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6 편  부 흥 기 
(1957～1974)

                 제 1 장  산업화시 와 교육

                 제 2 장  성장하는 수피아



- 2 -

                       제 6 편  부 흥 기 (1957～1974)

                           제 1 장  산업화시 와 교육

   1.  4·19 명과 교육

   (1)  4․19 명

  해방 후 3년간에 걸친 미군정을 거쳐 1948년 8월에야 출범한 한국정부는 채 2년도 못되어서 

한국동란이라는 남북 쟁을 3년 동안이나 겪고 보니, 온 국토가 폐허화되고 모든 후의 상황은 

참담하 다. 쟁의 상처를 이겨내고 후 사회의 망을 극복하기 해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복지사회를 이룩해야 하는데, 이승만(李承晩) 통령의 제 1공화국은 오히려 비민주  

방법으로 정권연장에 하 다. 출발부터 지주와 친일세력 등 보수층을 심으로 이박사의 독

립운동가로서의 카리스마를 내세웠는데, 자유당 창당직후인 1952년 여름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정치 동을 일으켰고 1954년에 억지로 3선 개헌을 하 으며, 1960년에는 3․15부정선거를 지

르면서 구집권을 꾀하 다.

  그해 제 4  정․부통령 선거에서 특히 부통령 후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한 자유당의 부정

선거는 정에 다다랐고, 먼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민 데모가 일어나 경찰서를 습격함

으로써 80여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이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데모가 서울, 부산, 주 등지

로 퍼져나갔고, 마산에서도 피살된 데모학생 이주열 군의 시체 인양을 계기로 두 번째 민 데모

가 일어났다. 이승만 정권은 흔히 써오던 책략 로 배후에 공산세력이 개입한 의가 있다고 조

작하여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서울에서의 고려 생 데모에 이어 마침 4월 19일에는 2만 명 

이상의 서울지역 학생과 시민들이 일제히 일어나 정부기 지인 서울신문사와 반공회 , 경찰

서 등을 불지르고 부정선거를 규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발포로 142명이 귀한 생명을 잃었

다. 

  당황한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각료경질과 이기붕 부통령 사퇴 등을 통하여 사태를 수습

하고 정권을 유지하려 했으나 학 교수단의 데모(4. 25)에 이어 인 학생 민 데모가 일어

나자(4. 26) 마침내 “국민이 원한다면 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하야성명을 발표함으로써 12년

간 유지하던 권좌에서 쫓겨났다.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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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때에 각 학 등에서 많은 성명서가 발표되었지만 4월 26일의 결정 인 경무  가두시

를 발한 「 학교수단 시국선언문」(1960. 4. 25)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순수  

      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 이다. 

   2.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왜곡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의   

      모독이다. 

   3. 합법 이요 평화 인 데모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기탄 없이 남용하여 공 의 민족참극을 빚  

      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한민국의 국립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  

      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집단의 사병이다. 

   4. 된 부패의 부정과 횡포로써 민권을 유린하고 민족  참극과 국제  수치를 래  한   

      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속히 물러가라.

   5.  3 ·15선거는 부정선거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을 재선거하라.

   6.  3 ·15 부정선거를 조작한 자는 형에 처하여야 한다.

   7. 학생 살상의 만행을 에서 명령한 자와 직  하수한 자는 즉시 체포 처단하라.

   8. 깡패를 철 히 색출 처단하고 그 국  조직을 분쇄하라.

   9. 모든 구 된 학생은 무조건 즉시 석방하라.

   10. 공 지 를 이용해서나 청과 결탁하여 부정축재한 자는 군, , 민을 막론하고 가차없이   

       발 처단하여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부패와 부정을 방지하라.

   11. 경찰의 립화를 공고히 하고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12. 곡학아세(曲學阿世)의 사이비 학자를 배격한다. 

   13. 정치도구화 한 소  문화인, 술인을 배격한다. 

   14. 시국의 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은 흥분을 진정하여 이성을 지키고 속히 학업의 본분으로   

       돌아 오라.

   15. 학생제군은 38이북에서 호시탐탐하는 공산괴뢰들이 제군들의 의거를 100% 선 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라.  이남에서도 종래의 반공명의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제군들의 흘  

       린 피의 가를 정치 으로 악 이용하려는 불순분자가 있음을 조심하라.

                                 구     호

                         이 통령은 즉시 물러가라.

                         부정선거 다시 하라.

                         살인귀 처단하라.1)

  드디어 이승만 통령이 하야함으로써 허 정(許 政) 과도 정권 하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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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총선 후 윤보선(尹潽善) 통령과 장 면(張 勉) 국무총리 체제의 민주당 내각이 성립

됨으로써(8. 23) 제 2공화국이 발족되었다.2)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로 망명하여 거기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불행한 일이다. 한민국을 수립한  통령으로서 국부의 우를 받아야 할 분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에 빠져 부정부패로 썩어져 가는 자유당 정권에 얹 서 독재를 계속

하고 구집권을 꾀하다가 멸되었으니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4․19 명은 부정부패에 한 반항이요 독재주의에 한 항으로 나타났으며, 정

으로 표 한다면 민주주의의 구 과 사회정의의 실 을 지향하 다고 그 의의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4․19는 학생들이 주도한 명이라는데 뜻이 크다. 

   (2)  4․19 후의 교육

  1945년 고등교육기 이 19교로서 학생수가 7,819명이었음에 비하여 1960년에는 학교수가 84개

로 학생수가 101,041명으로 증하 음을 보게 된다. 그들은 독재․ 제주의에 비하여 민주주의

가 우월함을 배웠고, 우리 나라가 민주국가로 발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4․19와 

같은 역사  사건을 이루어낸 것이다. 

  한편 1960년 4월 29일 허 정 과도정부가 들어서자 이병도(李丙燾) 박사가 문교부장 이 되었

고, 그의 취임소감은 “ 은 학도가 흘린 고귀한 선 이 헛되지 않도록 진정한 민주학원의 육성

화, 우리문화의 앙양  뿌리 박힌 학원의 부패상을 시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학도들의 희생이 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하고, 학원의 정치 도구화  경찰의 학원 간섭 등

을 철 히 배격할 것을 천명하 다. 다시 계속하여 이 장 은 과도정부의 문교시책  기장 긴

을 요하는 3  교육방침을 학원의 정상화, 사도의 확립, 교육의 립성 확보에 두었다.3)

   1. 학원의 정상화 ; 4월 명 후, 학원의 분규는 개 다년간 된 학원부패 내지 비민주   

    요인에 한 학생들의 정화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이 장 은 학원운 의 제성과 재  

    단 운 의 비합리성 등으로 끊이지 않는 학원 분규를 사친회와 동창회, 교직원들이 조하  

    여 조속히 수습하도록 지시하 다. 그리하여 1960년 5월 26일「학원정상화를 한 긴 조   

    치의 건」을 공포했다. 그 내용은 첫째, 교육공무원으로서 3․15 정․부통령 선거에 극 가  

    담하여 교육계나 일반 국민의 지탄 상이 되고 있는 자나 구정권을 배경으로 학교경 , 교  

    육행정 수행에 독재와 부정불법을 자행하여 개인의 명리를 도모하고 학원질서를 문란  하  

    여 교육계의 신을 손상  한자나 불순한 동기로 학생 는 동료를 선동하여 학원질서를   

    문란  하거나 직무를 유기 는 태만히 한 자나 4․19 이후에 부정입학을 시켰거나 부정경  



    리를 자행한자는 의법 처단한다. 둘째, 학생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학원질서를 문란  한  

    자는 학칙에 의하여 처벌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2. 사도의 확립 ; 3․15 부정선거는 학원의 자주성을 몰각하고 교육공무원으로 하여  정치에  

    여하는 결과를 래하여 교권을 추락  하고 사회의 비난도 많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학  

    원에서도 어용교사와 교장  어용학자들의 시비가 연속되었다. 이에 사도의 확립을 하여  

    과거의 잘못을 자성하고 교권을 확립하며, 연수와 교육에 성실하도록 구하 다. 

   3. 교육의 립성 확보 ; 우리 나라 교육법 5조와 78조에도 교육의 정치  립성이 규정되어  

    있으나 자유당 말기의 정치세력은 교육의 립성을 괴하 다. 따라서 교육의 립성을 확  

    보하고, 정치 권력에서의 립성을 견지하도록 각 학교에 구했다. 

  다음에 과도정부의 뒤를 이어 민주당 제 2공화국이 탄생하자 8월 23일에 오천석 문교부장 이 

취임하 는데, 그는 교육의 민주화를 크게 주장하 다. 

  “ 은 세 의 피로 이루어진 4월 명은 우리 사회로부터 모두 비민주  독소를 일소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남은 일은 하루바삐 모든 제도와 시책을 민주화하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명정신은 교육에 반 되어야 할 것이며, 거기에는 교육의 민주화를 구 하는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어서 오천석 장 은 교육의 민주화를 하여, 첫째로 학원의 민주화, 둘째로 앙집권 인 

행정체제로부터의 권한의 지방분양, 셋째로 교육의 질 인 향상을 주장하 다. 

   1. 학원의 민주화 ; 학원의 민주화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원에 민주 인 분 기가 조성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학원내의 정신의 민주화, 체제의 민주화  교육내용과 방법의 민  

    주화를 기하는 일이다. 

   2. 앙집권 인 행정체제로부터의 권한의 지방 분양 ; 문교부의 성격을 권력의 부로부터   

    문 인 지도기 으로 개편할 것을 시도하 다. 오 장 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권과 교육기   

    을 경 하는 법인체에 한 인가권 등을 지방에 이 하는 등 여러 가지의 권한을 지방에 이  

    양하 다.   

   3. 교육의 질  향상 ; 이를 하여 교원양성기 인 사범학교를 2년제 교육 학으로 승격 개  

    편하 고, 교원재교육을 강화하 고, 인재 육성을 하여 학과 실업계 고교에 여장학   

    제도를 개설하 다. 

  한편 4월 명 이후에 한교육연합회를 배척하며 교원노조 운동이 구지방에서 먼  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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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5월 22일에는 학 교수를 포함한 각 학교 교원 표 300여명이 서울 학에 모여 한 

교원 노동조합 연합회가 결성됨으로써 교련과 교원노조가 치하여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국면

이 개되었다. 

  그러나 4월 명 이후 개되던 이 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이해집단의 무분별한 요구와 분쟁․갈등이 심화되어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데모와 혼

란을 거듭하 고, 허약한 장 면 정권은 이를 바로 리 조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군사 명이 일

어나서 사태는 락하고야 말았다. 

   2. 군사 명 이후의 교육

   (1) 군사 명과 제 3공화국

 

  독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 던 4월 명정신을 덮어두고, 집권당이 

된 민주당은 신․구 로 분열되어 정쟁을 일삼고  사회혼란이 가 되자 이를 구실 삼아 1961

년 5월 16일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다. 제2군 부사령 인 박정희(朴正熙) 소장과 김종필을 비롯한 

육사 8기생들이 심이 되어 군사 명을 일으켜 성공한 것이다. 서울 시내를 장악한 군부는 군

사 명 원회의 이름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 명공약’을 발표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공을 국시의 제 일 의로 삼고 지 까지 형식 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  

    한다. 

   2. 유엔 헌장을 수하고 국제 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 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4. 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 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  

    한다.

   5. 민주  숙원인 국토통일을 하여 공산주의와 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력을 집 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 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  

    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비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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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들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인 장도 (張都暎) 장을 설득하여 군사 명 원회 의장으

로 삼고 피신 이던 내각수반 장 면 총리의 정권을 이양 받아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여 

군정을 실시한다. 그리고 명공약 6조를 기하고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는 통령에 취임하

고 명세력들은 모두 군복을 벗고 정치 장에 자리를 차지한다. 제 3공화국이 시작한 것이다.  

  군정기간에 군부는 

  첫째, 기성정치인의 활동을 제한하 다.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집회․시 ․결사를 지  

       하 으며 정당, 사회단체들을 해산하 다. 정치활동 정화법(1962. 3. 16)을 만들어서 구 정  

       치인의 정치 활동을 지하 다. 

  둘째, 언론과 출 에 한 통제를 강화하 다. 언론․출 ․보도의 사  검열을 실시하고, 언  

       론인을 탄압하 다. 

  셋째, 군부를 정비하여 박정희, 김종필 체제를 확립하 다. 반 명 음모를 꾀했다는 이유로 일  

       부 군인을 숙청하 다. 

  넷째, 쿠데타의 정당성과 국민  지지를 확보하고 사회분 기의 쇄신을 하여 사치품 외제품  

       의 소각, 깡패소탕, 농  고리 재 탕감, 부정축재자 처벌,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등 국민운  

       동과 근 화를 의욕 으로 추진하 다.4) 

  5․16 군사정부는 1962년 12월 17일 새 헌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는데, 강력한 통

령 심제의 헌정체제 다. 여기에 단원제 국회, 소선거구제의 채택, 헌법 개정에 한 국민투표

제, 법원에 헌 심사권 부여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공화당이 창당(1963. 2. 26)되었고 박정희

는 10월 15일 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제 3공화국」이 12월에 출범하 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6월 20일에 굴욕 인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 는데, (김종필-오히라 메

모에 의해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상업차  1억 달러를 받는 것으로 일 청구권을 

포기하 다). 그 동안 한일 굴욕외교에 한 학생들의 반 시 가 이어져 왔고, 특히 6․3 사태

로 불리우는 1964년의 6월 투쟁은 60년  최 의 학생시 다.  

  박 정권은 한 월남 병을 결행하 는데, 1964년 2월에는 공병  심의 비 투부  이천 명

을 보냈으나 1905년 8월에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투부 를 월남 선에 병하여 국제 으로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은 베트남 쟁으로 약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획득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 다. 한국은 월남특수를 타고 연평균 12%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나 그것

은 피의 가 다. 한국군은 1964년부터 1973년 3월까지 연인원 32만 명을 견했고, 약 5천 명

의 사상자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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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는 1967년 5월에 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재선되었으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69년 

9월 14일 여당만의 불법국회에서 3선 개헌안을 가결하고 10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함으로써 독

재체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1971년 4월 27일의 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신민당 후보인 김 을 95만 표 차로 르고 

다시 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때부터 유권자가 동서로 갈리는 심한 지방색이 나타났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근 화를 목표로 삼고 경제발 에 주력하 음을 볼 수 있다. 제 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은 경제의 후진성 극복과 국민경제의 자립  성장을 기본목표로 삼아 

공업화와 수출증 에 힘써서 1964년에 1억 달러를 넘어섰다. 

  제 2차 경제개발계획(1967-1971)은 농업개발과 고용확 , 화학 공업의 건설과 과학 기술 등

이 사업으로 강조되었는데, 농업부문은 부진하고 공업화를 진하여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국민총생산은 1962년 23억 달러에서 1971년 95억 달러로, 국민 1인당 GNP는 1962년 87달러에서 

1971년 289달러로 증가했다. 수출도 1962년 5,480만 달러에서 11억 3,200만 달러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 인 성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다. 경제개발을 외자도입에 의존함으

로써 외채문제가 염려가 되었고, 무역에서 수출이 느는 반면에 수입은 더 증가하여 외세 의존도

가 심해졌으며, 성장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하여 서민생활을 하 고, 경제개발이 공업화로 편

되어 농업기반이 심히 괴되었다는 이다. 여기에 가치 에 있어서 물질주의로 치우쳐 정신

문화가 허약해지기 시작한 것도 큰 문제 으로 드러났다. 

   (2) 제 3공화국 시 의 교육

 

  그러면 60년 의 교육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군사 명 이후 사회제도와 체제가 변화되듯이 교육도 많이 달라졌다. 명정부는 조국의 근

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교육에서는 인간개조운동을, 사회교육면에서는 재건 국민운동을 강력히 

추진하 다. 이것이 다름 아닌 인간개조와 사회개 운동이다.5) 

  명정부는 1961년 9월 1일「교육에 한 임시 특례법]」을 제정 공포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정년을 종 의 65세에서 60세로 내리고 정년 후에도 유능한 교수가 남아 연구할  

       수 있도록 명  교수제를 두었다.  

  둘째, 학사자격 국가고시제를 채택하여 61년도와 62년도에 이를 실시하 다. (1963년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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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사범학교  10개를 2년제 교육 학으로 승격시켜 각 도에 1개교씩 설치했다. 

  넷째, 교육자치제를 단하고 교육감을 내각수반이 임명하며, 국․공립 학의 총 학장도 문교  

       부장 의 제청으로 내각수반이 임명했다. 

  다섯째, 국․공․사립의 교원의 임명은 교수자격 심사 의 심사에 합격해야 되도록 규정했다. 

  여섯째, 각  학교의 교원은 노동운동을 할 수 없고 집단 으로 수업을 거부치 못한다. 

  일곱째,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는 공무원 자격이 있어야 하고 정원의 삼분의 일 이상은 친족  

       이 할 수 없게 했다. 

  한편 1963년 6월 26일에 사립학교법이 제정 공포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립학교만을 유지․경 함을 목 으로 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국민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사범 학․실업고등 문학교 는 이에  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 경   

        하고, 기타 학교를 사인 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이라도 설치 경 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 경 하는 학교법인의 감독청에 해서는 학․사범 학․실업고  

       등 문학교는 문교부장 , 학교 이상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의 도 교육 원회, 기타  

       국민학교 정도는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의 교육 원회 는 시․군 교육장으로 한다. 

  셋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경 을 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넷째, 학교법인의 임원의 취임과 사립학교장의 임명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섯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당해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여섯째, 학교법인의 산은 학교 산과 법인업무 산으로 구분하여, 학교 산은 학교의 장이   

       집행  한다.

  일곱째, 학교법인의 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에,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에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덟째, 학교법인의 산 편성요령․회계 규칙 등은 문교부장 이 정한다. 

  아홉째,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은 반드시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열째,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정직 는 면직되지 아니하며, 교원징계   

       원회 (재심 원회 포함)의 의결 없이는 교원을 면․정직․감 ․근신․견책 등을 시킬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이 공포되자, 이 법은 사학의 자주성,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학에 한 감독이 지나치다고 하여 사학 계자  교육계의 맹렬한 반 에 부딪쳤다. 특히 



- 10 -

한사립 등학교장회 연합회를 선 으로 한교육연합회가 나서서 법개정을 강력히 건의하기에 

이르 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이 제출되고 있는 동안 사립 학들의 정원 과 모집이 사회에 물의를 일

으키자, 1964년 4월 16일에 국회문공 원회는 제 9차 상임 원회에서 의결되었던 개정법률안 원

안을 폐기하고 학교법인 임원과 학교장의 승인취소 조항 「법 제 20조 2, 제 54조 2」을 신설한 

소  개정 안을 돌연 의결함으로써 사학정책은 역 되고 새로운 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 기간 , 특히 1963년 2월 15일에는 교육과정을 면 개편함으로써 1954년 휴 성립 직후

에 제정되어 충분한 내용설정의 미비와 자주 이고 구체 인 교육목표를 결하고 있었던 종래의 

교육과정을 체하 으며, 이로써 9년만에 다시 교육과정의 면 개편을 보게 된 것이다. 

  제 3공화국에 들어와서 우선 교육자치제가 부활되었다. 우리 나라의 교육자치제도는 1952년 5

월 24일부터 시․군을 단 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5.․16 명 이후에는「교육에 한 임시특

례법」에 의거하여, 시․군을 단 로 한 교육자치제는 1962년 2월 1일부터 일반행정에 병합되어 

버렸다. 교육자치제의 폐지는 교육계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다. 

  어떻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  립성을 확보하기 하여 교육자치제가 민정이양 이 에 부

활되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망은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1963년 10월 6일에 

소집된 106차 최고회의 상임 원회에서 교육자치를 한 교육법개정안이 의결되어 같은 해 11월 

1일에 공포를 보았던 것이며, 이 법에 의거하여 1964년 1월 1일부터 교육자치제는 부활되었던 

것이다. 

  1964년 1월 1일에 발족하게 된 교육자치제 실시를 해서 1963년 12월 31일자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시․도의 교육 원이 각각 5명씩 임명되었으며, 1964년 1월 6일에 시장 는 도지사

를 포함한 6명의 교육 원에 의해서 교육감이 추천되었고, 2월 4일자로 교육감이 임명됨으로써 

교육자치제는 본격 인 발족을 보게 되었다. 

  1962년 1월 1일에 폐지되어 만 2년만에 부활된 교육자치제가 과거의 자치제와 다른 은 5․

16 의 자치제가 시․군 단 는데 반하여 도 단 의 단  자치제로 개편된 이다. 

  제 3공화국에 들어와서는 민족 흥과 국가발 을 한 교육개 이 강조되었다. 특히 1968년은 

교육정책상 일  개 이 연이어 발표됨으로써 교육에 한 한 특별한 한 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학교 무시험진학제와 국민교육헌장 선포, 학입학 비고사제와 통신교육제의 실시

가 그것이며, 연말에는 장기종합 교육계획심의회가 제도화되었으며, 이듬해 2월에 동 심의회가 

발족되어 장기종합 교육계획안(1972～1986)의 작성이 추진되었다. 

  이때 와서는  학교 무시험진학제가 실시되었다. 해방 후, 수많은 교육문제가 제기되었지



- 11 -

만, 아마도 입학시험제도 만큼 사회 으로 논란의 상이 되어 온 것은 없을 것이다. 

  학교 입시제도를 살펴보면 1945년부터 1950년까지는 학교 리제, 1951년부터 1953년까지는 

국가연합고사제, 1954년부터 1961년까지는 학교 리의 有無試驗 연합출제제 병행, 1962년에는 국

가고시제, 1963년부터 1965년까지는 시․도 공동 출제, 1966년에는 공동․단독출제 병행, 1967년

부터 1968년까지는 시․도 공동출제 방식으로 바 어 왔다. 

  1968년 2월 권오병 문교부장 은 학교 무시험진학제도를 공포하기에 이르 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같은 해 7월 15일 학군(中學群)의 설치와 추첨을 골자로 하는 학교 무시험진학제

도를 1969학년도부터 연차 으로 시행한다는 일  입시개 을 단행하고, 이 제도의 효율 인 시

행을 하여 필요한 제반 부수 인 시책을 동시에 강구하 다. 그리하여 1969학년도부터 학교 

무시험진학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첫해인 1969학년도에는 서울특별시에만 한정되었으나, 1970학년도에는 서울․부산․인천․춘

천․청주․ ․ 주․ 주․ 구․제주 등 10  도시에 확  실시하는 한편, 1971학년도에는 

이를 국 으로 실시했다. 한 학교 평 화의 기본방침에 따라 서울의 경우 명문교인 경기

․경복․서울 학교와 경기  이화여자 학교가 1968학년도 입학자의 졸업과 함께 폐지되었다. 

이것은 지방 도시의 명문교에도 용되었는데, 아동의 <능력차>에 한 교육  조치는 후

도 그 한 해결이 요망되는 요과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학교 무시험진학에 따라 국민학교 졸업자의 학교 진학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 졸업자의 학교 진학률

    학  년  도    진  학  률(%)     학  년  도   진  학  률(%)

       1968

       1969

       1970

      55.9

      61.8

      66.1

       1971

       1972

       1979

     69.6

     71.0

     93.4(＊92.9)
       

         ＊1979학년도의 92.9%는 고등공민학교 등 기타 학교를 제외한 진학률임.

  의 표에서 볼 때, 1979년을 기 하여 학교 진학 학생 수는 90%를 휠씬 넘어 학교까지

의 의무교육을 한  단계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83년을 기 하여 학교 진학률

을 보면 98.6%로 국가부담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 으로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이다. 그러나 이직도 교육에 깊은 뜻을 둔 인사들 가운데는 <평 화>라는 말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도 지 않다. 

  학교 무시험진학제도와 더불어 우리 나라 교육개 에 있어서  하나의 한 환 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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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은 1968년 10월 14일에 공포되어 오늘날까지 실시하고 있는 학입학 비고사제도이다.  

그것은 1960년  기에 시행착오로 끝난 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도의 부활이었으나, 그 내용

에 있어서는 보다 세련된 것이었다. 

  학입학 비고사제도는

  첫째, 국가가 통일된 기  아래 학교육에 알맞는 인재를 골라 학의 권 를 높일 수 있으  

       며,

  둘째, 사학의 학생정원 과모집과 학교육의 성 무시로 인한 학의 질  하를 막을 수  

       있고,

  셋째, 국가의 인력수  계획에 비추어 국가계획과 유기 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넷째, 학의 지역  차이나 격차를 막을 수 있고,

  다섯째, 고등학교의 교육목 에 따라 교육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망 아래 실시되었다. 

  1969학년도에 실시된 학입학 비고사제는 ․체능계를 제외하고 학  교육 학을 

포함하는 모든 학에 있어서 용되었으며, 년도는 입학정원의 1.5배를 합격시켰다. 총 응시

자는 11여만 명에 달하 고 합격률은 남자가 55.45%, 여자가 51.32%이었다. 1969학년도 이후 

재에 이르기까지 실시되고 있는 이 학입학 비고사제는, 오늘날 많은 비 을 받고 있다. 학

의 입시는 으로 학에 맡겨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1968년 12월 5일에는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 다.  

      국민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흥의 역사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

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

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 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

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 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 의 근본

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사하는 국

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 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  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

족의 슬기를 모아 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통령  박  정  희

  요컨  국민교육헌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 한다면, 온 국민이 민족 흥의 역사  사명을 자

각하고, 우리의 주체성 에 창의 인 동의 힘을 모아 새 역사를 창조해 보자는 것이다. 이것

은 우리의 실에 응하기 한 새로운 역사 과 가치 의 제시라고 할 것이다. 

  교육헌장에 나타난 국민교육의 목표는 <민족 흥을 한 정신  기반>과 <새로운 국민상>, 

그리고 < 망과 각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민족 흥과 자주독립, 인류공 을 국민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둘째, 개인과 사회는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과 동정신을 북돋아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사하는 국민정신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개인윤리의 목표 - 창조의 힘과 개척정신

          사회윤리의 목표 - 동정신

          국가윤리의 목표 - 국민정신

  셋째, 반공 민주주의 정신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한편 국민교육헌장은 지나치게 민족국가를 내세우고 있다는 과 명치유신(明治維新)

을 단행한 일본천황의 교육칙어(敎育勅語)와 같은 취지가 나타나 있다는 것과 모든 교육행사에 

낭독  함으로써 획일 이고 제 인 풍조를 조성했다는 에서 비 을 받아, 1988년 민주화 

이후에는 공개  낭독도 않게 되었다. 그러나 군사문화가 횡행하던 시 에는 우리 나라 교육의 

지표로서 높임을 받았다. 

  1970년에 들어 교육환경의 개선을 하여 정부는 「학교 교육환경 정상화에 한 지침」을 발

표하고, 각종 명목의 잡부  징수행 를 일소하는 신 <육성회> 조직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부

담 을 공식화시켰다. 

  학교육성회 조직은 비록 지 않은 문제 이 있다 하더라도 교육풍토의 쇄신과 학교육성을 

한 재정  지원이란 두 가지로 그 성과를 요약할 수 있다. 문교부가 1970년 4월 에 국의 교

원과 학부모를 상으로 실시한 학교육성회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풍토 개선, 교권

의 신장, 잡부 의 해소, 교육 력체제의 강화, 재정  기능의 강화 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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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교육이념과 민족사 을 바탕으로 1968년 12월에 제정 공포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구

하기 하여 학교교육에서는, 첫째로 교육과정을 개편․구성함에 있어서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 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둘째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기반으로 모든 교과서 내용을 재검토 

개편하고, 셋째로 이념구 을 한 장학자료를 분석, 배부하는 한편, 넷째로 헌장에 입각한 학생 

생활규범을 정하고 생활태도 확립운동을 개했다. 

  이에 따라서 문교부는 1971년부터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차 으로 개편할 것을 결정하고 

국민학교와 실업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을 1971년 1월에 발표하 으며, 그 후 국민학교 교육과

정은 우리 나라 교육과정 제정상 최 로 2년이라는 실험 평가기간을 거친 뒤 1973년 2월에 문교

부령 제 310호로 확정 공포되었다. 학교 교육과정은 1973년 6월에 시안을 발표하여, 같은 해 8

월에 문교부령 제 325호로 확정 공포하 으며,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역시 잇달아 개편되었다. 

  이 교육과정 개정의 특성은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을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 시키고 팽창하는 

지식의 양에 응하는 기본  개념을 으로 지도하고, 도덕이 교과로서 다루어지는 등 국

민교육헌장의 이념구 과 학문 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자질향상과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교육의 쇄신 등을 그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한편 1970년 에 있어서 <국  있는 교육>에 련된 문제는 교육의 요한 문제로 등장하

다. 민족주체성을 구 하는 교육은 한국교육이 지향할 최고의 염원이요, 의지 다. 여기에 국민

교육헌장의 이념은 온 국민의 민족 흥에 한 역사 인 사명의 자각과 더불어 통과 동의 

바탕 에 새 역사를 창조해 보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역사창조는 언제나 그 민족의 주

체성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 <국  있는 교육>을 찾는 일로 나타났던 것이다. 

  1972년 3월 24일 국교육자 회에서 박정희 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한 후 문교부는 1973년

도 시정목표로서, 첫째로 주체  민족사  정립을 한 국사교육 강화, 민족의 통과 문화  유

산을 올바르게 계승할 우리의 민족사  정통성 고취, 둘째로 새 <한국인상>의 형성을 한 확

고한 국가 정립(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 의 근본임을 인식하는 쓸모 있는 인재양성), 셋째로 한

국 민주주의 토착화 등을 제시하 으며, 그 일환으로 국사교육을 강화하는 등 일련의 시책을 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한 1971년 12월 6일에 선언된 국가비상사태와 련하여 안보교육체제의 정비와 강화가 요

시되었으며, 정부가 1970년 11월「새마을 운동」에 착수한 이래, 1972년 3월 17일에는 통령의 

특별지시로 새마을교육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새마을교육의 목표는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아래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생과 향토민에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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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향토개발과 국가발 에 공헌하는 실천 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고, 그 

방침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과정 운 은 향토사회 조사를 기 로 하고, 향토사회의 기본 인 문제해결을 심으  

       로 한다. (교육과정)

  둘째, 학습지도 향토사회의 모든 인 . 물 . 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화한다. (학습지도)

  셋째, 근면. 자조하고 동하는 새마을 정신의 함양과 합리 . 능률  생산 인 생활기풍을 조  

       성하기 하여 교내의 생활을 계획 , 조직 으로 지도한다. (생활지도)

  넷째, 학교는 향토사회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미 진학 청소년과 성인 체의 교육을  

       한 각종 기회를 제공한다. (성인교육)

  다섯째, 학교는 교육 으로 계획된 사활동을 개하여 향토사회 개발에 극 참여한다. (   

       사활동)

  여섯째, 학교는 향토사회, 과학, 생산기술의 진흥을 통하여 소득증 를 한 지도와 시범 인  

       역할을 한다. (생산교육)

  일곱째, 학교는 모든 시설을 향토사회 개발을 한 여러 활동의 센터로 개방한다. (학교개방)

  여덟째, 학교는 향토사회의 교육, 문화활동을 조정하고 그 추진의 주도  역할을 담당한다.    

          (문화활동 주도)

  무릇 개 과 신운동의 뒤에는 반드시 교육의 힘이 작용하는 법이다. 교육이 자기에게 주어

진 기능을 다하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에 한해서 이 사회는 개조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에 <산학 동>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그 정책  구상이 추진됨에 따라서 산학 동의 제도화를 

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여기에는 농․공병진정책의 추진과 새마을 가꾸기의 지원, 생산과 직결되는 산 교육의 실천 

 국난극복의 구국정신 고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새마을교육의 목표는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하에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생과 향토인에게 자조․자립․ 동의 새마을 정신을 함양시킴으

로써 향토개발과 국가발 에 공헌하는 실질 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있다. 

  이 같이 국가의 경제발 과 근 화에 따른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어지고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 을 한 방안이 추진되어지는 가운데,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한 실험 학 운 방안이 

1972년에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1972년을 <고등교육 개 의 해>로 설정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개 안을 수립했다. 이 개 안에 의하면, 고등교육개 의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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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키로 했다. 

  첫째, 국가  지역사회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 의 이념과 기능을 정립한다. 

  둘째, 통일규제의 체제에서 발 인 학을 지원하고 부실 학에 하여 규제 강화체제로   

      환한다. 

  셋째, 고등교육기 의 기능  보완체제를 확립한다. 

  넷째, 산학 동체제를 강화한다. 

  다섯째, 학의 지역특성화  계열화와 정부의 육성 분야를 강화한다. 

  

  문교부가 마련한 이 학교육개 안이 발표되자, 각 일간지에서는 “이에 찬의를 표할망정 반

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편으로 1973년 2월 28일, 문교부장  민 식(閔寬

植)은 고등학교  학의 입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같은 해 3월 13일 그 시행 계획

을 발표하 다. 문교부가 마련한 입시제도의 개선 이유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교육  측면

   1. 과 한 학습 부담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신체발달이 해되고 있다. 

   2. 합격에 한 강박 념으로 학생들은 정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3. 입시 주의 주입식교육으로 교육과정이 비정상 으로 운 되고 있다. 

   4.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학생들은 이기 이며 비 동 인 성격이 형성되고 있다. 

   5. 학교 간의 격차는 더욱 조성되어 입시 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둘째, 사회․경제  측면

   1. 과 한 교육외  교육비(과외비) 부담 등으로 가정경제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2. 학교교육에 한 불신풍조가 조성되어 교외 과외수업이 더 성행되고 있다. 

   3. 출신학교 기 (간 주)의 인간평가 풍조로 소  일류병이 더 만연되어 가고 있다. 

   4. 수험 비 학 의 발호와 학 출입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불량화 경향이 심각한 상을 빚  

     고 있다. 

  그리고 입시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는 (1) 교육정상화의 진, (2) 고등학교의 평 화, (3) 

실업  과학. 기술교육의 진흥, (4) 지방학교의 발  조장, (5) 교육비 국민부담의 감, (6)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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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도시집 의 억제 등을 들었다.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인문고교와 실업 고교(2부 고교 포함)로 구분하고, 인문고교의 입시제도

는 학군제․과정별․추첨 배정에 의하여 후기로 그리고 실업계고교는 기에 실시하며, 인문․

실업의 공통 은 연합고사 성 과 체력 수의 종합 성 에 의하여 선발하는 이다. 이 입시제

도는 일차 으로 서울과 부산에 한하여 실시하고, 그 후 차 확  실시했다. 

  한편, 문교부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상의 여러 조건을 갖추기 하여 (1) 고교 평

화를 한 조치 (2) 고교 비 진학자  탈락자의 교육기회 확장 (3) 교육부조리 상 일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에서도 문교부는 학교평 화에 역 을 두고, 시설과 교원 두 갈래로 평 화작업을 

추진했다. 교원평 화의 은 첫째로 직교원의 자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둘째로 유능한 

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교원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  것인가 하는 것으로 집

약되었다. 

  그 구체 인 방안으로서 제시된 주요 내용은 (1) 서울과 부산시내 모든 교원의 단기재교육 실

시 (2) 교원 신규임용을 한 채용순 고사 시행 (3) 무자격  과목 상치 교사 정리 (4) 사립학

교 교원임용의 승인제 채택 (5) 사립 학교 간의 교원 교류 추진 (6) 사립학교 교원연 제 실시 

등이다. 

  우선 교원 단기 재교육을 보면, 1973년 7월 23일부터 서울과 부산의 공․사립교사 9천 명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각각 60시간의 연수를 받았다. 이 연수에 참가한 교원은 서울이 6,595명이

고, 부산이 2,405명이다. 이에 앞서 교장․교감 그리고 사립학교 법인 표들도 같은 해 7월 에 

이미 연수회를 가졌었다. 

   문교부는 시설평 화를 해「학교시설 설비기 」을 조정한 데 이어 이를 시설설비의 연

도별 보충기 을 마련하여 1973년 10월 5일 국 고등학교에 그 이행을 지시했다. 

  그리고 오늘날 자율학습이란 것은 민 식 문교부장 의 고교평 화의 부산물로 1980년 에 생

겨난 일그러진 교육의 모습을 변해 주는 낱말로 되어 버렸다. 애 에는 평 화로 인하여 학교

간 특성이 사라져 버리자, 서울의 일여고․서라벌고등학교 등 몇몇 신흥명문들이 학생들에게 

집 으로 입시공부를 실시하여 학진학률을 높이는 편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한편 1972년과 1974년에 사회교육의 확 를 한 방안의 하나로 채택되어 실시된 바 있는 방

송통신 학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제도는 1970년 의 높은 교육열을 충족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

다. 

  이미 1968년에 문교부는 방송통신 학을 설치할 방침을 발표하여, 경제  는 기타의 사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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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에게 방송과 통신 등에 의한 교육방법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

여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수 을 향상시키고 국가발 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 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 학은 1972년 3월 9일에 우리 나라 교육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방송 통신 교육방

법에 의한 고등교육기 으로서, 서울 학교 부설로 개교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974년 3월에 서울과 부산의 11개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운 하기 시작

한 이래 9년 동안 국 으로 꾸 히 확 되어 1982년 4월 재에는 산간벽지  농 지역을 포

함하여 국 으로 48개의 고등학교에 1,225학 이 인가되어 있으며, 학생 수는 65,580명에 이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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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성장하는 수피아

   1. 유지재단과 ․고 분리

   (1) 유지재단의 변경

   

  본래 수피아여학교는 남장로회 한국 선교부에서 설립하여 일제 말 폐교 때까지 운 을 계속하

다. 그러나 해방 후 복교시에는 아직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돌아오지 안했으므로 재단법인 

한 수교 장로회 유지재단을 설립자로 1946년 4월 8일에 여자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1948년 4월 8일에 김아각 선교사 명의로 여자 학교로, 1948년 9월 13일에는 6년 제 

고 여자 학교로 정식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1955년 4월 12일에는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이 설립되어 미션학교 운 을 

맡게 되었다. 그 뒤에 미국 선교부의 방침이 달라져서 한국선교는 이제 성공하 으므로 다른 나

라로 선교지역을 바꾸게 되고, 동시에 선교사들도 많이 귀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62년 10월 

4일 학교 설립자를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부로부터 분리하여 재단법인 호남기독학원으로 조직 

변경하여 문교부장 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사장에 김성배(金聖培), 이사에 인도아 선교

사, 김윤식, 정 부, 장평화, 주형옥, 한미선, 이 완, 조세환, 감사에 조 , 모요한 선교사 등이 

부임하 다. 그동안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에서 경 하던 미션학교가 이제는 한국인들이 경 하

는 기독교학교가 된 것이다. 

  1964년 3월 31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변경되어, 학교법인 호남기

독학원이 주수피아여 ․고와 목포정명여자 ․고, 순천매산 ․고, 주신흥 ․고, 주기

여자 등 10개교를 경 하게 되었고, 뒤에는 순천매산여고와 군산실업 문 학이 포함되어 지

은 12개교를 운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 한 

법 인 책임을 지고 있을 뿐으로 학교에 한 재정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운 은 당

해 학교장 책임하에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선교부가 학교운 의 주체에서 물러나게 되므로 동시에 선교부의 부동산도 처리하

게 되었다. 주 선교부는 푸른 숲으로 이름난 양림동 선교부 동산을 분할하여 상당수는 일반에

게 매각하고 일부는 유  기독교 기 에 이양하 는데, 기독병원과 호남신학 학과 수피아여

․고에 기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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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의 분리와 학제변경

  

  1951년 8월 31일 새 교육법에 따라 학제가 개편됨으로써 6년제 학교가 3년제 학교와 3년

제 고등학교로 분리되었다. 당시 학  수는 학교가 학년 당 2학 씩이고 고등학교는 1학 씩 

이었다. 9월 10일에 신 학년이 시작되었는데 5학년에 남은 학생이 없어서 고등학교 3학년은 없

고 4학년생은 고교 2학년이 되었다. 이때 고등학교 뺏지와 교기가 제작되었다. 

  1952년 3월 23일 23회 학교 졸업식이 거행되어 55명이 졸업하 고, 학제개편으로 학년 가  

    4월로 되었다. 

  1953년 3월 17일 학교 24회 졸업식(86명)과 고등학교 1회 졸업식(10명)이 거행되었다. 

  1954년 3월 18일 학교 25회 졸업식(122명)과 고등학교 2회 졸업식 (31명)이 거행되었다. 

  1955년 3월 12일 학교 26회 졸업식(155명)과 고등학교 3회 졸업식(35명)이 거행되었다.

  1956년 2월 22일 학교 9학 (450명) 고등학교 6학 (300명)으로 학칙이 개정되었다. 

    동년 3월 16일 학교 27회 졸업식(184명)과 고등학교 4회 졸업식 (50명)이 거행되었다. 

  1957년 3월 15일 학교 28회 졸업식(148명)과 고등학교 5회 졸업식(87명)이 거행되었다. 

  1958년 2월 28일 학교 29회 졸업식 (106명)과 고등학교 6회 졸업식(71명)이 거행되었다. 

  1959년 2월 11일 학교 30회 졸업식 (135명)과 고등학교 7회 졸업식(105명)이 거행되었다.    

    개교 51주년 기념사업으로 장학생 제도가 시작되어 학교 20명, 고등학교 10명에게 학자   

    을 주기 시작하 다. 

  1960년 학교 31회 졸업식(194명)과 고등학교 8회 졸업식(115명)이 거행되었다. 

    동년 8월 28일 학교 15학 , 고등학교 9학 으로 증설인가를 받았다. 

  1961년 2월 25일 학교 32회 졸업식(161명)과 고등학교 9회 졸업식 (114명)을 거행하 다. 

  1962년 2월 27일 학교 33회 졸업식(257명)과 고등학교 10회 졸업식(82명)을 거행하 다. 학  

    년 를 3월 10일로 개정하 다. 

  1963년 1월 22일 학교 34회 졸업식 (279명)과 고등학교 11회 졸업식(113명)을 거행하 다.   

              (졸업생 계 :  3,203명, 고 814명)

  1964년 1월 24일 학교 35회 졸업식 (232명)과 고등학교 12회 졸업식(105명)을 거행하 다.

  1965년 1월 23일 학교 36회 졸업식 (208명)과 고등학교 13회 졸업식(181명)을 거행하 다.

  1966년 1월 20일 학교 37회 졸업식 (297명)과 고등학교 14회 졸업식(239명)을 거행하 다.

    동년 11월 12일 학교 24학 , 고등학교 18학  학칙변경을 인가 받았다. (문보행 1041. 3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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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6년11월 15일 수피아간호학교 설립되다. (  기독병원 간호 문 학)  

  1967년 1월 20일 학교 38회 졸업식 (302명)과 고등학교 15회 졸업식(304명)을 거행하 다.

  1967년 3월 21일 수피아간호학교 개교하다. (수피아 홀)

  1968년 1월 10일 학교 39회 졸업식 (443명)과 고등학교 16회 졸업식(229명)을 거행하 다.

  1968년 2월 10일 학교장은 ․고 겸임으로 정 부 교장이 계속 직하고 교감은 ․고 분리  

    하여, 학교는 정신옥(鄭信玉) 선생이, 고등학교는 한덕선(韓德善) 선생이 담당하다. 김오   

    교감은 순천매산고등학교 교장으로 이임하다. 

  1969년 1월 15일 학교 40회 졸업식 (451명)과 고등학교 13회 졸업식(292명)을 거행하 다.

  1970년 2월 13일 학교 41회 졸업식 (477명)과 고등학교 18회 졸업식(320명)을 거행하 다.

  1970년 6월 20일 학교 24학 으로 학칙 변경되다. 

  1971년 1월 15일 학교 42회 졸업식 (514명)과 고등학교 19회 졸업식(323명)을 거행하 다.  

  1971년 12월 3일 고등학교 27학 으로 학칙 변경되다.

    동년 12월 23일 주수피아실업 문학교 설립되다. (  주보건 문 학)

  1972년 1월 15일 학교 43회 졸업식 (528명)과 고등학교 20회 졸업식(328명)을 거행하 다.

    동년 11월 27일 고등학교 30학 으로 학칙 개정되다. 

    동년 12월 6일 ․고 교장이 분리되어 학교 12  교장에 정신옥 교감이 승진 발령되다. 

  1973년 1월 10일 학교 44회 졸업식 (513명)과 고등학교 21회 졸업식(333명)을 거행하 다.

  1974년 1월 12일 학교 45회 졸업식 (434명)과 고등학교 22회 졸업식(471명)을 거행하 다.

  1974년 10월 31일 정 부 고등학교 교장이 이임하고 ( 주수피아실업 문 학장으로 임) 11  

    월 1일 제 12  교장에 김오 (金五奉) 선생이 취임하다.

   2. 정 부 교장과 학교 부흥

  해방 후에 세 번째나 교장으로 취임하여 직하던 유화례 선교사가 물러나고 1955년 4월 1일

에 교감으로 부임하여 유 교장을 도왔던 정 부(鄭 金府) 장로가 1957년 9월에 제 11  교장으로 

취임하 다. 그러나 유 교장이 1960년 3월까지 교장직을 계속했기 때문에 처음 몇 년은 동사교

장(同事校長)으로 함께 일했다. 정 부 교장은 1909년 8월 2일 남 함평에서 출생하여 주 신흥

학교 출신으로 일본 도시샤 학(同志社大學) 경제학부를 졸업하 다. 처음에는 주 신흥고와 

주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수피아에는 교감으로 부임하 다. 교감 시 에도 미국인 선교

사인 교장을 도와 교학 문제를 리하 다. 정 교장은 재임시에 항상 “오늘의 여성교육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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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녀교육이다. 건 하고 자기 치를 알고 노력하는 여성이 내일의 맑은 사회를 만들 수 있

고 훌륭한 2세를 만들 수 있다”고 여성교육의 요성을 강조하 다. 정 교장은 1980년 12월 31

일 화민국 학술원에서 명 철학박사 학 를 수여받았다. 정 부 교장은 주제일교회의 장로로 

시무하 다.  

   (1) 개교 50주년 기념식 거행

  당시에는 학교 설립을 1907년으로 잘못보고, 1957년 10월 17일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를 거

행하 는데, 유화례 선교사 교육사업 30주년 기념식을 아울러 거행했다. 후 복구시기여서 아주 

곤궁한 때 기 때문에 동창회에서는 도서실 책장을 기증하 다. 그리고 유 교장에게는 한복을 

입고 6․25때 피난 갔던 화순의 동굴 앞에 있는 유교장의 상화를 동양화로 그려서 증정하

다. 이 상화를 한때 미국으로 가져갔었는데, 다시 한국으로 반환하여 지 은 유화례기념도서

에 비치되어 있다. 

   (2) 신  (고등학교 본 ) 건축

  1951년에 ․고가 분리되자 학교는 스보로 홀에서 그 로 수업을 하고, 고등학교는 수피

아 홀에서 수업하 다. 그러나 학 수와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실 부족이 심각하 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년 당 2학 에서 시작했으나 1963년에는 학년 당 3학 으로, 다음 해에는 4

학 으로,  그 다음 해에는 학년 당 5학 으로 증가되어 새 교사의 마련이 시 하 다. 

  그리하여 1963년 7월 22일 노라복(Robert Knox)  선교사의 사택이 있던 양림동 242번지에 고

등학교 신  건축을 착공하 다. 노라복 목사가 떠난 후 그곳은 생활 실습실로 쓰 고, 정원에는 

등나무 시 과 클로버 풀밭이 있으며, 각종 나무와 꽃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동산이었다. 학생

들은 이 동산에서 지내기를 즐겨했고, 특히 동산 주변의 페칸(Pecan) 나무들의 그늘을 좋아했다. 

그러나 신  건축을 해서 사택과 동산이 철거됨으로써 옛날 수피아의 아름다운 정경이 볼 수 

없게 되었다. 

  신 은 콘크리트 건물 3층 24교실로 착공하여 1964년 7월에 그  12교실을 공했고, 이어서 

1966년 4월에는 6교실을 더 증축하 다. 1967년 12월에는 제 3차 공사로 6교실을 공함으로써 

본래 계획했던 24교실을 모두 완공하 다. 그 에 김오  교장이 1984년에는 4층 9교실을 증축

하여 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1층에서 3층까지 27교실은 건평 2,862.66평방미터(867.47평)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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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고, 4층 9교실은 938.99평방미터(284.54평)로서, 체 총 건평은 3,801.65평방미터(1,152.01평) 이

다. 

  학교의 증 에 따라 시설 공간을 확충했음은 당연한 일이었으나 주변환경과의 조화라든지 역

사  유물의 보존, 학생들의 정서 등이 충분히 살려지지 못했음은 아쉬웠다. 그리고 신  건축을 

하여 공사비를 마련코자 수피아 앞의 많은 답 등 토지를 매각하 는데, 지  생각하면 아쉽

기 이를 데 없다. ( 재 수피아는 ․고 두 학교가 소한 공간에 치하고 있다).

  한편 정 부 교장은 학교 신 도 건축하 는데, 3층 12교실의 건물로서 고등학교 교문을 들

어와서 바로 왼쪽 에 치하고 있다. 총 건축 면 은 1,610평방미터이고, 학교 3학년생이 사

용하고 있으며 교무실과 미술실이 있다. 학교 본 ( 스 로 홀)에서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마

주 보고 있으나 본부에서 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한 이 있다.

   (3) 특별활동의 강화

  수피아는 일제시 에도 음악과 체육 등 특별활동으로 이름을 날렸던 통이 있다. 특히 50년

 후반기 이후 60, 70년 에 걸쳐서 다방면에 걸친 활동이 돋보 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분야별 활동상황」에서 다루기로 하고, 개요 몇 가지를 살피기로 한다.  

 ○ 기독학생회의 활동

  수피아는 복교이후 기독학생회의 활동이 왕성해졌는데, 지역사회 사와 교회 지향 인 선교

사업을 주로 하 다. 마을을 한 노력 사와 마을길 청소 등 지역 사는 물론 어린이 여름성경

학교의 운 을 통한 미 자립 교회의 사가 크게 돋보 다. 

  1954년 10월 소태실에 수피아 기독학생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매월 3천 환을 

보조하여 도사를 송하 다. 그해 12월에 12만환에 집을 매입하고 교사들이 순번을 정하여 

김정옥, 조세환, 임승훈, 안재희, 박세균, 김 선 등이 순회 사하 다. 1955년 9월 남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성경 교사인 장치만 도사를 담임교역자로 송하고 교목 도상욱 목사를 당회장으

로 하여 1956년 4월 소태리 교회가 독립할 때까지 력하 다. 

  1956년 9월 학교에서 10만 환에 매입한 기도처에서 유안동 교회를 시작하 다. 표승천 도사

를 송하고 매월 8천환을 기독학생회에서 보조하 고 1957년 8월까지 후원하 다. 

  1960년 8월에 월산동에 개척교회를 세워 배를 시작했으며 강도사를 담임 교역자로 세우고 

매월 3만 3천 환씩 보조하 다. 1961년 개척교회에 시무하던 김희구 강도사가 떠난 뒤에는 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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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게척교회 활동은 지되었다. 1962년에는 학교의 자매부락인 나주군 왕곡면 왕산리에 개척교

회를 세우고 36만 환을 보조하여 김용환 도사를 송하여 교회를 그 밖에도 기독학생회는 해

외선교를 한 헌 도 하고 부흥회를 개최하 으며, 농 교회를 한 주일학교 사 등을 꾸

히 해오고 있다. 

  학교에서도 종교활동은 매우 활발하여 1962년부터 교내 부흥회를 개최하 는 바 한경직 목

사, 김형태 목사(1963), 김형석 박사(1964), 신사훈 박사(1965), 문창권 목사(1966), 김용기 장로

(1967), 이상근 목사(1968), 황 은 목사(1969), 김상호 목사(1970) 등을 청하여 신앙훈련을 하

다. 그러나 뒤에 입시 주의 교육상황으로 바 어지자 부흥회의 통은 사라지고 졸업반을 

심한 신앙강좌를 실시했다. 

  학교에서도 농어  교회 사를 1965년이래 교목 안종렬 목사의 인솔하에 매년 실시했으나 

1973년을 끝으로 입시 주의 교육 때문에 단되었다. 한 추수감사 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나

온 헌 은 신원, 천혜경로원, 행복재활원, 귀일원, 소화자매원, 성노원, 실로암 선교회 등 사회 

복지시설을 돕는 데 사용해 왔다. 

 ○ 클럽활동의 활성화

  수피아에는 특별활동으로 여러 개의 클럽이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 는데, 걸스카웃을 비

롯하여 Y-틴, 유네스코 등이 그것이다. 

  걸스카웃은 1962년에 제 5  수피아 소녀 ( 학생)가 시작되고 1966년 제 1  수피아 연장

(고등학생)가 시작되었다. 장에 문 순, 부 장에 표인자가 선임되어 수피아 학생들의 스카우

 활동을 지도하 다. 스카웃은 하이킹, 캠핑, 들놀이, 응 치료, 지도읽기, 요리하기, 신호법, 맺

음법, 각종 크 이션 등을 배워서 남을 구조하고 돕는 기능을 익혔다. 잼버리 회, 국제야

회에 참석하여 청소년의 우의를 나 기도 하 다. 

  Y-teen 조직은 YWCA의 소녀조직으로서 고에 모두 조직되어 있는데, 수피아 Y는 김필례 

선생이 시무하던 일제시 에도 있었으나 상당기간 소멸되었다가 1968년 9월 1일에 재조직되었

다. 

  수피아는 이미 1950년에 유네스코 동학교 (UNESCO ASP)로 지명되었는데,「이해를 통한 

평화, 교육을 통한 이해」라는 표어를 내걸고 교육을 통하여 세계평화를 이룬다는 신념으로 활

동했다. 수피아는 각 학  교실에 ‘유네스코란’은 설치 운 하고, 국제친선의 모임을 가지며, 국

제이해를 한 시회, 어 웅변 회,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념하는 작품 시회 등을 개최함으

로써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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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활동

  먼  탁구를 들 수 있는데, 1955년부터 1961년까지 호남  남 각종 선수권 회에서 개인 

 단체 에 우승과 우승의 성 을 유지했고, 1956년 12월 22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 4회 아

시아 탁구 선수권 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 최경자가 우승하 다. 1958년 도쿄에서 개최된 제 

3회 아시아 경기 회에서 3 를 하 다. 한 독일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 회에서 세계 2 , 그

리고 제 7회 아시아 탁구선수권 회의 소녀부 선수로 박경희 선수가 출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 다. 최경자는 1957년 11월에 남문화상(체육)를 수상하 다. 

  다음에는 테니스 활동도 돋보 다. 테니스는 1960년 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1966년 4월 서울

에서 열린 제 5회 아시아 경기 회 선발 겸 국 춘계 종별 테니스 회 결승 에서 안미자가 우

승하 고, 1966년 6월 동아일보사 주최 제 2회 국 여자 테니스 회에서 등부, 고등부에서 모

두 우승하여 ‘테니스 수피아’의 이름을 떨쳤다.  

  고등학교의 안미자, 양 순, 한 숙, 남궁인규, 김경순, 이귀선이 참가 하 고, 학교에 이미옥, 

유복순, 박 선 등이 활동하 다.  안미자는 1966년 11월 남문화상(체육)을 수상하 다. 

  그리고 수피아의 농구 은 일제시 부터 시작했으며 복교와 함께 농구 은 재 창단되었다.  

그러나 6․25이후 10년쯤 공백기간을 지내고 1960년에 다시 을 부활하여 김수득 주임교사, 김

상걸 코치의 노력으로 수피아 농구를 이끌어갔다. 1975년 국체 에서 여고부 농구우승을 한 

뒤로 꾸 히 성장했는데, 김 님, 오명자, 이정심, 이형숙, 최양님, 양정옥 등 많은 국가 표 선수

를 배출하 다. 다른 체육활동은 모두 조해졌으나 농구 만은 ․고 모두 통을 이어왔다. 

  1960년 에 수피아는 베드민턴으로도 유명하 다. 1964년 제 7회 국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회에서 박용숙이 우승했고, 1966년 제 9회 국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회에서 여 단식 우승, 

김 희가 여 단식에서 우승하 다. 1964년부터 1966년까지 제 2, 3, 4회 국 종별 리이그  여

단체 우승을 하 고, 1966년 제 9회 종별 선수권 회에서 여 부 복식 우승 (김명희, 정성

애) 을 하 으며, 1967년 제 2회 학도체육 회에서 여고부 우승, 여 부 2 를 하 다. 

  1967년과 1968년 국체육 회에서 여고부 3 를 하는 등 배드민턴이 활발했으나 도 에 끊겨

서 통을 잇지 못했다. 

 ○ 음악활동

  수피아는 일제시 에도 음악활동이 돋보 는데, 유화례 교장이 음악지도를 하 고 음악회와 

하모니카 연주 등을 하 다. 해방 후 복교시에도 음악회를 개최하여 수피아의 이름을 드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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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12월 22일 YWCA 홀에서 김 곤 선생의 지도로 수피아 음악회를 개최하 고, 1965년 11

월에는 염진실, 김 곤 선생의 지도로 수피아 동창음악회를 가졌으며, 1971년 12월 유웅장 선생

의 지도 하에 음악발표회를 개최하 고, 1975년 11월 김방호 선생의 지도로 수피아 음악회를 열

었다. 수피아는 1959년부터 남 도내 국민학교 음악 콩크르를 개최하기도 하 다. 

 ○ 강강술래, 기타

  수피아는 남도의 집단 민속무용인 강강술래를 아주 잘해서 1958년 8월 13일, 정부수립 10주년 

기념 민속 술 경연 회에서 남 표로 출 하여 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해남 출신으로 강강

술래의 선소리를 잘하던 김 자를 데려와 회 때마다 이름을 날렸다. 수피아에서는 그 뒤로 오

랫동안 학교행사에서 강강술래를 공연하 고, 1961년 국 민속 술 회에서 강강술래를 공연

하 다.  

  1961년 2월에는 주학생독립운동을 내용으로 한 화 「이름없는 별들」을 수피아에 와서 촬

하 는데, 여배우 계 이 수피아 학생으로 분장하여 출연하 고, 학생들이 엑스트라로 참가

한 일도 있었다. 

  그리고 1991년에는 ‘B사감과 러  터’ 도 본교에서 촬 하 는데, 본고교 17회 출신인 여배

우 허 진(허옥숙)이 여주인공인 B사감으로 출연하 다.

   (4)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1968년 10월 16일에 수피아개교 60주년 기념 배를 드리고, 10년근무 교사 좌담회를 개최하

다. 10월 17일에는 운동장에서 개교기념식을 거행하 고, 학생회 에서 개교기념 음악회를 개최

하 다. 그리고 10월 18일에는 개교기념 운동회를 개최하여 수피아 식구들의 화합과 단결을 다

짐하 다. 

 개교 60주년 축시      수천  이르도록

                                                           이  숙

 수천  이르도록

 피고  필 꽃송이

 아름다운 그향기

 여교  으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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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의 수 교훈

 심에 고이 새겨

 고난을 극복하며

 등불 높이 밝혔네

 학문을 닦으면서

 교리 한 가르쳐

 개개의 인격길러

 교육에 충실함은

 육지 바다 섬까지

 십자가 빛냄일세

 주만 따라 가는자

 년년사시 불변코

 기쁨의 알곡들을

 념려없이 거두면

 축복은 끓임없이

 하늘에서 내리리

                                            1968년 10월 17일

                                                  한 수교장로회 여 도 회 선교국

                                                                   총무 이   숙

 祝 詩

-- 開校 60周年을 맞는 수피아에 --

                      

                                金  顯  承

먼 옛날엔 댕기머리 탐스럽게 느렸고

그 후엔 흰 고리 검정치마 한동안 수수했고,

지 은 짧은 스카트에 짧은 단발 머리

보기에도 가볍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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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이 지나면서 이 게들 변하건만

변하기는 변하여도 변치 않은 것이 있다.

수피아의 그 얼과 그 마음,

소녀들은 어느덧 어머니가 되었고

그 어머니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

어쩌다 한 자리에 모이면 물 썽이는 얼굴들로

지 은 주름 잡힌 손과 손으로 

서로와 서로를 껴안지만,

60년이 지나면서 이 게들 변하건만

변하기는 변하여도 변치 않은 것이 있다.

수피아의 그 우정과 그 사랑

꿈 많은 어릴  우리가 심은 나무

지 은 캠퍼스 구석마다 우거져 고목이 되어

이름 모를 얼굴들 그 샛별 같은 매들

그 그늘 아래서 즐거이 노래 부르지만,

60년이 지난 뒤엔 이 게들 바 지만,

아무리 바 어도 바 지 않는 것이 있다.

百千년을 더 지나도 바 지 않을 것이 있다.

아아, 수피아의 그 소망과 그 진리.

  수피아 동창회에서는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유화례기념도서 을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모 과 

함께 건축을 추진하여 1974년 10월 26일에 완공하 는데, 총 건평 160평에 240석의 열람실을 갖

춘 콘크리트 2층 건물이다. 2층은 사무실과 서고로 되어있다. (뒤에 기술)

   (5) 간호학교, 실업 문학교의 설립

  수피아 여․ 고의 정 부 교장은 학교기 의 설립에 열의를 다하여 노력함으로써 수피아 간호

학교와 수피아여자실업 문학교를 설립하 다. 



- 29 -

  수피아간호 문학교는 민주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정신에 입각하여 간호분야에 한 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 발 에 필요한 견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 으로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에서 1966년 11월 25일에 수피아 간호학교를 설립인가 받고 

1967년 3월 21일에 개교하 는 바,  교장에는 정 부가 취임하 다. 1969년 6월에 철근 콘크

리트 3층 26실(2,349평)의 기숙사를 완성하 고, 1972년 12월 14일에 수피아 간호 문학교로 개

명하 다. 1975년 4월 28에는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에서 분리된 라기독학원으로 재단을 변경

하고 인가를 받았다. 수피아 간호 문은 1906년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회에서 세운 양림동 소

재의 주기독병원(제 원)을 임상 실습 병원으로 정하고, 이론과 실습을 체득해가고 있었고, 

1975년도까지의 졸업생은 190명으로서 국내외에 걸쳐 다양하게 취업하 다. 그 뒤 1978년 12월 

28일에 수피아 간호 문 학은 주기독병원간호 문 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어, 본래 수피아에서 설립된 교육기 이 이제는 수피아와 아무 계 없는 학으로 바꾸어 졌

다. 

  한편 1971년 12월 23일에 수피아여자실업 문학교를 설립하 는데 가정과, 양과, 식품가공과

의 3개 학과로 출발하 다. 주시 양림동 구 숭일고등학교 부지를 매수하여 1972년 3월 10일 

정부 교장이 취임하고 개교하 다. 1972년에 생과와 의상과를 증설하고, 1973년에는 실무경

과, 임상병리과를 증설하 으나 1974년에 의상과는 폐과하여 6개 학과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여자실업 문 학이었으나 1975년 1월 8일에 문교부의 학칙인가를 받아 주서원(瑞

元) 문학교로 교명을 바꾸면서 남녀공학으로 발 하 다. 간호 문 학과 마찬가지로 1975년 4

월 28일에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에서 분리된 라기독학원으로 재단을 변경하고 인가 받았다.  

교육 목 도 “본교는 기독정신과 국가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자활할 수 있는 실용 인 기술의 

이론과 실험 실습을 통한 실무 교육을 교수 연구  하며 건 한 인격을 형성시켜 국가사회와 교

회발 에 공헌할 인재양성을 목 으로 한다”6)고 되어 있다. 체로 가정 보건 분야의 문학교

라고 볼 수 있는데 1988년 1월 21일에 주보건 문 학으로 개명하 다. 

  수피아에서 비롯된 여자실업 문 학이 세월과 더불어 주보건 문 학으로 바꾸어지고, 그 

뒤에 수피아와는  무 한 교육기 이 되었다. 

  1975년 4월 28일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은 수피아간호 문학교, 수피아실업 문학교, 주기

여자실업 문학교를 학교법인 라기독학원에 경 권을 이  결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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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편 주석]

 1) 복 30년 요자료집 (월간 앙, 1975. 1) pp. 177～178
 2) 강만길. 한국 사 pp. 210～211
 3) 손인수. 한국교육사 pp. 721～727
 4) 임 태. 한민국 50년사Ⅰ (들녘, 1998) pp. 329～330
 5) 손인수. 앞의책 pp. 730～
 6) 남교육 30년사 ( 남교육 30년사 편찬 , 1977) pp. 7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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