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 간 사 ] 
 
                            빛고을의 횃불을 밝힌 

                              여성교육의 요람 90년 
 
                                            수피아여자고등학교 교장  김   홍   규 
 
 
  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는 누구나 역사가 깊고 전통이 있는 학교로 또는 광주와 인근 

전남·북 지역 여성 교육의 요람(搖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굴욕과 고난과 

탄압 속에서도 가시밭의 한 송이 백합화처럼 피어난, 그러면서도 감격과 보람 속에서 물처럼 

어붙이며 성장해온 수피아여학교의 역사와 정체(正體)를 보여줄 학교사(學校史)가 없었음이 

마냥 아쉬웠다. 그러던 중 이번에「수피아 9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기 그지없다. 
  1908년 4월 1일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배유지 목사(Dr. Eugene Bell)에 의해 광주 양림동산에 

세워진 수피아여학교는 이 고장 여성들을 위한 근대 중등교육의 효시(嚆矢)가 되었다. 여자들은 

집안에 갇혀서 살아야만 했고 배움이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신교육을 받음으로써 

무지(無知)에서 벗어나 사회와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眼目)이 높아졌고, 여성들도 사회와 

국가의 일에 참여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개화의 역군으로서 한 몫을 할 수 있는 서광(曙光)이 

비춰진 것이다. 당시 우리 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폐쇄적이며 봉건적 풍속에 젖어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일제의 탄압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福音)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보겠다는 활화산(活火山)처럼 솟아오르는 선교의 열망(熱望)을 안고 왔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극복해 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복음을 전해 주었고, 학교 

교육에서 의료활동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 다.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난 제니(JennieSpeer)에 

대한 슬픔을 사랑으로 승화(昇華)시킨 헌금 $5,000이 미국으로부터 전수(傳受)되어, 전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3층교사(校舍) 수피아홀(SpeerHall)이 완성되었고, 이를 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교명을 “ 수피아여학교” 로 정하게 된 내력(來歷)을 보아도 기독교의 이웃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 다. 또한 동정녀(童貞女)의 몸으로 광주에 와서 일평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과 

마음과 가진 것 모두를 베풀어서 수많은 제자들의 가슴에 감동을 준 수피아의 어머니 

유화례(FlorenceE.Root) 교장의 헌신적인 사랑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교사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교육받은 수피아의 딸들은 배움의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새로운 삶의 의욕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어 민족이 당하는 수난(受難)을 함께 겪으면서 

애국의 사람으로, 계몽(啓蒙)의 선봉자로, 이웃을 위한 봉사자로 교회와 사회와 교육계에서 빛의 

사명을 다하 던 것이다. 특히 수피아 동문들의 모교사랑은 돈독(敦篤)하여 8·15 광복 후 폐교 

당했던 학교를 복교하는데 앞장섰고, 동문들의 모금으로 유화례 교장 기념 도서관을 비롯하여 



수피아대강당과 3·1 만세 운동 기념 조형물의 건립(建立) 등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했고, 

후배들에게는 면학(勉學)의 열의와 학교에 대한 긍지(矜持)를 갖도록 함으로써 좋은 귀감(龜鑑)이 

되고 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6·25 전쟁과 몇 차례의 정변(政變)으로 교육정책도 변화가 

있었지만 본교는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정직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인간존중의 인성지도와 지력(智力)을 통한 지도자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력 

제고(學力提高)에 역주(力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심혈을 쏟아 주신 전□현직 교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현재 2,550명 중□고 재학생들이 오늘도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들이 되기 위하여 학업에 매진(邁進)하고 있다. 
  역사에서 배울 것이 없는 민족은 불행하다고 했는데 파란(波蘭) 많은 역사의 

시련(試鍊)속에서도 빛을 남긴 수피아 90년의 발자취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세기(世紀)를 

향해서 도약(跳躍)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과학화, 정보화 사회가 될 것이다. 국경과 이념, 민족을 초월한 글로벌이즘은 

필연적으로 치열한 국제 경쟁을 초래할 것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에 기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교육의 내용과 지도방법이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하며, 특히 도덕적, 

정서적 성숙을 도와주는 인간교육에도 변화가 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교육이 새로워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과 이웃사랑의 기초 위에서 교육 선진화의 

선도적(先導的) 역할이라는 수피아의 건학이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90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앞으로 100주년 아니 1,000년을 바라보는 수피아인들의 사명이라고 본다. 
  “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수피아 90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수피아의 앞날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욱 빛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 
  그 동안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한 이정근 교장님과 중□고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수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시고 직접 집필도 하시고 편집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쏟으신 

한덕선 전임 교장님과 구창환 교수님, 문 순 전임 교장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998년 9월 가을 교정에서 
     [ 축 사 ] 
 

        개교 90주년을 축하하며 
 
 
                                               안    로  (호남기독학원 이사장) 
 
 



  『수피아 90년사』편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실 구십년의 세월속에 수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하나님의 광을 드러내온 수피아는 신앙의 

산실입니다. 세월의 인고 속에서도 미래를 향하여 부단히 달려간 수피아는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일제의 강점아래서, 민족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꿋꿋이 복음을 지켜온 수피아는 

순결함 그 자체입니다. 민족의 역사적 여명을 깨워온 수피아는 바로 우리 삶의 역사요 

숨결입니다.  
아 ! 그 이름 수피아 ! 그대 있기에 사회가 밝고 그 이름 있기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흰백의 90을 지내온 그대는 우리 한 민족의 역사에 원히 기억될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격동기마다 제자리를 잘 지켜온 수피아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내일의 발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피아의 개교 90주년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입니다.  
 
  이처럼 역사에 수 놓아진 수피아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90년사』로 발간하게 된 것을 거듭 

축하합니다. 나아가 『수피아90년사』를 통해 수피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귀중한 의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수피아는 민족의 지성을 길러온 요람입니다. 수피아인들은 사회의 곳곳에서 복음과 

사랑과 희생의 금자탑을 쌓아올린 기수들입니다. 수피아인들은 수 많은 목사부인들과 전도인들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 고,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민족과 광주와 여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금자탑입니다. 오늘이 있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자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실증인 것입니다.  
  둘째로 수피아는 미국 남장로교의 학원선교를 통하여 이루어진 선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열매가 있기까지에는 미국 남장로교회와 여전도회와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열정의 

기틀이 되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피아인들도 이제 성숙한 기독공동체로서 미래를 향한 교육선교에 대한 선교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기초로 한 기독학교로서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이 시대에 교육선교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원선교는 민족근대화 과정에서 지대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민족의 문맹퇴치와 한글보급운동과 

여성지위 향상 등을 위해 헌신하 고 민주화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정신적인 주체가 

되어왔습니다. 학원선교의 핵심에서 살아가는 수피아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셋째로 수피아의 역사적인 정립입니다. 선배들의 자취가 물씬 풍기는 위대한 업적을 통해 

후배들은 미래의 자아상을 키워 나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구전과 또 일부 단편적인 역사적 

사료들이 전해지고 있었지만 이처럼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료가 정리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역사적 작업을 통해 수피아의 얼이 전승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성지도자를 전문적으로 배출해온『수피아의 90년사』는 우리나라 여성사의 중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학교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참된 지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역사적 정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호남기독학원 산하에 있는 모든 기독학교가 그렇듯이 신앙과 실천의 조화 속에 올바른 

학문과 진리탐구가 계속되어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당부합니다. 

지금까지『수피아90년사』편찬을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모든 교직원들과,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과 협력으로 오늘의 수피아가 있게 한 동문들과, 재학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 광주 서남교회 담임 목사) 
 
 
 
 
 
 
 
  [축 사]] 
 
                      모교 발전의 밑거름 
                                                      동창회장  황 풍 자 
 
 
  수피아 90년사 발간을 축하합니다. 
  역사란 낱낱이 바라보면 산만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모로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변모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수피아의 역사 또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걸어온 발자취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와 법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의 주체적 역사관을 가지고 운  경 해온 결과라 할 것입니다. 
  3□1운동, 광주 학생 독립 운동, 조국 광복, 6□25, 4□19, 5□16, 5□18 등 역사의 획을 긋는 

굵직한 사건들을 열거하다보면 학교 역사 또한 그대로 많은 어려운 고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처해온 보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역사와 전통을 갖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가호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창회에서도 모교를 위해 열심히 협력하려고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이 너무 미약했음도 자인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모교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성원을 다 할 것입니다. 외람된 사족이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됩니다. 좋은 투자는 교육발전에 아주 큰 몫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란 

경제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정신적인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에서는 IMF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면의 투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역대 숙원사업이던 수피아 9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으니 정말 역사에 빛날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료 정리라는 면에서도 큰 의의를 갖지만 수피아인 모두의 자긍심 

발로야 말로 모교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90년사 편찬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거명하기 어렵지만 특히 

수피아중□고등학교의 양 교장 선생님을 비롯 개인적인 모든 것을 접어두고 불철주야 90년사에 

매달려 일하신 한 덕선, 문 순 전 교장선생님과 집필에 전력투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 창환 

박사님께 어떤 감사와 위로 말씀을 드려야할지 할말이 막힙니다. 오직 고개 숙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 외 90년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한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 1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