133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융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1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l.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기금운용수익금 

3기타기부금 

저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사용한다 
1.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호냉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 
3.여성의 복지증진과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보호 
4여성의 사회교육‘국내외연수교류증진사업 

5.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저14조[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의 그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 
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φ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관리하되, 적럽원금과수익금등으로구분하여 관리한다 
@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 
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 
양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l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총무국장‘재정경제국장‘복지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 

의회의원‘ 여성단체대표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l 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 
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L기금조성‘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사항 
2.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3.지원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안양시여성말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1997.3.26 조례 제1537호] 
개정 1999. 1. I 조레 제1610호 
1999. 6. I 조레 제1622호 
1999. 9. I 조레 제1645호 

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저18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한다. 

저1 9조【위원회의 회의 】 φ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 

의 l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 

연으로 시의 의결할 수 있다 

제 10조[회계 공무원] φ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업무담당과장 
3,지출원 업무담당주사 

@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저111 조【회계관리 】 기금운용을 위한회계관리는 안양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뼈|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수있다 

제 13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97. 3. 26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6. 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9. 1 조례 제1 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뺑 큐척안 

[ 1997. 3.26 규칙 제982호] 

저11 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조 

폐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힘L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12조【기금의 지원신청 】 조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여성 

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l호 서 

식에 의한 기금지원 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의 정관(단체에 한함) 

3. 단체의 구성현황및 활동실적(단체에 한함) 

4. 기타필요한증빙서 

저13조【기금지원 결정 】 @ 시장은제2조의 규정에 의한지원신청서가제 

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후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 목적에 적정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자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 내용 

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저14조【기금의 교부】 @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침부하여 시%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l항의 기금교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 

업 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수 있다 
저IS조【사업계획 변경등】 기금을 지원 받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금을 지원 받은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 

고자할때 

2. 기금을 지원 받은자가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 하고자 할 때 
저1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교부 받 

은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시%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힌다 

@ 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현금으로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저17조【지도감독】 @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지원사 

업자에 대한지도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수 있다 

@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l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 

환을명할수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익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 

될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 

을때 

저1 8조【정기회 】 φ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9월 

에개최한다 

@ 정기회에서는 매회계년도마다 디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하 

여야한다 

@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 @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 

확하게 하기위하여 다음각호의 장부를비치하고기록보존한다 

1. 여성발전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2. 여성발전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안양시재무회계 

규칙을준용한다 

저11 0조【걸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 
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후 2월이내에 시쟁l 

게 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1997. 3. 26. 규칙 제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여성탄체사」 편찬위원 

• 이 상 윤 (안양문화원장) 

• 변 원 신 (전, 안양시 새마을지회장) 

• 김 대 규 (안OJ:-문인협회 지부장) 

• 김 종 수 (전, 안양시지 편집장) 

• 이 승 언 (시흥시향토사료실) 

• 정 어 진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초대회장) 

• 황 영 희 (현,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장 선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김 경 선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박 복 자 (전 조산사회 안양지회 ;장 

• 김 영 자 (안OJ:-읍 새마을부녀회장) 

• 김 언 제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이사) 

• 이 인 자 (여성상담교육 수료자회 회장) 

• 이 정 자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이사) 

• 김 영 애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이사) 

• 윤 옥 규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감사 ) 

• 이 춘 자 (전‘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계 성 숙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선임부회장) 

• 박 정 례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 이 재 선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이사) 

·유 칠 남 (YWCA 회장) 

• 구 명 자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이사) 

• 홍 랑 식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이사) 

• 이 순 표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이사) 



「안양여성단체사」 편찬 추진 경과 

1999. 8 8월 월례회의시 “안양여성단체샤’ 제작 사업을 추진키로 함 

1999. 9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 

1999. 11 기금 지원 사업 승인(사업명/안양여성단체사 제작) 

1999. 12 준비위원회 개최, 

2000. 2. 10 제1차 소위원회의 개최, 편찬위원회 구성 

2000. 5. 2 제2차 소위원회의 개최, 편찬위원회 개최 논의 

2000. 5. 23 제3차 소위원회의 개최, 편찬위원회의 진행 준비 

2000. 5. 30 “안양여성사” 편찬위원회 개최 

-책자명칭/안양여성샤 사료기간, 전문위원 위촉 논의 

2000. 8. 22 제4차소위원회의 개최 

-연석회의 개최, 사진자료 수집. 사진전시회 등을 논의 

2000 ‘ 9. 4 제5차소위원회의 개최 

-수집사진 검토, 수집보완 방법, 단체 회의시 홍보 논의 

2000. 9. 19 “안양여성사” 제작에 따른 편창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연도별 분담결정(팀 구성), 자료수집 방안논의 

-각 단체장 별도 모임 개최 

「안앙여성단체사」 발간 준비 소위원회 「안앙여성단체사」 발간을 앞두고 중간 점검을 하고 있다 



2000. 11. 14 

2000. 11. 22 

2000. 12. 13 

2000. 12. 22 

2001. 2. 5 

2001. 3. 29 

2001. 5. 15 

2001. 5. 22 

2001. 6. 13 

2001. 7. 20 

2001. 7. 31 

2001. 9. 10 

2001. 10. 5 

2001. 10. 16 

제6차소위원회의 개최 

-단체별 자료수집 담당자 선정 

-단체별 대표자 회의 일정 선정 

-사진전시회 및 각 단체임원 간담회 개최 논의 

안양 여성단체사 단체별 대표자 회의 

--사진분류 작업, 사진판넬 제작 

안양여성단체사 7차 소위원회의 개최 

-목차, 부수, 기획 등 제반사항 논의 

안양여성단체사 사진전시회 및 송년회 

-단체별 사진자료 전시, 참석인원/120명 

제8차소위원회의 개최 

-사진을 겸한 발전사 제작건 

여성단체사 사료증거위원과 실무위원 연석회의 개최 

안양여성단체사 제9차 소위원회의 개최 

-편집 방향, 시기 등을 논의 

안양여성단체사 제10차 소위원회의 개최 

-단체별 자료수집 현황 점검 

여성발전사 제11차 소위원회의 개최 

-협의회 년도별 주요추진사업 정리 

-단체별 자료수집 보완 

안양여성단체사 편찬을 위한 역대 관계자 회의 

-면찬에 따른 자료 수집 보완 대책 

-향후편집 방향 

인쇄출판사 선정 논의, 경희기획으로 선정 

1차 원고 정리회의/기획샤 편집위원 참석 

안양여성단체사 원고 편집회의 

안양여성단체사 자료 보완을 위한 각 단체장 회의 

-단체별 미진한 자료수집 보완안 

2001. 11 . 2∼ 30 단체별 원고 수정 교정 

2001. 11. 9 2차 발전사 원고 교정 

2001. 12. 26 편집 검토 및 교정 

2001. 12. 27 “안양여성단체사’ 발간에 따른 중간 회의 

-미진한자료보완 

-원고교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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