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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편  복교와 재건기 (1945～1956)

                     제 1 장  8․15 해방과 새교육 제도

   1. 해방과 정부수립

  일본의 군국주의와 쇼체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연합군에 의하여 패망하고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조선은 해방을 맞이한다. 그러나 해방의 환희와 자유는 자주독립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정치․사회 인 많은 혼란과 분열의 과정을 겪게 된다. 미․ ․  등 연합국은 카이

로회담(1943. 11. 12)과 포츠담회담(1945. 7. 17)을 통하여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 으나, 얄

타회담(1945. 2. 11)을 통해 일본에 한 소련의 참 이 이루어지고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

이 멸에 이르자 조선 문제는 혼란에 빠진다. 

  먼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8. 24)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9. 6)함으로써 38선이 생겼는데, 

이 분계선은 일본군의 항복을 받고 얄타회담에서 약한 조선의 신탁통치로 들어가기 한 일시

인 것이었으나 결국은 남북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경계가 되었다. 제2차 세계 의 후처리를 

해서 모인 모스크바 3상회의(1945. 12. 28)에서 한반도의 신탁통치가 재확인되자 우리 나라는 

우 의 반탁운동과 좌 의 찬탁으로 국론이 분열되어 혼란에 빠졌다. 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동

원회도 결렬되고 남북은 분단국면으로 들어갔다.

  북쪽은 소련의 비호 하에 북조선 노동당(1946. 8. 28)과 임시인민 원회가 조직(1946. 2. 9)되어 

통치체제가 강화되었으나, 남쪽은 미군사령  하지(John R. Hodge) 장군이 리하는 미군정이 실

시(1945. 9. 11)됨으로써 여운형(呂運亨)이 주도한 건 (建準委)와 인민 원회를 해체하고 박헌

(朴憲永)의 남노당(南勞党)을 불법화하며 김 구(金 九), 김규식(金奎植), 조소앙, 신익희 등 상

해임시정부 요인들의 정통성을 인정치 않는 신 친일보수세력이 다시 주도권을 이루었다. 북한

이 비록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는 좌익사회를 수립하 으나 친일 를 숙청하 음에 

비하여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사회를 추구한 남한이 친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역사  오

류 다. 

  한편 미소공동 회가 결렬되자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을 포기하고 한반도 문제는 신탁통

치를 거치지 않고 유엔총회에 상정되었고 인도의 메논이 표인 유엔 원단으로 내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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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유엔 원단의 입국을 거 하자 유엔은 그 총회에서 한국 원단 단장 인도 표 메논이 제

의한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가결했고(1948. 2. 26) 이에 따라 38도선 이남에서만의 선거가 실

시되었다.(1945. 5. 10) 선거 후에 구성된 국회에서 헌법이 제정되고(1948. 7. 17) 정부수립이 선포됨으

로써(1948. 8. 15) 이승만을 통령으로 하는 분단국가로서의 한민국이 성립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1946년 에 이미 김일성을 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인민 원회를 성립시킨 38도

선 이북에서는 토지개 을 실시하고(1946. 3. 5) 북조선노동당을 따로 결성하고(1946. 8. 28) 다시 정식

으로 북조선 인민 원회를 성립시켰다.(1947. 2. 22) 그 후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헌법을 채택하여

(1948. 4. 29) 역시 분단국가 수립을 비하다가 마침내 최고인민회의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1948. 8. 2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1948. 9. 9)”1)

  이리하여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완 한 자주독립 국가건설을 희구했던 한반도는 미․소

를 배경으로 하는 이념의 갈등과 결 속에서 남북이 분단되어 반세기를 지낸 것이다.

  아무튼 일제 군국주의와 쇼체제 에서 압박과 수탈만을 당하던 조선민족이 해방되고 3년에 

걸친 미군정을 겪었으나 드디어 독립국가를 수립한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나라의 

강령이 될 헌법(1948)의 ‘ 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통에 빛나는 우리들 한 국민은 기미년 3․1운동으로 한민국을 건립하여 세

계에 선포한 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

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모든 사회  폐습을 타 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 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 과 자유와 행복을 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正當)  자유로이 선거된 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헌법 제 5조에 “ 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

유평등과 창의를 존 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 고, 제 2장에「국민의 권리의무」조항을 두어 국민의 법  평등권(8조), 신체의 

자유권(9조), 거주․이 의 자유(10조), 통신의 자유(11조), 신앙과 양심의 자유(12조), 언론․출

․집회․결사의 자유(13조), 학문과 술의 자유(14조), 재산권의 보장(15조), 교육의 자유(16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17조), 근로자의 단결․단체교섭․단체 행동의 자유(18조), 사회보장제(19조), 

혼인의 남녀평등(20조), 국민의 청원권(21조), 법률에 의한 재 권(22조), 소 지와 일사부재리



- 4 -

(23조), 피고인의 공개 재 권(24조), 공무원선거와 피선거권(25조), 공무원의 책임(26조), 기타 국

민의 자유와 권리(28조), 납세의 의무(29조), 국토방 의 의무(30조)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모두

가 민주주의 인 국민권리의 보장이라 하겠다. 특히 16조 교육에 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어도 등교육은 의무 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 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2. 새 교육제도의 실시

  8․15 해방을 맞이하여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은 물러갔으나 우리에게 통일된 독립국가가 주어

지는 신 한반도의 남북분단과 3년에 걸친 미군정이 실시되었다. 그해 9월 8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그 다음 날 앙청에서 조선총독부로부터 항복을 받고, 9월 10일 미군사령  하지 장군

의 임명으로 A. B. Arnold가 군정장 이 되어 미 군정청을 조직한다. 

  군정이란 민정에 립되는 개념으로서 군인이라는 특수 신분의 인사나 집단이 정치권력을 행

사하는 체제를 말하는데, 이때 미군정의 성격은 ‘군정 법령을 통하여 일본의 군국주의 , 신민지

 사상과 형태를 불식시키고 해방된 한국을 민주화시키려는 미군에 의한 직  통치’ 다고 하

지만, 그보다도 오히려 령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 연합군사령 의 포고문은 한국 민

족에게 해방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포고와 명령을 지켜야 하며, 일본인과 미 상륙군에 

한 반란행 와 재산과 각종 시설의 괴행 는 처벌한다는 경고로 되어 있다.

  따라서 미 군정 당국자는 지배자이지 지도자가 아니요 더욱이 우리의 표자는 아니었다. 여

기에 미군정 당국자에 의하여 친일 의 제거가 아니라 친일 의 온존이 가능했던 것이고, 이러

한 반역사  시류는 한민국 수립 이후까지 이어짐으로써 민족사의 발 에 씻을 수 없는 오류

를 범하게 되었다.2)

  그건 그 고, 미군정 아래서 교육부문은 처음에 공보부문의 일부로서 육군  E. L. Lockard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다행히 록카드 는 교육지도자 오천석(吳天錫)의 자문을 받아 

총독부의 학무국을 수하고 자문기구로서 한국 교육 원회를 조직하 는데, 이는 10개 분과 10

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원회의 공식 성격은 자문 원회 으나 실질 으로는 교육의 모든 부문

에 걸쳐 모든 문제를 심의 결정하 고 인사문제까지 다루었다. 학무국이 문교부로 승격 개편되

고  문교부장에 유억겸(兪 兼)이 취임하 으나 1947년 11월에 별세하여 오천석이 후임 부

장이 되었다. 지방조직도 개편되어 학무국이 되었다.  

  이에 앞서 1945년 9월 22일 군정청 학무국은 당면한 교육방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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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일반지침

 (1) 교육제도와 법규는 후 실시해 나갈 교육정신에 되지 않는 한 당분간 실 로 하되,  

   일본주의  색채에 한 일체의 사항을 말살함

 (2) 평화와 질서를 당면의 교육목표로 함

  ㅇ 교육상 유의할 

 (1) 평화와 질서의 유지만이 조선의 장래를 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투쟁과 혼란은 국가백년  

   의 계를 그르친다는 것을 교육의 면을 통하여 철 하게 함

 (2) 공론에 의하여 정당한 민의를 발양하고, 정치  책임을 공거(公據)함으로써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공민  자질을 극 으로 연성하며, 정치  우매가 폭력을 유발하고 폭력이 하면  

   민의를 질식  한다는 것을 자각시킬 것

 (3) 이기  념을 일소하여 공(奉公)정신에 철  하고 특히 공덕(公德)과 공법(公法)을   

    수하는 정신을 습화하게 할 것

 (4) 소심익익( 心翼翼)하여 지의 순(遲疑浚巡)하는 피압박  념을 일소하고, 명랑 활달한   

   국민  도를 소지하고 극 진취하여 자유자각의 정신을 함양할 것

 (5)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와 문화가 한 채를 발휘하 던 것을 회상하여 세계에 공헌할   

   신문화 창조의 의욕을 왕성  함과 동시에 근세의 사 사상과 담쟁이 민족자결의 기능을 상  

   실  하 음을 확인하여 철을 밟지 않을 각오를 새롭게 할 것

 (6) 교육을 실천 으로 하여 공리공론에 떨어지지 말도록 하고, 생활의 실제에 합한 지식, 기  

   능을 반복 연습  하여 응용자재(自在)  하고 근로를 애호하고 흥업치산( 業治産)의 지조를  

   굳게 할 것

 (7) 능을 시하여 순양온화( 良溫和)한 품성을 도야할 것

 (8) 체육을 극 으로 장려하여 강건한 기우(氣宇)를 함양할 것

  이러한 군정 당국의 교육정책을 분석해 보면 크게 3가지를 강조하고 있으니, 첫째는 일제 잔

재의 불식이요, 둘째는 평화와 질서의 유지이며, 셋째는 실제생활에 합한 지식 기능의 연마인 

것이다.

  한 군정청 학무국은 시 한 각  학교를 재개하기 하여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여야 했

다. 일본 교직원의 철수를 앞두고 학교를 수해야 하고, 한국어에 한 소양이 부족한 교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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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해야 했으며, 각  학교의 교과과정을 짜야 했고, 그에 소요되는 교과서를 편찬해야 했다.

  그리하여 군정당국은 9월 24일부터 모든 공립 등학교가 재개할 것을 지시했고, 10월 1일부터 

등학교 이상의 ․공립학교가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 동시에 사립학교는 당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며 교수용어는 한국어를 쓰도록 했다. 학무국에서는 서둘러서 조선어학회의 조

로「한  첫걸음」을 비롯하여「 등국어」와「 등국어」를 편찬 발간하여 우리 말과 의 교

육에 임했다.

  그리고 등학교 교사강습회, 등학교 교사강습회 등을 열어 새 시 의 민주주의 교육이념과 

신교수법에 한 교원 재교육을 실시하 는데, 군정 3년 동안에 약 3만 명이 수강하 다.

  한 부족한 교사 양성을 하여 사범학교에 강습과 혹은 등교사 양성과를 설치하 고 각 

도에 사범학교를 증설하 다. 등교사 양성을 해 경성사범 학과 구사범 학, 공주사범 학

을 승격 개설하 다.

  학무국은 이어서 문맹퇴치를 하여 국 으로 국문강습회 운동을 벌 다. 군정 3년 동안에 

250만 명의 문맹자가 퇴치되어 해방 당시 790만 명의 문맹자(77%)에 비하여 군정 말에는 540만

(42%)으로 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한가지 학무당국이 보 에 힘쓴 것은 공민학교의 설치

다. 이것은 주로 학령을 과한 아동을 단기간 수용하여 간이 기 교육을 실시하기 한 기 으

로서, 1947년 8월말로 학교 수 15,506개, 교사 수 20,507명, 생도 수가 849,008명으로 보도되었

다.3) 

  와 같이 당면 문제를 추진하면서 학무국은 1945년 11월 23일 교육계와 학계의 권 자 100여

명을 청하여 ‘조선교육 심의회’를 구성하고, 10개의 분과를 두어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행정, 

등교육, 등교육, 직업교육, 사범교육, 고등교육, 교과서 편찬, 의학교육 등에 한 교육문제를 

심의․결정했다.4) 특히 교육이념과 교육제도의 심의는 가장 요했다. 그리하여 교육이념으로서 

‘홍익인간’(弘益人間)이 채택되었는데, 제1분과 원장 안재홍(安在鴻)이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홍익인간의 건국 이상에 기(基)하여 인격이 완 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

함을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함

  의 이념을 철하기 하여 아래의 교육방침을 수립함.

 (1) 민족  독립자존의 기풍과 국제우호, 조의 정신이 구 (俱全)한 국민의 품성을 도야함

 (2) 실천궁행과 근로 노작(勞作)의 정신을 강조하고, 충실한 책임감과 상호애조의 공덕심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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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함

 (3) 고유문화를 순화 앙양하고 과학기술의 독창  창의로써 인류문화에 공헌을 기함

 (4) 국민체 의 방향을 도모하며, 견인 불발(不拔)의 기백을 함양  함 

 (5) 숭고한 술의 감상, 창작성을 고조하여 순후 원만한 인격을 양성함

  다음으로 교육심의회에서 제정한 교육제도는 종래의 2원제에서 1원제를 채택하 다. 각  학

교의 연한을 보면 국민학교 6년간, 학교 3년간, 고등 학교 6년간( 기 3년은 등과, 후기 3

년은 고등과), 실업고등 학교 6년간, 사범학교 3년간, 학 4년간, 의과 학 6년간( 기 2년은 

과) 그리고 의과 학을 제외한 일반 학에 1년 이상의 학원 과정을 둔다.

  그리고 재래의 3학기제를 폐지하고 1년을 2학기를 나 고 1학기를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2

학기를 3월부터 8월까지로 정하 으며, 새 제도는 1946년 9월부터 실시키로 하 다. 

  해방후 하게 발 한 것은 등교육으로서, 1군 1교 설치안을 계획하여 실시했는데, 8․15 

해방 당시 학교가 97개교 음에 비하여 1947년 9월에는 등학교의 수가 406개교로 증가했다. 

사립학교의 설치를 권장하고 자유로운 사학정책을 쓴 것도 학교증가를 가져왔던 것이다.

  미군정 하에 있어서 교육계의 가장 큰 동은 ‘국 안’(國大案)이었는데, 이는 국립 서울 학교 

창설안을 뜻한다. 고등교육 기 이 서로 복되고 개별 으로 존재한 여러 학을 거 한 하나

의 종합 학으로 통폐합하려는 계획으로서, 1946년 8월에 ‘국 안’이 발표되자 이를 반 하는 투

쟁이 해당 학은 물론 모든 교육계에까지 번져서 ‘국 안’ 찬반 시비가 1년간이나 계속되었다. 

각자 독립된 학을 통폐합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자치권이 박탈되고 행정 료화된다는 비 이 

비등하고 여기에 좌익이 반 운동을 개하 다. 그러나 결국 국립서울 학교는 발족하여 이 나

라 고등교육을 선도하게 된다.

  한편 1948년 8월 15일 한민국이 수립되자 우리의 건국 이념에 부합한 교육법의 제정이 요청

되어, 그해 12월 31일 법률 86호로 교육법이 공포되었다. 모두 11장 173조(뒤에 177조로 개정)로 

구성된 방 한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교육이념, 목 , 행정체제, 교육기 의 종류와 계통, 각  

학교의 교육목  등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동법은 제1조에서 한국의 교육이념을 이 게 규정한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  생활능력과 공민으

로서의 자질을 구유  하여 민주국가 발 에 사하여 인류 공 의 이상 실 에 기여하게 함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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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에는 의 목 을 달성하기 한 교육방침을 밝히고 있다.

 (1) 신체의 건 한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견인 불발의 기백을 가  

   지게 한다.

 (2) 애국애족의 정신을 길러 국가 자주독립을 유지․발 하게 하고, 나아가 인류평화 건설에 기  

   여하게 한다.

 (3) 민족의 고유문화를 계승 앙양하여 세계문화의 창조․발 에 공헌하게 한다.

 (4) 진리 탐구의 정신과 과학  사고력을 배양하여 창의  활동과 합리  생활을 하게 한다. 

 (5) 자유를 사랑하고 책임을 존 하며, 신의와 동과 애경(愛敬)의 정신으로 조화있는 사회생  

   활을 하게 한다.

 (6) 심미  정서를 함양하여 숭고한 술을 감상 창작하고, 자연의 미를 즐기며 여유의 시간을  

   유효히 사용하여 화해(和諧) 명랑한 생활을 하게 한다.

 (7) 근검 노작하고 무실역작(務實力作)하며, 유능한 생산자요 명한 소비자가 되어 건실한 경  

   제생활을 하게 한다.

  그리고 제 5조에는 교육이 어떠한 정치 , 당  혹은 개인  편견을 선 하는 수단으로 쓰

여지지 않을 것을 규정하며, 공비(公費)에 의하여 경 되는 학교에서는 어떠한 특정의 종교를 

한 교육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 다.

  나아가 8조는, 모든 국민은 6년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국가와 지방 공공

단체는 이를 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 경 하여야 하고, 학령아동의 친권자 는 후견인은 그

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9조에서는 이 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따라 수학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하여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

는 좌의 방책을 실행해야 한다.

 (1) 학교를 지역  는 종별 으로 공평하게 배치한다.

 (2)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학자가 곤난한 자를 하여 장학 제도, 학비보조제도를 실시한다.

 (3) 직업을 가진 자의 수업을 하여 야간제, 계 제, 시간제 기타 특수한 교육방법을 강구한다.”    

  

  교육법은 한 교육자치제의 실시를 하여 시․도에 교육 원회를 두고, 군에 교육구를 설치

하도록 하 다.(처음실시는 1952. 6. 4).

  그리고 각  학교를 국민학교 6년, 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사범학교 3년, 학 4년(의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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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 근간으로 하는 일원  교육체계를 세웠다. 여기에 학령 과자를 한 공민학교 3년, 고

등공민학교 1년내지 3년제와, 기술학교 3년, 고등기술학교 1년 내지 3년이라는 방계 교육기 을 

두었다. 그 에서 학교와 고등학교의 통합문제가 나왔으나 1951년 3월에 개정하여 학교 3

년, 고등학교 3년으로 분리하도록 하 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행 학 제

    

연령 학년

 26

     학  원

 21

 25  20

 24  19

 23  18

 2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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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범

 학 교

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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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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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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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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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학        교

    공 민 학 교

  6

 10   5

  9   4

  8   3

  7   2

  6   1

  5
유         치          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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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수피아의 복교

   1. 수피아의 복교와 동문들 

  해방 후 혼란한 틈바구니 속에서도 교문을 닫았던 수피아를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이 수피아 

동문들을 심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수피아를 설립․운 하다가 일제 말엽에 귀국한 남장로회 

선교사들은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때 다.

  1937년 피 물로써 교문을 닫고 정처 없이 뿔뿔이 흩어졌던 수피아 식구들이 다시 모여들어 

감격의 재회를 하게 되었다.

  수피아 출신들을 심으로 1945년 9월 14일에 주 YWCA를 재건하고 이어서 9월 15일에 수

피아동창회가 동제일교회에 모여 ‘우리의 손으로 모교를 재건하자’는 목표 아래 수피아여학교 

복교를 결의하게 되었다. 복교자 으로는 5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산하고 기 을 모으기

로 결정했다. 당시  한 가마 값이 5원이었으니 실로  일만 가마 값은 거 이었다.

  동창회장 조아라 여사를 비롯하여 이옥술, 노육례, 이인성, 박처녀, 양명순, 조은례, 김나열 등 

많은 동창생들은 모교 복교의 일념으로 침식을 잃고 동분서주하 다. 

  기  모  방법으로 음악회를 열기로 하고 합창단을 조직하여 주에서 두 번, 목포에서 한 

번 공연하 는데, 독창에는 오경심 동문이 맡아 큰 인기를 끌었다. 오경심은 수피아 13회 졸업생

으로서 일본에 건 가 성악공부를 하 는데, 당시에 이름난 성악가로서 활동을 많이 하 다.

   여수의 고무공장에서 고무신을 받아다가 행상하기도 하 는데 많은 동창생들은 등에 어린

아이까지 업고 돌아다니기도 하 다.

  이 물겨운 노력의 결과 미군정 당국에서 수피아 재건에 20,000원을 찬조해 주었다. 그때 마

침 김필례 선생의 부군인 최 욱 박사가 군정 시  남도지사로 부임하여 있어서 여러 가지 도

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도 부족한 자 을 마련하기 해 빨래비 와 실타래, 수건 등을 들고 

행상을 계속하여 드디어 정했던 50,000원이 모아졌다. 1945년 12월 5일, 양림교회당에서 수피

아여학교 복교 개학식이 감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때의 어려웠던 이야기를 동창회장 조아라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 다.5) 

  “ 주 YWCA의 재건 후 이번에는 수피아의 재건 문제가 내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 1937년 9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불복, 자진 폐교한 나의 모교 수피아를 부활시키자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폐교 당시 동창회장으로 참배 반  세력에 가담했던 내가 주에 사는 동창과 동문을 찾아 9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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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집장을 내어 우선 동창 모임을 가졌다.

  거기에서 나는 다시 동창회장 책임을 맡고 그 자리에서 모교 재건 문제를 제의하자 물로 찬성

하면서 이 일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직  모 을 결의하고 작정 을 합계하니 1만원이 과

되었다.

  다시 모 방법을 의논한 결과 우리들의 재학시  음악실력을 발휘하여 음악회를 주, 목포, 순천

에서 개최키로 하 다. 독창은 당시 순천에 살던 13회 동창 오경심이 맡고  합창단을 조직하여 찬

조 공연을 하기로 하 다. 그 음악회의 소식을 듣고 수피아 재건에 한 시민의 많은 조가 있어, 

음악회를 통해 2만원 가까운 수익을 보았다.  이 소식을 들은 남 도청 재무부에서 2만원을 지원

해 주어 5만여 원의 기 이 손에 잡혔다.

  모교(복교) 제 1  교장은 김필례 선생님을 모시고 학병출신의 졸자  몇 분을 교사로 선정하

고 학생 모집에 들어갔다. 공고 후 60명을 합격시켰는데 옛 수피아 교사가 미군 숙소로 사용되고 있

어, 우선 숭일학교 교실 3칸을 빌어 1945년 12월 5일 기장 양림교회당에서 물어린 복교식을 거행

하 다.  

  …… 그러는  1946년 10월 모교에서 정식 교사로 임명받고 학교 가까운 지역에 방 한 칸을 빌

어 살게 되었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동창들과 학교 운 비 충당을 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만 했다. 그때 우

리가 했던 일들은 여수에 있는 고무신 공장에 가서 고무신을 떼어다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다든

지, 일신방직(당시 방)의 김형남 장로님께서 아주 헐값에  수건을 다든지 하는 주로 생필품을 

직  돌아다니면서 는 일이었다. 그런 노력을 하여 학교 재정을 도왔다.”

  그때 조아라 여사는 재건된 주 YWCA 총무이면서 그밖에 애국부인회 운동을 하고 있었는

데 자 마련을 하여 연극공연도 하 다. 유치진 작「안 근 의사」에서 안 근 역을 맡아서 

열연하기도 했고, 1947년 여름에는 사극「이  열사」를 공연하기도 했다. 

  이보다 조  앞서서 1945년 10월에 학생모집 시험이 있었는데 취학시기를 놓쳐버린 많은 처녀

들이 응시했다. 일제의 압박 속에서 배움에 굶주리던 은이들이 해방의 감격과 분수처럼 터지

는 지식욕을 안고 모여든 것이다. 

  이제는 내 나라를 찾았고 내 민족을 우리 손으로 마음놓고 가르칠 수가 있게 되었지만 학교는 

미군이 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없는 수공권으로 교직원을 빙하고, 임시교

실과 교구를 마련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모든 것들은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과 같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특히 재정과 교실이 문제 다. 재단도 구성하지 못한 채  외부의 원조도 없이 시작

한 학교의 재정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동창회원들은 모교의 재건과 유지를 하여 자기의 사생

활을 희생시켜 가면서 발벗고 나서서 연극, 합창 등으로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모  활동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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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 다. 심신을 바칠 뿐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도 내놓았다. 어떤 동창생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재 틀을 내놓았고 그것을 천으로 하여 바느질도 하고 옷감 장사도 해서 거기

서 나오는 이득을 모교의 운 기 으로 바쳤다.

  이 무렵 백 흠 목사의 작사와 홍천표 선생의 작곡으로 복교기념의 노래가 만들어져서 학생들

은 마음을 합해 소리 높여 불 다.

                      복교기념의 노래                  백 흠 작사, 홍천표 작곡

     1. 삼천리 무궁화 화려한 강산에, 우리의 배움집  다시 열렸네

          수피아 수피아 수피아 우리 수피아, 우리의 배움집 수피아 우리 수피아

     2. 한 많은 우리들 손잡고 모여서, 하나님 뫼시려 제단을 쌓았네

     3. 이 겨  이 강산 한 살림을, 우리가 차리자 깨끗한 맘으로

  한 은 기상을 노래하는 수피아 행진곡도 있었다.

                           수피아 행진곡                       홍천표 작사 작곡

    1. 푸르른 하늘  란 동산에, 자유를 꿈꾸는 비둘기 나래처럼,

      넓다란 마당을 가로 안고서, 고요히 앉은 평화의 동산 우리집 수피아.

    2. 반만년 역사를 가슴에 얹고, 즐거움 괴로움 한데 뭉치어 놓고, 

      앞날의 희망을 속삭이려는, 사랑의 동산 자유의 천지 우리집 수피아.

    3. 무궁화 동산에 해는 비치어, 시원한 바람은 고운 노래 부르고,

      아직도 새싹이 엄돋아나는, 희망의 나라 진리의 나라 우리집 수피아.

    4. 어두운 밤이다 촛불을 들라, 거치른 들 에 호미를 쥐어잡고, 

      춤추며 나가자 선녀들 같이, 샛별의 등  세기의 태양 수피아 딸들아.

    5. 한거름 두거름 발을 맞추워, 나가는 네 모양 아름답기도 해라, 

      가벼운 미소를 띄운 네 얼굴, 꽃 궐 차린 웃음의 나라 공주와도 같이.

    6. 나가자 나가자 삼천리 강산, 앞으로 앞으로 씩씩한 걸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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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거룩한 나라 기쁨의 동산 이룩할 때까지.

    7. 이호 불나불 이호이, 이호 불나불 배빌라 불라 불라, 

      이호 불나불 이호오이, 배빌라 불라 배빌라 불라 배빌라 불라블.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가 1908년에 설립하여 1937년 9월 일제의 압제에서도 꾸 히 불신자에게 

복음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교육해 왔던 수피아는 자진 폐교 후 8년만에 일제의 패망과 우리 

나라의 해방으로 복교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모두 동창생들의 공로 다. 복교에 주도 으로 일한 

몇몇 동창생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조아라(曺亞羅)

  소심당(素心 ) 조아라 여사는 한마디로 수피아의 어머니요 이 고장 주의 어머니다.

  1912년 남 나주군 반남면 안리에서 조형률 장로와 김서은의 6남매  차녀로 출생하 다. 

수피아 고등과를 12회(1931)로 졸업하고 이일학교 교사를 역임하다가 주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수피아 백청단사건을 일으켜 주모자로 연행되어 옥고를 치르고 교사직을 강제 사임 당했다. 

1935년 이택규와 결혼하고 보성읍교회의 사립학교에서 부부교사로 근무하던 , 때마침 신사참배 

거부로 수피아가 폐교되고 김필례 선생과 함께 검거되어 1개월간 옥고를 치 다. 1945년 해방이 

되자 YWCA재건에 참여하고 상무이사로 직하다가 수피아 동창회장에 피선되고 여러 동창들

과 힘을 모아 12월 5일 수피아여 ․고의 재건을 이루었다. 

  그후 YWCA 총무 26년간 시무, YWCA의 교육사업인 호남여숙을 설립하여 숙장에 취임하여 

20여 년간 불우 여성에게 면학의 길을 열어 주고,  YWCA의 사회사업으로 성빈여사를 설립하

여 이사장에 취임하고 37년간 무의탁 소녀 1,000여명을 돌보았으며, YWCA 윤락여성 선도사업

으로 주계명여사를 설립하여 이사장에 취임, 불우 여성들의 직업보도에 공헌하 다.

  1973년 YWCA 회장을 역임하여 10여 년간 일하시다가 재는 명 회장이다. 1980년 5․18 

주 민주화운동시 수습 책 원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하 다. 1992년 

9월 1일～9월 6일까지 평양에서 열린「제3차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 남한 표

단 30명 에 이 지역 표로 선임되어 다녀왔다. 

  조아라 회장은 수피아에 쏟은 정성이 정말 물겹다.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화례기념도서  

건립을 추진하 는데 많은 동창생들의 노력과 력으로 10여 년만에 이루어냈다. 여기에 도서

이름을「유화례기념도서 」이라 한 것은 학교에 필요한 도서 도 요하지만 수피아에 많은 헌

신을 하신 은사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유화례기념도서 」이라 하 다. 

  그후 70주년 때는 농구부 장학기  일천만 원과 80주년에는 수피아 강당 건립을 추진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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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무도 많은 물겨운 노력을 하 다. 1989년 희수를 맞이하여 기념문집을 내었는데 1,000권

을 동창회에 희사해서 그 기 을 강당건축 기 으로 내게 하고 시민상 상 과 희수축의 도 모

두 강당기 으로 내주었다. 동창생들의 기 만으로 무 힘들어 노구를 이끌고 각계에 호소해서 

문교부와 주시 체육회의 도움을 받아 온 일 등 무나도 많은 일을 하 다. 조아라 회장이 아

니면 어려웠을 일이다.  

  그리고 지  90주년을 맞아 장학기  모 에 열심이다. 이 땅에 태어나 나라의 독립에, 민주화

의 선 에, 주YWCA의 사회사업에, 수피아의 발 에 일생을 바친 조 회장은 주의 어머니요 

수피아 동창회의 명 회장으로서 길이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이다.

  한편, 조아라 회장은 

 1965. 9. 30  제 2회 용신 사상을 수상하 고,

 1972. 4. 26  한 YWCA 창립 50주년 특별 공로상 수상하 으며

 1988. 11. 1  주 시민 상 (사회부문) 수상하 고, 

 1998. 6월   제 2회 자유 민주상을 받았다.

 ㅇ 이옥술(李玉述)

  수피아여학교 고등과 14회 졸업(1933년). 주 YMCA 총무를 지낸 정인보 목사의 부인으로 

일제시  등학교 교사를 거쳐 해방후 수피아 교사를 역임(가정과). 그 뒤 공립학교 교사를 거

쳐 오랫동안 등계 교장을 역임한 교육자. 명 퇴직 하 음. 수피아 총 동창회장 역임(1983～

1985)

 ㅇ 김나열(金羅烈)

  수피아 14회 졸업(1933년). 일제시 등학교 교사를 역임했고, 해방 후 등학교 가정과 교사

를 거쳐 오랫동안 교장을 역임한 교육자. 명 퇴직 했음. 

 ㅇ 이인성(李仁誠)

  수피아 13회 졸업(1932년). 수 아에서 서 선생을 한 조철환의 부인. 등학교 교사를 역임함. 

작고하 음.

 ㅇ 박처례(朴處禮)

  수피아 13회 졸업(1932년). 산학교 교사를 역임. 양림교회 김기열 장로의 며느리로서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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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선명회 일도 하 고 재경 수피아 동창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했고, 수피아 총 동창회장 역임

(1985～1987).

 ㅇ 조은례(曺恩禮)

  수피아 8회 졸업(1927년). 조공찬 장로의 딸로서 다재 다능한 동창으로 노래, 연극 등 유머감

각이 특출하여 동문들을 즐겁게 하 음. 작고하 음.

 ㅇ 양명순(梁明 )

  수피아 7회 졸업(1925년). 김후근 등학교 교장의 부인. 1950년 후기부터 60년 까지 주 

YWCA회장을 역임. 여성운동에 힘썼으며 특히 윤락여성, 부랑아, 미망인을 자립 갱생하도록 자

수, 편물, 조화, 인형만들기 등을 지도, 1968년에 한 어머니상을 수상하 음. 작고하 음.

   2. 복교된 수피아의 모습

  복교 당시 김필례 선생님을 교장(제 6 )으로 모시고, 이재민, 정상훈, 조아라, 장은순, 이 정, 

정필순, 이귀남 등 7명의 교원과 100여명의 학생들이 양림교회당을 빌어 물의 복교 배를 드

리게 되었다.

  더욱이 폐교 기간 동안, 수피아여학교 건물과 시설을 우리의 의사에 계없이 주상업실업학

교가 무단 유하여 사용(1942년 1월～1943년 12월)하다가, 1944년 5월 주의학 문학교(  남

학교 의과 학의 신)가 이곳에서 개교되어 상업학교는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 후 

조국 복이 되어 의학 문학교는 도립병원으로 옮겨지고 미군 부 가 수피아 교사에 주둔하게 

됨으로써 복교한 우리가 학교 교실을 쓰지 못하 다.

  미군 당국에 해서 조아라 동창회장은 수십 차에 걸쳐 학교건물과 운동장을 돌려달라고 하

지만 좌 되었다. 그래서 수피아여학교보다 조  먼 (11월 21일) 복교한 주숭일학교(양림동 

66번지)의 회색벽돌집 뒷 교사 세 교실을 빌어 1학년 두 학 의 교실과 교직원실을 마련하 다.

  1학년 A반, B반으로 학 이 구성되었는데, 학생들은 재주가 많고. 하고, 열의가 넘쳤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해방의 감격과 불타는 지식욕으로 교직원과 혼연일체가 되어 날마다 배움

의 기쁨이 넘쳐 났다. 선생들이 등사 으로 린트를 해서 나눠  교재는 종이의 질이 무 나

빠서 구멍이 뚫린 곳은 자마  뚫려 알아보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빼앗겼던 우리 말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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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 국내에서는 새 국가 건립을 앞두고 신탁통치를 반 하는 사람(반탁)과 이를 

찬성하는 사람(찬탁)으로 갈라졌는데 학생들간에도 반탁 학생, 찬탁 학생들로 나뉘어 립이 심

하 다. 날마다 좌익학생들의 선동이 이어지고 동맹휴학이나 수업방해 등으로 학교도 매우 어지

러웠다. 우리 학교에는 배움에 굶주렸던 학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었으나 일부 사상 불순 학생

이 섞여 있어서 얼마동안 혼란이 계속되었다.

  1946년 4월 8일 한 수교장로회 남노회유지재단을 설립자(김아각 선교사)로 하여 수피아

는 학교로 새로 인가를 받았다.

  1948년 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 학교 내 불순세력은 거의 없어지고 안정 상태가 되었

다. 한편 미군이 쓰던 교사를 돌려받아 본교사로 옮긴(1947. 6) 후 얼마 있다가 백 흠 교장이 취

임하 다. 

  백 흠(白永欽) 교장은 신학교 출신으로 목사가 되어 장동의 일본 교회를 인수받아 주동부

교회를 설립하여 시무하 다. 교인들의 배시간 엄수를 해 배시에는 문을 잠갔고, 헌 을 

자유롭게 하도록 연보상자를 돌리지 않고 배당 출입구에 두었으며, 주일학교를 처음으로 새벽

에 실시하는 등 아주 진보 인 교회운 을 함으로써 교회개 에 앞장섰다. 그래서 장 한, 강요

한 장로와 조아라, 신상철 등 뜻 있는 교인들이 백목사 교회에 모 다. 해방 후 주 YMCA 재

건에 힘쓰고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재단이사장으로서 YMCA재산 확충에 힘쓰기도 하 다. 해방  

후 수피아의 복교와 재건을 하여 조아라 여사 등 동창들과 함께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김필례 

교장이 자기 모교인 정신여 으로 옮겨감에 따라 백 흠 목사가 2년간 수피아를 맡게 된다. 

  백 흠 교장은 학생들의 교복을 한복으로 입도록 하여서 겨울에는 검은 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게 하고, 여름에는 흰 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도록 엄하게 시켰다. 

  교감은 뒤에 사회 복지 시설인 귀일원 원장이 되는 정인세(鄭寅世) 선생이 맡았다.  

  해방 에 부르던 교가는 외국 곡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해방이 된 지 에 와서는 가사나 곡

이 다 새로운 것으로 바 어져야 했다. 그래서 1946년 이은상 작사 박태  작곡으로 된 “돋아오

는 아침햇빛 밝은 창아래...”의 새 교가가 만들어졌다.

            교  가

  1. 돋아오는 아침햇빛 밝은 창 아래, 즐거이 모인 우리 복스러워라

    어둠의 온 리를 깨우치려고, 나날이 새 진리를 일러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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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렴]

        무등산과 마주 솟은 주 수피아

        잊지못할 은혜의 집 우리 수피아

  2. 조약돌 가시덤불 험악한 길을, 착함의 괭이로 리 닦고서

    한의 딸들을 부르시나니, 내딛는 걸음앞에 거침이 없네

  3. 따뜻한 바람 스승의 품속, 배움의 이슬 속에 자라는 우리

    아름답다 뜰에 핀 꽃송이 같이, 가는 곳 거리마다 향기 퍼지네

  1947년에 교표도 새로 바꾸기로 하고 직원과 교생을 상 로 상모집을 하 다. 그런데 

나 에 당선된 것을 보니 바로 백 흠 교장의 것이었다. 이것이 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표

이다. 이 뱃지(badge)를 보면 한 가운데 등 가 있는데 진리를 의미하고, 양쪽 가에는 둥그 게, 

는 가늘고 아래는 좀 넓은 하얀 테두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주를 가리킨다. 란 바탕은 

희망을 표시하고, 희망을 창공에 날리고 우주 인 뜻을 품으라는 의미이다. 일곱 개의 촛불 빛은 

완 을 가리킨다. “ 의 아버지께서 온 하신 것 같아 희도 온 하라”고 하신 로 빛을 비춰

으로 완 한 삶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하얀색은 자유, 란색은 희망을 나타낸다. “진리를 알

게될 것이요. 진리가 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요 8:12)

  ㅅ ㅜ ㅍ ㅣ ㅏ 의 다섯 자는 수피아를 풀어쓰기 해놓은 것이며 한 의 먼 장래를 내다보

고 이 자가 들어있는 것이다.

  같은 해 5월에 미군부 에서 물자원조를 얻어 양림동 622의 21번지에 기숙사 별 을 건축하

다(본래의 기숙사 동쪽에 있으므로 ‘동기숙사’라고 불 다). 아래층은 붉은 벽돌로 쌓고 식당방과 

취사장, 식모방 등이 있었고 2층에는 조그마한 방이 10개 가량 있었는데 미군들이 사용하는 철

 막사( 세트․허트)로 지어진 것이다. 방마다 나무침 가 있고 한방에 3～4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다. 그 후 이 건물의 2층은 녹슬고 삭아서 1962년에 철 으로 된 2층은 헐어내고 벽돌집 단

층만 남게 되었다. 

  이 건물도 1970년경에 재의  3교실로 쓰는 건물을 짓기 해 철거되었다.

  ㅇ 학제의 변동과 첫 졸업생

  1946년 6월 12일에는 등학교의 수업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할 것을 발표하 다. 해방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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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교육개 운동이 일어났고 민주교육사상이 소개되어 새 교육이 시도되었다.

  1948년 6월 21일에는 해방 후 처음으로 수피아여자 학교 3학년 졸업생이 나왔다. 해방  

1937년 해 에 고등과 18회까지 졸업시키고 폐교되었기 때문에 복교 후 처음인 이 졸업이 제 

19회가 되는 것이며 졸업생 수는 79명이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9월 13일에 본교는 고 여자 학교(6년제)의 인가를 얻어 교명을 주수

피아여자 학교라고 하 다. 그 후 다시 학제가 연이어 변경되었다.

  1949년 12월 31일에는 교육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교육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교육에 한 

기본법이다.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  인격을 완성하고............”라

는 교육목 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때 6․4․2․4제( 학교 4년, 고등학교 2년 혹은 4년)의 학제가 수립되었다가 다시 1950년 

3월 교육법 개정으로 6․4․3․4제( 학교 4년, 고등학교 3년)가 되었다가 다시 1951년 3월 6

․3․3․4제( 재의 학제)가 되었다.

  

  학제의 개정으로 1951년 7월 18일, 우리학교에서는 6년제 학교의 처음이고 마지막 졸업생 

10명을 배출하 다. 최월자, 박순애, 김숙희, 조복남, 문 순, 김정배, 김덕용, 김 순, 조윤순, 변

창미가 그들이었다. 

  물론 이날 3학년 48명 졸업과, 4학년 졸업 32명, 5학년 졸업(실은 수료)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교사이던 이상보 선생은 이 뜻 깊은 졸업을 축하하는 심정으로 다음 같은 송시를 쓰기도 했다. 

                  졸업송가              이 상 보 작

       1. 푸른 길 붉은 숲 속 한 한 고장, 한 아름 순정으로 고리 되어

         이끌고 받들면서 진리탐구에, 구슬 땀 흘려온지 몇해이련가

         

           (후렴) 이 날 이 날 우리 모두 찬양할 것은

                  수피아의 졸업생들 꽃다운 앞 길

       2. 믿음에 굳게 서서 반석이 되어, 온 리 어둠 속에 등불 밝히니

         아가씨 부  시  거룩한 꿈은, 원히 별과 함께 하늘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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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력을 기르려고 언니 이가, 비바람 한결같이 찾아 온 학원

         스승님 품속에서 자란 백합화, 떠나는 그 모습이 사뭇 그리워

       4. 정성껏 실행하는 수피아 정신, 가시밭 골짜기를 이겨내리니

         씩씩한 그 얼굴이 자랑스러워, 가시는 그 발아래 꽃을 뿌리세   

                                     

  제도상 이날 학교 5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신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 하게 되어 있었으나 

학생들이 모두 5학년 졸업을 하 기 때문에 한 학년이 공백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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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한국 쟁과 교육의 수난

   1. 한국 쟁

  해방 후 5년이 되고 정부수립 2년 만에 민족   비극인 6‧25동란이 일어나서 남북한 분단체

제를 강화시키고 고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한을 해방시켜 민족 

통일을 이룬다’는 미명하에 북한 공산주의 정권은 남침을 강행하 다. 당시 북한은 조선 노동당

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군비 확장을 해 6개 보병사단과 3개 기계화 부 , 150 의 비행기 원

조를 내용하는 소련과의 비 정을 체결했고, 한 국 공산군과의 군사 비 정으로 공군

 5만 명의 조선인을 인민군에 편입시킴으로써 군사력을 격히 강화시켰다. 

  이에 비하여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국내 정치의 실패를 호소하기 해 북진통일론을 내세우고 

‘ 심은 평양에서 녁은 신의주에서’라고 호언하고 허세를 부렸으나 군사력도 열세하고 정치․

경제  불안도 가 되어 있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처음부터 많은 불안요인을 가지고 있었

다.6) 

  첫째, 조선총독부의 친일 료를 미 군정이 이어 받고, 이를  이승만 정권이 물려받음으로써 

식민지에서 해방된 민족국가로서 명분이 허약해졌다. 좌익세력과의 결을 하여 친일 세력을 

옹호하고 지주세력과 결탁하 으며, 친일  처단을 하여 설치된 반민특 (반민족 행  특별조

사 원회)가 경찰에 의하여 해산되는 역사  과오를 질 을 정도 다. 

  둘째, 군부의 계속된 반란이 불안요소 다. 1946년 1월에 남조선 국방경비 가 창설되고 정부

수립과 함께 국군이 되었으나 군인 속에는 좌익세력이 상당수 있어서 5․10선거에 반 하는 제

주 4․3항쟁에 군 일부가 가담했고, 여‧순 반란사건(1948. 10. 20)이 일어나 지리산 빨치산 투쟁으

로 이어졌으며, 구에서도 6연  군인의 반란(1948. 11. 2, 1949. 1. 30)이 일어나 사회불안을 증

시켰다. 

  셋째, 이승만 정권이 당면한 정치 , 경제  불안이다. 1949년 정부세출의 60％가 자세출이

었고 통화량이 2배나 증가되어 물가고가 심했으며, 공업생산이 20％밖에 안되었다.  정치 으

로도 5․30 선거 후 이승만 지지세력이 의석 수 210석  30여 석에 불과하고 도 인 무소속

이 126석이나 되어 불안하 다. 

  넷째,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불확실해진 이다. 미국은 외국군 철수를 의결한 유엔의 결정

(1948. 12. 12)에 따라 미군을 완  철수(1949. 6. 30)하는 신 약 500명의 군사 고문단을 남겨두었

고, 한미상호방 원조 정을 체결했다(1950. 1. 26). 심지어 미국무장 은 태평양지역의 방 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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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국과 만을 제외한다고 에치슨 성명을 발표(1950. 1. 12)함으로써 북한이 남침할 오 의 빌

미를 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북한군은 소련의 스탈린을 배경으로 남침을 강행하여 3년간 한반도를 민족상

잔의 비극 인 장으로 만들고, 쟁의 폐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 다. 한국 쟁은 3년 1개월

이나 계속되었는데, 그 과정을 체로 4단계로 나  수 있다. 제 1단계는 개  기 공산군의 총

공격으로 구와 부산 일원을 제외한  국토가 그 령 아래 들어간 시기이다. 공산군은 개  

4일만에 서울을 령하고 된 미 24사단과 싸워 을 령한 후, 8월과 9월 사이에는 경주, 

천, 구, 창녕, 마산을 연결하는 선까지 진출하여 교착된다. 그러나 유엔안보리가 유엔군 

견을 결정하고 미국을 시한 세계 16개국이 참 함으로써 반격을 시도한다. 

  제 2단계는 유엔군이 인천상륙(1950. 9. 15)을 강행하여 서울을 탈환(9. 28)하고 38도선을 넘어 

평양을 령(10. 19)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한 시기이다. 유엔군의 38선 진격이 문제가 되었으나 맥

아더 사령 은 이를 강행한 것이다. 

  제 3단계는 공군의 개입(10. 25)으로 세가 역 되어 유엔군이 총 퇴각하여 평양(12. 4) 흥남

(12. 24) 서울(1951. 1. 4)에서 철수하고 오산까지 후퇴했다가 다시 반격에 나서 서울을 재 수복(3.

14)하고 휴  교섭에 들어가기까지이다. 이 때 유엔군의 쟁확 론과 세계 의 험을 염려

하는 미국정부의 반 론 사이에 립이 있었으나, 맥아더 사령 이 해임되고 정 정이 본격화 

된다. 

  제 4단계는 휴 정의 진행과 그 성립시기이다. 휴 회담은 개성에서 개최되고(1951. 7. 10) 상

당기간 끌었는데, 그 내용은 비무장지  설치를 한 군사경계선 개설문제, 휴  감시를 한 감

시 기구 문제, 포로 교환 문제 등이었다. 휴  감시 기 은 스웨덴, 스 스와 폴란드, 체코슬로바

키아로 정했으나 포로교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단상태에 빠졌던 휴 회담이 미국의 

정권교체와 소련의 스탈린 사망(1953. 3. 5)등 국제정치  변화를 겪어 재개되었는데, 북한과 미국

은 종 을 원했고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과 미국의 후 한민국 지원 등이 작용하여 한국도 

동의함으로써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휴 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6‧25 쟁은 방에서 약 200만 명이 사망하고 400만 명이 부상했으며, 무수한 미망인

과 쟁고아와 월남민을 만들어 냈으며,  국토가 폐허화되고 경제가 마비되었으며 민생이 도

탄에 빠져서 민족 체가 극단 인 고통을 겪었다. 이로써 민족분단이 더욱 공고히 되었고 동서

의 이데올로기 결과 냉 구도가 더욱 격화되었다. 반면에 일본은 한국  특수를 맞이하여 고

도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후 복구는 그 뒤 60년  개발만능의 시 를 지내면서

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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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 쟁과 교육

  한국 쟁이 일어나 임시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지자 문교부는 2월 26일자로「 시하 교육특별조

치 요강」을 제정 발표하여 단된 수업을 재개할 것을 시달했다. 당시 문교부가 취한 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7)

 (1) 피난학생의 취학 독려 ; 피난학생에 하여 피난지 소재 각 학교에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   

   하 다. 

 (2) 가교실, 피난 특설학교 설치 ; 교실 부족을 타개하기 하여 각 교실의 건축, 피난 특설학교  

   는 분교장의 설치, 교과별 이수시간제를 실시하 다. 

 (3) 북한 피난학생 수용 ; 북한 피난학생이 집결되어 있는 거제도에는, 국민학생은 그에 특설학  

   을 만들어 수용하고, 등학교학생은 거제와 하청(河淸) 두 등학교에, 그 나머지는 동명  

   학교에 분교장을 설치 수용하 다. 

 (4) 도시 피난학교 설치 ; 등학교 학생들이 다수 피난하고 있는 부산, 구,  등에도 서울  

   에 소재하 던 각 등학교로 하여  단독 내지 몇 학교가 연합하여 피난학교를 설치하여 수  

   업을 계속  하 다. 

 (5) 시연합 학 설치 ; 학이 피난지에서 단독으로 학교를 열기 어려웠기 때문에 부산에서   

   시연합 학을 개설하고, 주, 주  에서도 실시하 는데, 연합 학에서 취득한 학  

   을 각 학에서 인정하 다. 약 1년간 계속하다가 각 학이 단독 경 함에 폐지되었다. 

 (6) 생벽돌 교사의 건축 ; 쟁으로 1만 교실이 소실 괴되었고, 국민학교와 등학교를 합해  

   2만3천 교실이 부족하 다. 1951년 6월에 문교부는 재래식 건물의 구조건축을 연구 개량하   

   여 생벽돌 교사 건축을 추진하 다. 

 (7) 임시교사 1천 교실의 건축계획 ; 노천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에 교실을 제공하기 하여, 미  

   8군의 호의로 1천 교실분의 건축 자재를 원조 받아 건축 공사에 착수하 다. 

 (8) 시교재의 발행 ; 교과서와 학용품도 없이 수업을 재개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문교부는   

   시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시교재를 발행했다. 국민학교용「 시생활」을 3회에 걸쳐 발간  

   하고 등학교용「 시독본」을 3회 발간하고, 교사용으로「 시학습지도요항」을 작성 제공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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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문교당국의 시교육방침에 따라 사립학교도 학교당국과 학부형의 력으로 가 교

사를 신축하여 수업을 재개하 다. 피난 교육 기에는 교실도 없고 시설도 없는 노천학교, 야외

학교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한 1951년 2월 발표한「 시하 교육특별 조치」에서 시 교육의 을 “멸공 필승의 신념

을 배양하고 국과 국제 집단안 보장의 인식을 명확히 하여 시생활을 지도하는데 둔다.”고 

하 다. 

  다음해에 문교부장  백낙 (白樂濬)은 이 교육방침을 확 하여 다음의 목표를 내세웠다. 

 (1) 자활인(自活人)의 양성(개인) ‧‧‧‧‧‧ 생활의 원리.  1인 1기를 연마하여 사회에 나아가 자립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자는 것과, 후 재건에 공헌할 수 있는 기술을 체득   

   하자는 것이다. 

 (2) 자유인의 양성(국민) ‧‧‧‧‧‧ 자유의 원리.  자유라는 것을 알고 기본  자유를 릴  알  

   고, 자유를 하여 지키고, 자유를 하여 목숨을 바치는, 다시 말하면 국민으로서 자유 국민  

   이 된다는 것이다. 

 (3) 평화인의 양성(국제인) ‧‧‧‧‧‧ 동의 원리.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는데 공헌하고, 국제    

   집단 안  보장의 이상을 실 하는데 가담하는 국제인으로서의 평화인이 되자는 것이다. 

   이 세가지 방침을 구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

 (1) 지식교육.  란으로 어든 지식분량을 넓힌다는 것이다. 하계, 동계 방학을 단축하여 가르  

   치도록 한다. 

 (2) 기술 교육.  황폐한 나라를 재건하는데는 무엇보다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론을 배우는 동시  

   에 그 이론을 실천하는 사람을 많이 양성하기 하여 기술교육에 치 한다. 

 (3) 도의 교육.  민주국가에서 가질 바 덕목(인격의 존 , 권리의 존 , 의무의 수행 등)이 무엇  

   인가를 연구 실천하여, 한 국민의 인생 을 배우게 하고, 민주국가 국민의 자격을 갖도록   

   지도한다. 

 (4) 국제교육.  공산주의는 우리 인류의 이라는 신념하에 공산당을 쳐부순다는 강한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의 쟁이 정의를 한 쟁이며 이 세계의 도의  쟁을 승리로 종막을 거  

   두게 한다는 인식을 철 히 고취시키는 국방지식을 교육하는 동시에 학 이하의 학에서는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한편 문교당국은 교육개선을 하여 여러 가지를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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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제변경에 의한 등교육 기 의 개편 

  한국 쟁이 일어나기 인 1950년 3월에 수정을 본 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의 학제가 1951  

년 3월에는 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학제로 변경되어 6‧3‧3‧4제가 확립되었다. 이 때 두된 

문제가 ‧고교를 완  분리하느냐, 아니면 한 캠퍼스 안에 있는 ‧고교를 같은 행정기구 에

서 운 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문교당국은 완  분리 방침을 채택하여 무리가 많았다.

  당시의 등학교 통계는 다음과 같다. 

         학교   530교        4,860학               학생정원 243,000명

         고등학교 284교        2,637학               학생정원 131,850명

             계   814교        7,497학               학생정원 374,850명

 2. 학교 입학지원자에 한 국가 고시

  문교부는 쟁으로 래된 학생 거주지의 유동, 수업진도의 불통일, 정식입학․부정입학 등을 

해결하는 방도로 학교 입학지원자에 하여 국가고시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1951년 7월 

31일에 이를 실행하 다. 경기도는 9월 30일에, 서울은 10월 30일에 추가 실시하 는데 여러 가

지 결 이 나타나서 한번 실시 후 폐지했다. 

 3.  3도에 종합 학 설치 결정

  문교부는 지방의 고등교육을 육성하기 하여 1도 1종합 학을 설치할 방침을 세우고 북, 

남, 경북에 국립종합 학을 세우고, 이어서 부산에 국립종합 학을, 충남에 도립종합 학을 설

치하 다. 

 4. 상용한자 교수의 실시

  한 용만 하는 것이 하지 않다고 단한 문교당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용한자 1,000

자를 선택하여 국민학교 4학년에서 300자, 5학년에서 300자, 그리고 6학년에서 400자를 배당하여 

교수하도록 하 다. 

 5. 교육과정의 개 을 한 시도

   각  학교의 교육과정의 개 이 요구됨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다. 종래 교과 심의 교육내

용을 경험, 생활 심으로 변화시키고, 단원 심의 학습을 모색하며, 과외활동을 통한 학습이 

되도록 하고, 학생을 생활지도를 시하는 방향으로 시도되었으나, 구체  활동은 후에 착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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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편으로는 쟁의 와 에서도 교육자치제가 실시되어 1952년 5월 24일에 각 군 교육구와 

각 시의 교육 원이 선거되고 6월 4일에 각 교육구와 시 교육 원회가 발족하 다. 교육자치제

가 실시됨으로써 종래의 시장, 군수 장 하에 있던 내무행정에서 벗어나, 독자 인 교육행정기

구로 독립하게 된 것은 교육의 민주화를 한 일  역사 인 신이었다. 

  한국 쟁 에 사친회가 운 된 것도 기억할 일이다. 미국의 P.T.A를 도입하여 교육의 민주화

를 꾀하고자 하여 시도한 것이지만, 쟁으로 인하여 궁핍과 물가고로 교육이 열악한 처지에 있

었기 때문에 교사의 건축, 학교 운 비의 조달, 교원의 생활 책 등을 력하는 양상으로 변질되

기도 하 다. 

   3. 시하의 수피아

  

  1948년 9월에 문교부로부터 6년제 고 여자 학교로 정식인가를 받은 수피아는 그해 10월 14

일에 백 흠 교장을 이어서 유화례 선교사가 다시 교장으로 취임하 다. 1949년 7월에는 학교 

20회 졸업식을 거행하며 4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 고, 9월 1일에는 박정근(朴貞根) 선생이 제 9

 교장으로 취임하 다. 

  1949년 9월 28일에 문교부에서는 학도호국단 규정을 공포하 는데, 민주주의 민족교육을 강력

히 주장하고 한 국민사상을 귀일시켜 반공정신을 확립시키기 하여 일민주의(一民主義) 사상

을 내세웠던 안호상(安浩相)씨가 문교부장 이었다. 문교부는 단체훈련을 통하여 신체를 단련하

고 정신을 연마하여 학원 내에서의 좌익계열의 책동을 분쇄하며,  민족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애국  단결심을 함양하겠다는 취지로 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조직키로 결정한 것

이다. 문교부는 국 ․고․ 학의 체육교사 387명을 육군사 학교에 입교시켜 군사에 한 

지식과 훈련을 받게 한 뒤에 소 로 임명하여 해당학교에 배속하여, 학도호국단을 출발시켰다. 

  1949년 12월 31일에는 교육법이 개정되어 학교 3년제, 고등학교 3년제로 확정되었고, 1950년 

5월 30에 수피아 학교 제 21회 졸업식(3학년 28명, 4학년 20명)이 거행되었다. 

  1950년 6․25 한국 쟁이 일어나자 학교는 문을 닫고 학생들은 자동 방학으로 들어갔는데, 학

교를 인민군들이 거하여 숙소로 썼다. 미군의 폭격을 피하려고 수피아와 양림동 선교부 동산

에 주둔하다가 9․28 수복 후에 세가 불리하자 그들은 후퇴하 다. 동년 11월 28일에야 수피

아는 캠퍼스를 정리하고 다시 개교하여 쟁의 상처를 견디면서 교육의 길을 되찾았다. 그런데 

피난길에 나섰던 박정근 교장이 병환으로 별세하고, 12월 5일에 유화례 교장이 제 10  교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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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 번째 교장에 취임하여 1957년 8월까지 직하 다. 

  1951년 7월 18일에는 학제개편으로 제 22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는데, 3학년 48명, 4학년 32명, 

6학년 10명이 동시에 졸업하는 기이한 상이 일어났다. 

  동년 8월 31일 새 교육법에 따라 학제개편이 실시되어 수피아는 학교 6학 (1, 2, 3학년 각 

2학 씩)과 고등학교 3학 (1, 2, 3학년 각 1학 씩)으로 구성되었다. 그때 5학년에 남은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신제 고등학교의 3학년은 없고, 4학년 재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 하 다.

  1952년 3월 23일 신제 학교 55명의 졸업식이 거행되었고, 학기 가 9월에서 4월로 변경되었

다. 

  1953년에는 3월 17일 학교 24회 졸업식(86명)과 고등학교 1회 졸업식(10명)을 거행하 다. 

 ㅇ 복교 당시와 쟁이 의 교직원

  - 복교시 ; 김필례(교장), 이재민, 정상훈, 조아라, 장은순, 이 정, 정필순, 이귀남(7명)

      ․김필례 ; 교장   ( 술)

      ․이재민 ; 어담당. 연희 문 출신. 농구를 아주 잘했고 학생들의 농구지도를 하 다.   

                신옥희, 최순열, 김천자, 이녹엽, 최희순, 숙여 등이 당시 농구부로 활동하    

                다. 뒤에 공립학교 교사로 출하 다.

      ․정상훈 ; 국어담당. 연희 문 출신, 농구에 능하며 학생들을 지도하 음, 뒤에 국에   

                거주하 다고 함.

      ․조아라 ; 가정담당(재 ).   ( 술)

      ․장은순 ; 음악담당. 장맹섭 장로의 딸로서 시인 김 승(金顯承)씨의 부인. 수피아 출신으  

                로 일제시 에는 등계 교사를 역임했음. 당시에 주 제일의 피아니스트로   

                음악활동이 많았고, 지 은 미국 LA에 거주.

      ․이 정 ; 과학담당. 수피아 출신으로 일본 유학을 하 음.

      ․정필순 ; 가정담당(가사).

      ․이귀남 ; 국어담당. 김필례 교장과 함께 정신여고로 옮겨서 그 곳에서 오랫동안 직.

  - 그 후 쟁까지 최 (수학), 김선애(미술), 이원정(국어), 이계호( 어), 강사선(사감, 가정),  

   홍천표(음악) 선생 등

 ㅇ 1951년 교직원

  유화례(교장), 강 원(교감), 김성진(교목), 이상보(국어), 김상덕( 어), 이옥술(가정), 마인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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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이동 (체육), 임 호, 김철수(윤리), 신성철(서무), 이 숙(과학), 김희순(음악), 김철(수학)

 ㅇ 유화례 교장 ②

  유화례(Miss Florence Root) 선교사는 일본의 군국주의 팟쇼 체제하에서 남장로회 선교부가 

운 하는 미션학교인 수피아여학교의 교장으로서 신사참배에 반 하여 1937년 9월 6일에 선교부 

정책에 좇아 학교를 자진폐교하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복음선교를 하다가 1942년 6월 1일 강

제추방되어 미국으로 건 갔다. 

  1942년 9월부터 1947년 10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선교 본부의 요청에 따라 미국 역을 순

회 강연하 다. 비참한 한국인의 생활과 일본의 극악무도함을 물로 소개하고, 한국이 일본의 

토가 아니라 독립국임을 리 알려서, 한국의 독립과 미국인의 재에 이르는 깊은 우정에 기

여한 바 있다.  

  그러다가 세계 이 종료되어 한국이 해방되고 정세가 호 되자 1947년 12월 유화례 선교사

는 주에 돌아왔다. 1948년 10월 수피아여  8  교장으로 재 취임하여, ․고 졸업생 292명을 

배출하 으며, 1949년 3월 교장직을 사임하고는 도서지방과 불신자의 가정심방을 통한 복음선교

에 념하 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쟁의 발발로 미 사 으로부터 긴  철수명령을 받았으나,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버려 둘 수는 없다는 심정으로 이 국난을 한국민족과 함께 보내기로 결정하고, 동

원의 친구들인 조용택, 정인세, 이 필 등의 도움을 받아 풀지게 속에 숨어 화순군 도암면 깊

은 산골에 가 숨어살고 동북면 화학산 동굴로 피난하 다. 그때 정세를 살피기 하여 나갔던 

조용택은 공산군의 손에 피살되어 순교하 다. 

  유 교장은 ‘수피아와 나’라는 회고록( 남매일신문, 1975. 5)에서 이때의 형편을 자세히 서술하

고 있다. 

  “7월 23일 상오 11시. 양림동 배당을 가려고 비하고 있는 내게 조용택 도사, 동 원장 이

필 등이 달려왔다. ‘인민군이 지  장성까지 내려왔습니다. 주사람들은 어물어물하고 있을 때가 아

닙니다.’ 곧 숨이 넘어갈 듯한 다 한 소리다. ‘벌써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미

국인으로, 지  어디를 가나 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하고 거 의사를 나타냈으나, 나를 

숨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았으니 빨리 떠나자고 하는 것이었다. 조 도사와 함께 간단한 짐을 

꾸려 집을 나섰다.

  우리가 호남신학교에 갔을 때 동 원에서 나온 청년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둘이서 맬 수 

있도록 한 것을 만들어 비해 놓고 그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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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로 덮었다. 숨이 막히고 푹푹 는 더 으나 긴장되어 더운 도 몰랐다. 나주, 남평으로 가는 

철도를 넘어 거의 30분 가량 실려갔다. 그러나 그 곳에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피난 나와 산에서 옹

기종기 산 속에 앉아 있었다. 바로 그들이 있는 곳에 동 원 사람들이 나를 숨기기 해 굴을  놓

았으나 주 에 사람들이 많아 나를 그 곳에 숨길 수는 없었다. 나는 그 곳에서 거의 6시간 동안 밤

이 되기를 기다렸다. 밖에 나올 수도 없었다. 그 곳에 와 있던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안되었기 때문에 

모두들 나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수풀 속에서 기다렸다. 우리가 그 곳에서 쉬는 동안 동 원 청년들

이 화순군에 있는 친척집에 연락, 그 곳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그 곳에서는 도 히 사람이 무 많

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손으로 양 무릎을 잡고 몸을 활의 시 를 당기기 직 처럼 웅

크린 채 홑이불로 묶인 내 몸 에 두꺼운 헌 담요까지 덮었다. 한참 더 가 기승을 부리는 7월 23

일이었고 보니, 온통 후 근하니 몸에 땀이 배었다. 몸뿐이 아니라 옷까지도 온통 흠뻑 젖어 후 근

하게 되어 버렸다. 

  이 게 온통 땀으로 목욕을 하여 5시간을 가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지게에 얹어져 밤길을 갔다. 

내가 타고 있는 지게를 청년 2명이 번갈아 가며 지고 갔다. 이 게 푹푹 는 담요 속에서 24시간을 

보냈다. 만 하루를 지게 에서 보낸 것이다.”

  유화례 선교사는 거기에서 ‘버선에 고무신에 머리에는 수건을 둘러쓰고 더기 치마 고리’까

지 입어 한국여인으로 장한 후 동 원 사람들과 함께 산 속에 숨어 3주간을 살았고, 그 곳도 

안심이 안되어서 동굴생활을 10일간이나 하 으며,  산 속을 이리 리 옮겨다니면서 2주일을 

보내고 나니, 주를 떠나 산 사람이 된지 벌써 2개월 5일이 지났다. 9월 29일 산에서 내려와 화

순 한천의 농가에서 며칠을 더 묵는데, 캄캄한 벽장 속에 숨어서 지냈다. 드디어 인천 상륙 작

이 성공하여 북한 인민군은 물러났고, 유 교장은 1950년 10월 6일 밤에야 사선을 이겨내고 경찰

의 안내를 받아 주에 돌아오게 되었다. 

  유화례 선교사는 보리밥과 쑥죽으로 연명하던 피난생활에서 돌아와서 수피아 10  교장으로 

세 번째 부임하여 1960년 3월까지 직하 으며 졸업생 505명을 배출하 다. 교장직을 사임한 

후 1963년 3월까지 목포 지방교회와 인근 도서를 순회하면서 복음 도에 힘쓰고 사경회를 인도

하 다. 

  1963년 3월, 만 70세로 선교사 일에서 정년퇴직하고 잠시 귀국했으나, 일가 친척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생을 사랑하는 한국에서 보내기로 작정하고 선교부의 보조도 없이 독자 으로 주

에 돌아와 양림동 집에 거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계속하 다. 

 (1) 도사업 ; 주교도소 성경공부 매주 1회, 불우 여성 선도회인 계명여사 성경공부 매주 1  

   회, YWCA성경공부

 (2) 장학사업 ; 도사, 목사에게 장학 을 지 (안종렬 등 15명), 여자신학생에게 장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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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오순, 목 등), 일반장학생(조선  조 기, 교육  김 순, 간호  박인자 등)

 (3) 평생 미혼이었으므로 정 순를 양녀로 삼고, 그의 군산애육원 설립을 보조함.

 (4) 사회사업  도사 생활비 보조 ; 자신의 생활비 약과 미국 교우들의 헌 으로 생활이   

   어려운 22명 도사를 돕는 등 오로지 50여 년을 한국인을 해 성처녀의 희생과 사를 바  

   쳤다. 

  유화례 선교사는 85세가 되던 1978년에 자기의 늙음이 사랑하는 한국인에게 부담을 주고 짐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에 건 가 해리슨버그 안식 이라는 양로원에서 기도와 

성경과 찬송으로 여생을 보내다가 103세가 된 1995년 5월 26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났다. 양로원에서 주는 생활보조비를 아껴서 강당기 으로 700달러를 보내기도 하고 수피아를 

하여 매일 기도하 다. 모든 것을 남을 해 바치고도 자신을 해서는 묘지 하나조차도 마련

하지 않았던 그는 정녕 수님의 삶을 그 로 본받아 살아가신 성녀 다고 말할 수 있다. 6월 7

일 2시에 미국 지와 수피아 강당에서는 동시에 추모 배를 드렸다. 

  그에 앞서 수피아에서는 유화례 교장의 숭고한 정신과 수피아 사랑을 기리기 하여 동창회 

주 으로 유화례 기념 도서 을 건립하 다. (뒤에 기술함)

 한 호남기독학원 이사장인 안 로 목사는 유교장의 기로「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어」

(1994)라는 서를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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